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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반월연골판 파열이

며, 반월연골판 절제술이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가장 흔한 정

형외과 수술이 될 만큼, 반월연골판 수술은 자주 시행되는 수술

이다. 반월연골판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하고, 흡수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월연골판을

보존하는 것이 절제술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반월연골판 봉합술이 약 2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합술의 적응증이 점차 확 되고 있다. 반월연골판

봉합술의 방법으로 outside-in, inside-out, all-inside 방법 등

이 시행되고 있으며, 반월연골판 파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후각부 파열의 봉합에는 inside-out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inside-out 방법은 부수적인 피부 절개를 요하며,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강직을

초래할 수 있다. Morgan16)이 봉합사를 이용한 all-inside 방법

을 개발하 으나, 부가적인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 기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들을 피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all-inside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반월연골판 고

정 기구(meniscal fixation device) 등을 개발하여 최근에는 널

리 사용되고 있다. 고정 기구들은 사용이 간편하고, 부가적인

피부 절개가 필요 없고, 신경손상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지

만, 부분 수직적 봉합이 어렵고, pull-out strength가 봉합사

를 이용한 수평적 봉합과 유사하여 수직적 봉합보다 약하며15),

비용이 봉합사의 10배 이상 고가인 단점들이 있다. 또한 초기

에 사용된 고정 기구는 주변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유

리체가 되기도 하며, 활액막염을 유발하기도 하 다6,8,18,19).

본 론

1. 적응증

이상적인 적응증 으로는 red-red zone 또는 red-white zone

에 생긴 외상성 파열로(Fig. 1), 단독 종 파열, 소식자(probe)로

전위되는 불안정한 파열, 정복이 되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등이다. 특히 전방 십자 인 가 정상인 경우에 봉합하는 것이

좋으나, 전방 십자 인 가 파열된 경우는 반월연골판 봉합술과

동시에 전방 십자 인 재건술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반

월연골판의 관절막 부착부까지 침범된 방사형 파열이나,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root tear)의 경우 생역학적으로

반월연골판의 전절제술 상태이므로 파열을 방치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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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ngitudinal tear at the red-red zone of the posterior

horn of the medial men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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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관절염이 초래될 수 있어 봉합술이 시도되고 있다.

(Fig. 2, 3)3,5). 하지만 Outerbridge 분류 3 이나 4 도의 연골연

화증이 존재하면 적응증이 되지 못한다.

2. 수술 기법

먼저 반월연골판 파열 부위를 준비해야 한다. 파열 부위를

shaving 해야 하는데, 보통 반월연골판의 중앙부는 어려움이

없으나, 후각부의 관절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 전방 삽입구

(portal)로부터 절삭기가 들어가 shaving 하기 어려우면, 후내

측이나 후외측 삽입구를 만들어서 파열 부위를 shaving한다.

후각부를 shaving 하는 경우는 삽입구를 되도록 반월연골판 전

각부의 직 상방에 만들어서, 절삭기가 후각부에 도달할 때 퇴

골 내과나 외과의 관절연골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

통 작은 구경의 절삭기나 rasp을 사용하여 반월연골판 파열 부

위의 관절막 쪽과 피판 쪽 양쪽을 가볍게 마찰한다(Fig. 4, 5).

1)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술

봉합사를 이용한 수술 방법을 소개하면, Spectrum tissue

Fig. 3. A root tear of the medial meniscus. Fig. 4. Debridement of tear site using an arthroscopic shaver.

Fig. 5. Debridement of tear site using a rasp. Fig. 6. Spectrum tissue repair system.

Fig. 2. A radial tear involving meniscocapsular junction of the

midbody of the lateral meniscus.



repair system (Linvatec, Largo, Florida, USA)과 같은 기구

를 이용하여 파열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이다(Fig. 6). Fig. 6에

서 위의 2개는 crescent hook으로 large curved, small

curved이고, 아래 2개는 좌, 우 45。angled suture hook이다.

이 중 좌, 우 45。angled suture hook은 주로 내측 반월연골판

의 후각부를 봉합하는데 사용된다.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의

봉합 술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절경을 전외측 삽입구로 삽

입한 후 전진하여, 퇴골 내과, 후방 십자 인 사이를 통과하

여 후내측 구역에 도달한다.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러봐서 적절

한 후내측 삽입구의 위치를 결정하고, spinal needle을 삽입한

다. needle을 따라 피부 절개를 하고, mosquito forceps으로

관절막을 천공한다. 휘어진 suture hook은 universal cannula

(Linvatec)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screw 형태의 8-mm can-

