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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관절경하 치료 후 임상적 결과 분석 및 

예후 인자 탐색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만성 족근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 

질환 의 하나이며 환자의 나이, 활동성 정도, 병변의 위치, 크기와 

깊이, 진행 정도, 그리고 관절연골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으로 관절경을 통한 변연절제술, 

관절 성형술 혹은 미세 골절을 시행하였거나, 골연골 자가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의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예후 인자를 

탐색하여 골연골 병변에 대한 치료의 방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 받은 

157예를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기록과 방사선의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성별과 외상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06). 병변은 내측의 경우는 중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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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외측의 경우는 전방에 더 많이 위치하였으며(p<0.001), 

증상의 보유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거나 나이가 30세를 넘는 

경우 병변이 더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각각, p=0.026, p=0.004). 

동반 병변 중 연골하 낭종을 가진 경우 병변의 깊이가 더 크게 

났으나(p<0.001), 유의한 임상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핵심되는 말: 거골, 골연골 병변, 관절경술, 예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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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골 골연골 병변의 관절경하 치료후 임상적 결과 분석 및 예후 

인자 탐색 

 

<지도교수 이진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관 규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만성 족근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 질환 

의 하나이며 환자의 나이, 활동성 정도, 병변의 위치, 크기와 깊이, 

진행정도, 그리고 관절연골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병변의 치료에 있어서 관절경적인 치료 방법이 도입된 후 변연 

절제술, 관절 성형술 혹은 미세 골절 등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으며1-12, 최근에는 병변의 결손 부위를 채우기 위한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나13-15, 골연골 자가 이식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6-19. 하지만 이런 여러 방법들에 있어서, 관절경 수술은 장기간의 

추시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20, 초자 연골로의 재생이 

아니라는 점6, 13, 14, 21, 또한, 골연골 자가 이식술에서는 공여 부위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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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2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족근 관절의 불안정성, 충돌 증후군, 

연골하 낭종, 경골하단부 손상 등의 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수술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31. 본 

연구에서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으로 관절경하 치료와 골연골 자가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의 역학적, 방사선적 그리고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예후 인자를 탐색하여 거골의 골연골 병변에 대한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ⅡⅡⅡ....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의 추시가 

가능하였던 거골의 골연골 병변, 족근 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거골의 

연골하 낭종, 그리고 족근 관절의 충돌 증후군 등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은 439예를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기록과 방사선의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439예의 관절경 수술 환자 중 282예의 환자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을 보이지 않아 제외되었고, 총 141명 157예의 거골의 

골연골 병변으로 관절경적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자가 골연골 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5예(3.2%)이었다. 이 141명 157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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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 남자는 93명(65.9%), 105예(66.9%), 여자는 48명(34.1%), 

52예(33.1%)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3세(13-56세)였다. 수술 

전까지의 증상 보유 기간은 평균 22개월(1-240개월)이었으며 수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평균 17개월(12-64개월)이었다. 골연골 자가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자 4예, 여자 1예였고, 평균 나이는 30세(21-54세)였다. 

골연골 자가 이식술 환자 중 관절경적 치료 후 골연골 자가 이식술로 

이행된 경우는 3예(2.0%)였고, 병변의 크기가 관절면의 1/3 이상으로, 

1차 수술로 시행한 경우가 2예(1.3%)였다. 증상으로부터 골연골 자가 

이식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26개월(9-48개월), 추시 기간은 평균 

15개월(12-24개월)이었다.  

 

 

ⅡⅡⅡⅡ....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입원 및 외래 기록을 통해서 환자의 성별, 나이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상과 이학적 검사에 대한 고찰을 하고, 외상의 여부와 

통증으로부터 수술을 받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수술 기록과 관절경 

사진을 통한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상태와 치료 방법,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Pritsch31 에 의한 방법으로 1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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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연골이 보존된 골연골 병변(osteochondral lesion with intact 

cartilage), 2군은 관절 연골이 연화된 골연골 병변(osteochondral lesion 

with soft overlying cartilage) 그리고 3군은 관절 연골이 손상된 골연골 

병변(osteochondral lesion with frayed cartilage)의 3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수술 중에 이루어진 술자의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57예 중 136예에서 수술 기록을 평가할 수 있었다. 동반 

병변에 대하여서는 족근 관절의 불안정성과 거골의 연골하 낭종, 족근 

관절의 충돌 증후군 그리고 경골 하단부의 병변 유무를 조사하고, 동반 

병변에 대한 치료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연골하 낭종을 보인 환자에서 자기 공명 영상상의 부종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역학적, 방사선적 혹은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사선적 고찰은 모든 환자에 있어서 단순 기립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이를 판독하여 Berndt와 Harty32의 분류 방법에 따라 1군은 