nula를 후내측 삽입구에 위치한다. 우 슬관절인 경우 poly-

dioxanone suture (PDS) (Ethicon, Somerville, New

Jersey, USA) 봉합사가 들어있는 좌측으로 휘어진 suture

hook을 삽입한다. Suture hook은 먼저 파열된 반월연골판 가

장자리 부분을 관통하고 파열 부위를 통과하여(Fig. 7) 파열된

안쪽 부분을 관통한다. 슬관절 굴곡이 80~90。보다 적으면, 내

측 반월연골판의 후각부가 전방으로 이동되므로, suture hook

의 끝이 퇴골 내과의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다. Suture

hook이 파열된 안쪽 부분을 통과하면 PDS를 충분히 관절 안

으로 전진시킨 후 suture hook을 제거한다. 반월연골판을 통

과한 PDS의 끝을 suture grasper로 잡아 cannula를 통해 빼

내고(Fig. 8) 매듭 결찰을 한다(Fig. 9).

좌, 우 45。angled suture hook은 외측 반월연골판의 중간부

에서 관절막까지 연장된 방사형 파열을 봉합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슬관절을“4”자로 위치하고, 먼저 파열 부분을 절삭기나

rasp으로 가볍게 변연 절제한다. 좌 슬관절의 경우, 전내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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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urved suture hook that is introduced from the pos-

teromedial portal is penetrating outer segment of the

longitudinal tear of the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Fig. 8. A PDS suture across the outer and inner segment of the

longitudinal tear of the posterior horn.

Fig. 9. Three arthroscopic knots are made securely.

Fig. 10. A curved suture hook penetrating posterior segment of

the radial tear of the midbody of the lateral meniscus

from superior to inf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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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경을 위치하고, 전외측에서 PDS 봉합사가 들어있는 좌측으

로 45。angled suture hook으로 파열된 후방의 피판을 통과한

다(Fig. 10). PDS 봉합사를 충분히 관절 안으로 전진시킨 후

suture hook을 제거한다. Suture grasper로 반월연골판을 통과

한 PDS의 한쪽 끝을 잡아 전외측 삽입구로 빼낸다. 다시 전외측

삽입구로 large curved crescent hook을 삽입하여 파열된 전방

의 피판을 통과한 후, No. 1 nylon을 관절 안으로 충분히 전진

시킨다(Fig. 11). Crescent hook을 전외측 삽입구에서 제거하

고, suture grasper를 전외측 삽입구로 삽입하여 nylon의 한쪽

끝을 잡아 전외측 삽입구로 빼낸다. 반월연골판을 통과한 nylon

봉합사의 끝에 고리를 만들어, 반월연골판을 통과한 PDS 봉합

사의 끝을 통과시킨 후, 매듭을 단단히 조이고, 반월연골판을 통

과하지 않은 nylon의 끝을 잡아당겨, PDS 봉합사가 파열된 부

위의 전방에 있는 피판을 통과하게 한다. PDS 봉합사의 두 끝으

로 매듭 결찰을 시행한다(Fig. 12). 매듭 결찰을 할 때는 연부

조직, 특히 관절막에 봉합사의 매듭이 걸리지 않도록 봉합사의

두 줄이 universal cannula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Crescent hook은 외측 반월상 연골의 전각부를 봉합하는데

사용된다(Fig. 13~15).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에 방

사형 파열의 봉합법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다(Fig. 16).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을 봉합하는 방법에는 봉합사를 이

용한 pull-out 방법과 suture anchor를 이용한 all-inside 봉합

방법이 있다. Suture anchor를 이용한 봉합 방법은 내측 반월연

골판 후각부의 부착부에 비흡수성 봉합사가 달린 suture anchor

를 삽입한 후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의 부착부를 curet를 이용

하여 연골을 제거하여 골을 노출한다(Fig. 17). angled suture

hook을 이용하여 파열 부위의 내측에 PDS 봉합사를 통과시킨

다. 통과된 PDS를 suture shuttle로 이용하여 suture anchor에

달린 비흡수성 봉합사들을 통과시킨다. 반월연골판을 통과한 비

Fig. 12. Two all-inside sutures are tied securely for the radial

tear of the lateral meniscus.

Fig. 13. A longitudinal tear of the anterior horn of the lateral

meniscus.

Fig. 14. A large curved crescent hook penetrating outer seg-

ment of the longitudinal tear of the anterior horn of the

lateral meniscus.

Fig. 11. A large curved crescent hook penetrating anterior seg-

ment of the radial tear from superior to inferior.



흡수성 봉합사의 두 줄을 견인하여 매듭을 만들어서 내측으로

전위된 파열 부위를 정복하고 견고한 봉합을 완성한다(Fig. 18).