연골하 압박 골절, 2군은 골연골편 부분 박리, 3군은 완전, 비전위 골절 

그리고 4군은 전위 골절의 네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157예 중 

120예의 환자에서 자기 공명 영상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자기 공명 

영상상의 분석은 관상면과 시상면 상에서 이루어졌는데, 병변의 위치는 

관상면 상 내측, 외측 혹은 양측 그리고 시상면 상 전방, 후방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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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로 분류하였고, 각 면에서 가장 긴 병변의 길이와 병변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병변은 Anderson33의 분류 방법으로 나누었는데, 

1군은 골수부 부종(bony marrow edema), 2a군은 연골하 

낭종(subchondral cyst), 2b군은 불완전 분리(incomplete separation of 

the osteochondral fragment), 3군은 비전위 골절(fluid around an 

undetached, undisplaced osteochondral fragment), 4군은 전위 

골절(displaced osteochondral fragment)로 분류하였다. 또한 술 후 추시 

방사선을 고찰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임상적 고찰은 수술 전과 수술 후에서 American Orthopedics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scale34을 통증(40점), 기능(50점) 

그리고 정렬(10점)의 세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모든 수술은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하에서 시행되었고, 앙와위에서 

수술대를 꺾어 슬관절 부위를 90도로 굴곡시켜 하퇴부를 고정하여 족근 

관절에 15lb의 추로 견인을 하였다. 관절면을 촉지하여 전경골근과 제삼 

비골건에 표시하고, 18 gauge needle을 전 경골근의 내측에 삽입하여 

15-20ml의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였다. 5mm 길이의 피부절개를 전경골근 

내측에 수직으로 가하고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연부조직을 벌린 후 

관절낭을 개방하여 상방 전내측 입구를 만들었으며, 상방 전 외측 입구는 

관절경 시야 하에 제삼 비골건의 외측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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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전방 관절면 경계의 바로 아래, 관절선의 1cm 상방에 위치하였다. 

2.7mm 30도 관절경을 이용하여 관절내 병변을 관찰한 후, 골연골 병변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관절 성형술 혹은 미세 골절을 시행하였다.  

골연골 자가 이식술의 방법은 내과골을 절골하여 병변 부위를 노출시킨 

후 박리된 연골을 제거하고 건강한 연골까지 변연 절제 후 Arthrex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fer System (OATS)을 이용하여 연골하 

골을 포함하여 원통형으로 제거하였다. 대퇴과의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부위로부터 골연골을 채취하였으며 거골에 삽입한 후 절골한 내과를 

정복하여 3개나 4개의 Cannulated Screw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수술 

직후에 고정을 시작하여 Firm Walker를 이용하여 술 후 6주까지 비 체중 

부하, 술 후 3개월까지 부분 체중 부하를 하도록 하였다. 

각 환자의 역학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환자의 나이를 30세를 전후로 나누어 방사선,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증상의 시작에서 수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환자와 6개월을 

넘는 환자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가 공명 영상과 수술 

중의 골연골 병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타원 면적의 공식인 장축 

반지름과 단축 반지름의 길이에 π를 곱한 값을 병변의 면적으로 

사용하였다. 정보의 분석은 SPSS 통계 package(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임상 결과의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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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ample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골연골 자가 이식술 환자의 

경우는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또, 

동반 병변의 유무에 따른 두 군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으나, 

연골하 낭종을 가진 환자 중 부종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분석에는 역시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역학적인 고찰에서 

Chi-square test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고, 방사선 수치의 

연관성 고찰에는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VIVIVIV....    결결결결    과과과과        

 

거골의 골관절 병변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157예 중에서 기록 

고찰을 통하여 증상에서부터 수술까지의 보유 기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140예였으며, 이 중 71예(50.7%)는 증상의 보유기간이 12개월 

이하였고, 69예(49.3%)은 12개월을 넘는 보유 기간을 가졌다. 나이 군을 

조사하였을 때, 환자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경우가 73예(46.5%), 환자의 

나이가 30세를 넘는 경우가 84예(53.5%)였다. 또한, 외상력의 조사가 

가능하였던 134예에서, 107예(79.9%)는 외상력이 있었고, 27예(20.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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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과거력이 없었다. 남자는 약 90.0% (90예 중 81예)에서 외상력이 

있었으며, 반면 여자는 약 59.1%(44예 중 26예)에서 외상력을 보여 

외상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자기 공명 영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120예 중 85예(70.8%)는 내측, 

30예(25.0%)는 외측, 나머지 5예(4.2%)는 양측의 병변을 보였다. 수술 

소견을 볼 수 있었던 136예의 환자 중 83예(61.0%)는 내측, 

39예(28.7%)는 외측, 그리고 14예(10.3%)는 양측에 병변을 보였다. 