2) 반월연골판 고정 기구를 이용한 봉합술

현재 사용되는 반월연골판 고정 기구들은 FasT-Fix (Smith

& Nephew Endoscopy, Andover, Massachusetts, USA)와

RapidLoc (DePuy Mitek, Raynham, Massachusetts, USA)이

다. 봉합을 하기 전 봉합 부위를 준비하는 것은 봉합사를 이용

한 방법과 동일하다. RapidLoc을 이용한 all-inside 봉합술은

먼저 유도 바늘을 이용하여 반월연골판 파열 부위를 정복한다.

가능한 한 파열 방향과 수직으로 바늘을 삽입하고 이를 따라

back stop을 반월연골판 변연부에 위치 시킨다. 만약 반월연골

판 변연부의 파열이면 back stop을 관절막의 외측부에 위치

시킨다. Knot pusher를 이용하여 top-hat을 어 넣어 반월

연골판 파열을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FasT-Fix를 이용한

all-inside 봉합술은 먼저 delivery needle로 반월연골판의 변

연부를 찌른 후 depth penetration limiter의 끝까지 전진한다.

delivery needle을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 방향으로 회전을

하여 첫번째 suture bar toggle anchor를 분리시키면서

delivery needle을 후퇴한다. 방아쇠를 전진하여 두번째

suture bar toggle anchor를 전진시킨 후 delivery needle을

반월연골판 파열 부위의 내측부를 찌른 후 전진하여 두번째

suture bar toggle anchor를 위치한다. delivery needle를 제

거하여 toggle anchor들을 연결한 봉합사를 남긴다. 이 봉합사

를 천천히 견인하여 반월연골판 파열 부위를 정복하여 고정한

다(Fig. 19). 이 방법은 관절막까지 연장된 방사형 파열을 봉

합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3. 수술적 결과

반월연골판 파열의 all-inside 봉합술의 결과에 한 논문들

은 주로 고정 기구를 이용하여 반월연골판을 봉합한 후 임상적

결과를 보고한 것들이 부분이고,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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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wo secure knots are made using endoscopic knot

tying. Fig. 16. A root tear of the medial meniscus.

Fig. 17. A suture anchor is inserted into the insertion area of

the posterior horn of the medial meniscus.

Fig. 18. A secure knots are made using all-inside meniscal

repair for the medial meniscus root tear.



결과를 보고한 논문들은 드물다. 봉합사를 이용한 임상적 결과

를 보면, 반월연골판 후각부의 종파열에 한 논문으로, Ahn

등1)은 39명의 환자에서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을 봉합사를 이

용하여 all-inside 봉합 후 평균 19개월 후 이차 관절경술로 결

과를 판정하 는데, 82.1%가 완전한 치유, 15.4%가 불완전한

치유로 높은 성공률을 보 다고 하 다. Choi 등4)은 14명의 내

측 반월연골판 후각부 파열 환자에서 봉합사와 suture hook을

이용한 all-inside 반월연골판 봉합과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십

자인 재건술을 시행하고 6개월 후 자기 공명 상을 촬 하

여 10명에서는 완전 치유, 4명에서는 불완전 치유의 좋은 결과

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외측 반월연골판의 중간부에 발생한

방사형 파열에 한 논문으로는 Yoo 등23)은 3명의 완전한 방

사형 파열 환자에서 봉합사와 suture hook을 이용한 all-

inside 봉합을 시행하여 봉합이 치유되었다고 보고하 다.

Choi 등3)은 14명의 방사형 파열 환자에서 봉합사를 이용한

all-inside 봉합을 시행하 고, 수술 6개월 후 시행한 자기 공

명 상에서 완전 치유 5명, 불완전 치유 8명, 치유 실패 1명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술 후 Lysholm 평균 점수는 94.7이었

고, Tegner 평균 활동도는 5.7이 으며 4명에서 시행한 이차

관절경술에서 봉합한 반월연골판의 불완전 치유를 보 다고

보고하 다.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에 한 논문으

로는, Kim 등12)은 23명의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

환자에서 suture anchor를 이용한 all-inside 봉합을 시행하

여 12명에서 파열이 완전 치유되었다고 보고하 다. 반월연골

판의 돌출은 술 전 4.1 mm 에서 술 후 2.2 mm로 호전되었지

만, 불완전 치유된 환자 중 2명에서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진

행되었다고 보고하 다. Jung 등10)은 13명의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기시부 파열 환자에서 suture anchor를 이용한 all-

inside 봉합을 시행하여 Lysholm 평균 점수는 술 전 69.1에서

술 후 90.3, Tegner 평균 활동도는 술 전 1.9에서 술 후 3.9로

호전되었고 보고하 다. 10명에서 시행된 술 후 자기 공명

상에서, 5명에서는 완전 치유, 4명에서는 불완전 치유를 보

으나, 1명에서는 파열이 치유되지 않았다. 반월연골판의 돌출

은 술 전 3.9 mm 에서 술 후 3.5 mm로 호전되었지만, 통계적

으로 의미있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반월연골판 고정 기구에 의한 임상결과를 보면, 고정 기구의