수술적으로 판단한 병변의 위치는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에 비해 내측에 

유의하게 더 큰 비율을 보였으며(77.8% 대 52.7%, p<0.006), 외상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외측에 더 큰 비율을 

보였다(36.5% 대 4.0%, p<0.006, 표. 1).  

한편, 자기 공명 영상의 관상면과 시상면 상의 위치 관계는, 내측의 경우 

시상면상 중앙부와 후방(각각, 41예(34.3%), 31예(25.8%)), 외측의 경우 

전방에 병변이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18예, 15.0%),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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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절경적 위치와 외상력, 성별간 특성 비교   

   Arthroscopic position p value* 

  Medial Lateral Both sides  

Trauma (n=121)    0.006 

 Negative(n=25) 20 (80.0%)  1 (4.0%)  4 (16.0%)  

 Positive (n=96) 53 (55.2%) 35 (36.5%) 8 (8.3%)  

Sex (n=136)    0.006 

 Male (n=91) 48 (52.7%) 34 (37.4%) 9 (9.9%)  

 Female (n=45) 35 (77.8%) 5 (11.1%) 5 (11.1%)   

* Chi-square test  

 

표 2. 자기 공명 영상상 관상면과 시상면의 위치 관계 (n=120)  

   Position in coronal plane p value* 

   Medial Lateral Both sides  

Position in sagital plane   <0.001 

 Anterior 13 (10.8%)  18 (15.0%) 2 (1.7%)  

 Mid 41 (34.2%) 6 (5.0%) 2 (1.7%)  

 Posterior 31 (25.8) 6 (5.0%) 1 (0.8%)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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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공명 영상상의 분류에서는 1군이 33예(27.7%), 2a군이 

35예(29.4%), 2b군은 23예(19.3%), 3군은 26예(21.8%) 그리고 4군은 

2예(1.8%)였다. 한편 관절경적 분류는 2군이 23예(17.6%) 그리고 3군은 

108예(82.4%)였다. 자기 공명 영상상의 분류는 나이군, 성별, 외상력 

등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관절경적 분류로 보았을 

때, 보유 기간이 12개월을 넘는 환자는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환자에 비하여 진행된 병변의 비율이 유의하게 컸으며(p<0.026), 또한, 

30세를 넘는 환자는 30세 이하인 환자에 비해 진행된 병변의 비율이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였다(p<0.004, 표. 3).  

 

표 3. 관절경적 분류와 보유 기간군, 연령군의 특성 비교   

    Arthroscopic grade p value* 

  Grade 2 Grade 3  

Symptom duration (n=125)   0.026 

 12 or below 12 months 14 (24.6%) 43 (75.4%)  

 Over 12 months 6 (8.8%) 62 (91.2%)  

Age group (n=123)      

 30 or under 30 18 (27.3%) 48 (72.2%) 0.004 

  Over 30 4 (7.0%) 53 (93.0%)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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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의 길이는 자기 공명 영상의 관상면상 평균 6.9 ± 2.63mm, 

시상면상 평균 8.6 ± 3.71mm였으며, 깊이는 평균 5.94 ± 3.17mm였고, 

병변의 면적은 평균 52.0 ± 46.25mm2였다. 한편, 관절경상의 길이는 

평균 9.4 ± 4.62mm x 평균 9.8 ± 4.80mm였으며, 면적은 평균 89.0 ± 

61.05mm2였다. 자기 공명 영상 상 면적과 관절경 상 면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p=0.001, 상관 계수=0.442).  

술 전 AOFAS score은 평균 62.2 ± 15.54점 이었으며, 술 후에는 평균 

82.3 ± 13.87점으로 평균 20.1 ± 13.46점의 유의한 호전이 

있었으며(p<0.001), 이 중 통증 점수(40점)는 23.2 ± 9.91점에서 32.1 ± 

6.16점으로 평균 8.9 ± 9.58점의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0.001).  