2세 라 할 수 있는 Meniscus Arrow (Bionx, Malvern, PA,

USA)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단기 추시결과는 우

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Kurzweil 등13)은 Meniscus Arrow

를 이용하여 60명을 수술하여 단기 추시에서 좋은 결과를 보

고하 으나, 수술 후 평균 54개월에 자기 공명 상이나 이차

관절경에서 28%의 치유 실패를 보고하 다. Lee와 Diduch14)

도 32명의 환자에서 Meniscus Arrow를 이용한 임상적 결과

에서 평균 2.3년에는 90.6%의 성공율을 보 으나, 평균 6.6년

에는 71.4%로 성공율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Meniscus

Arrow는 머리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고정

기구들에 비해 경도가 높아 관절연골 손상이 발생한다. 또한

수술 후 피하 조직내 유리체 등 여러 합병증이 많이 보고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RapidLoc과 FasT-Fix는 봉

합 부위의 장력을 조절이 가능하며, 봉합사를 견인하여 자동으

로 결찰되는 반월연골판 고정 기구이다. 국내에서 Ha 등20)은

32명의 환자에서 RapidLoc을 이용하여 반월연골판 파열을 봉

합하여 IKDC 활동도는 술 전 1.75점에서 술 후 3.38점으로,

Lysholm 점수는 술 전 48.7점에서 술 후 91.8점으로 호전되

었다고 보고하 다. 임상적인 기준에 의해 치유 성공이 30예로

임상적 치유율은 93.7% 다고 보고하 다. RapidLoc 기기와

관련하여 보고된 임상결과는 87.5~90.7%로 좋은 결과를 보

고하기도 하고, 65%의 낮은 성공률을 보고하기도 하 다2,7,17).

하지만 논문마다 다른 기준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률을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

FasT-Fix를 이용하여 반월연골판 파열을 봉합한 후 임상결

과를 발표한 국내 논문은 전무하나, 해외에서는 여러 저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Kalliakmanis 등11)은 92명의

환자에서 반월연골판 파열을 FasT-Fix를 이용하여 all-inside

방법으로 봉합하 고, 임상적인 판정에 의한 최종 추시 관찰에서

무증상 85명과 치유 실패 7명을 보고하 다. Tachibana 등21)은

46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62례의 반월연골판 파열을 FasT-

Fix로 봉합하 으나, 추시 관찰에서 증상이 있는 임상적 실패

8례가 있었다. 이차 관절경술에서 46례(74%)는 치유되었고,

9례(15%)는 부분 치유되었으며, 7례(11%)는 치유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 Tucciarone 등22)은 반월연골판 봉합과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행한 20명의 환자에서

반월연골판의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 공명 상을 촬 하

다. 저자들은 술 전과 유사하게 고 신호강도가 반월연골판내

존재하는 경우, 봉합 실패로 정의하 는데, 18명(90%)에서

봉합한 반월연골판이 치유되었다고 판정하 다. Hoffelner 등9)

은 반월연골판 봉합 부위에 관절액과 동일한 고 신호강도가 존

재한 경우는 봉합 실패, 그리고 이전 봉합 부위에 낮거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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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 posterior horn tear of the lateral meniscus is repaired

using two FasT-Fix in vertical and horizont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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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신호강도가 있는 경우 봉합이 치유되었다고 정의하

다. 저자들은 27명 중 6명에서 반월연골판 봉합이 실패하 고,

이 중 2명은 처음 수술 당시 반월연골판 봉합을 단독으로 시행

하 으며 자기 공명 상 소견과 Lysholm 점수가 환자의

78%에서 일치하 다고 보고하 다.

결 론

반월연골판 파열의 치료의 한 방법인 all-inside 봉합방법은

봉합사나 반월연골판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시행될 수 있다. 두

방법이 갖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 술자의 선호

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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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side Meniscal Repair

Nam-Hong Choi, M.D., Byeong-Yeon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lji Medical Center, Seoul, Korea

Although total meniscectomy had been performed as a treatment of meniscal tear, many published

articles reported progression of the degeneration process in the articular cartilage and development of

the osteoarthritis after meniscectomy. With the increased knowledge of the bi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eniscus, meniscal repair has been performed increasingly to maintain the important functions

of the meniscus. Outside-in, inside-out, all-inside technique have been used as meniscal repair meth-

ods. In this review, indications, operative technique, and outcomes of the all-inside meniscal repair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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