기록과 방사선을 고찰한 결과, 충돌 증후군은 102예 (65.0%), 만성 족근 

관절 불안정성은 35예(22.3%), 연골하 낭종은 43예(27.4%) 그리고 

경골하단부 병변은 21예(13.4%)에서 동반되었다. 각각의 병변의 유무에 

의한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충돌 증후군과 만성 

족근 관절 불안정성 그리고 경골 하단부의 병변에 유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골하 낭종의 유무에서, 연골하 낭종이 있는 

경우는 자기 공명 영상상의 깊이에서 연골하 낭종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였다(평균 8.16 ± 3.38mm 대 평균 4.81 ± 

2.03mm, p<0.001,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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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골하 낭종 유무에 따른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   

  Subchondral cyst  p value* 

 
Yes (n=43) 
mean±SD 

No (n=114) 
mean±SD 

 

Depth of lesion on MRI† 8.16 ±3.83 mm 4.81 ±2.03 mm <0.001 

Preoperative AOFAS  65.1 ±15.51  58.7 ±15.57  0.105 

Postoperative AOFAS  81.2 ±16.73  82.52 ±10.25  0.722 

Difference of AOFAS§ 18.3 ±12.79  23.8 ±12.81  0.104 

* Student T-test   
§ Preoperative AOFAS score - Postoperative AOFAS score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AOFAS (American Orthopedics Food and 
Ankle Society) 

 
 

연골하 낭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 임상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골하 낭종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추시 기립 방사선 

소견상에서 술 후에도 낭종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연골하 낭종이 있는 환자 중 부종이 있는 환자는 28예(65.1%), 그렇지 

않은 환자는 15예(34.9%)이었으며, 부종의 유무에 따른 역학적, 방사선적,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골연골 자가 이식술 환자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3예에서 외상력이 있

었고, 5예 모두 내측에 병변이 위치하였으며, 5예 모두에서 연골하 낭종을 

동반하였다. AOFAS score는 술 전 평균 53.6 ± 11.01점에서 술 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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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5.06점으로 술 전에 비하여 술 후 평균 31.6점 ±14.33점의 유의

한 호전을 보였으며(p=0.043), 통증 점수(40점) 역시 평균19.3 ± 4.89점

에서 평균 33.4 ± 2.25점으로 평균 14.1 ± 6.36점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

다(p=0.043). 술 후 방사선상 이식된 골연골의 유합 소견을 얻을 수 있었

다. 수술 후 한 명의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에 ‘무릎에 힘이 빠진다’는 증

상을 호소하였으나, 3개월 후 호전되었고, 한 명의 환자는 술 후 6주에 슬

관절에 관절 운동 시 걸리는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술 후 6개월까지 불

편함을 호소하였으나, 활동에 제한은 없었다.  

 

 

ⅣⅣⅣⅣ....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는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관절경하 치료와 골연골 자가 이식술 

후 역학적, 방사선적 그리고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그 예후 인자를 탐

색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외상력을 보였다. 외상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남성 환자는 내측 보다 외측에 병변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적으로 내측의 경우는 중앙부와 후방에, 외측의 경우는 전방

에 더 많은 병변을 보였다. 증상의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관절

경상 더 진행된 병변을 보였다. 증상 보유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으

나, 최근에는 증상에서 수술까지의 기간이 길 경우 더 안 좋은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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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다2, 9, 12, 17. Al-Shaikh 등17은 기간이 오래될 경우 

경화된 병변을 볼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Tsudasa 등12은 이런 경우 

단순한 천공술로는 혈액 순환을 복원할 수 없고, 경화된 골조직을 제거하

고 연골하 출혈을 통해서야 혈류를 복원하여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병변의 보유기간이 긴 경우에 골연골 자가 이식술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

고 하였다. 또 최근 Kumai 등2은 오래된 병변에서 자기 공명 영상상 T1 

강조 영상에서 낮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경우 경화된 병변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천공술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0세 이상에서 더 안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들이 있으며2, 17, 본 연구에서도 30세 이상인 경우 관절경상에서 진행된 

병변 소견을 볼 수 있었다.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위치는 내측의 경우 후방에, 외측의 경우 중앙부

에 위치한다는 Berndt와 Harty32의 보고 이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측의 경우는 전방에, 내측의 경우는 중앙부와 후방에 많은 

병변을 보였다.  

Berndt 와 Harty32는 방사선적으로 거골의 골연골 병변을 조사하여 연

골하골이 압박된 상태부터 골연골편이 완전히 박리되어 전위된 상태까지 

각각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러나 자기 공명 영상이 발전하면서, 골연골 병변을 자기 공명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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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33, 36. 본 연구에서는 Anderson33에 의한 

분류를 사용하였고, 이는 Berndt와 Harty의 방사선적 분류에 비해 연골

하 낭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분류하고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연골하 

낭종은 비교적 드문 질병이라고 보고되어 왔으며37, 골연골 병변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37-39. 하지만, Ogilvie-Harrison 등26은 점액성 젤라틴성 물질

을 포함하는 것이 골연골 병변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

골하 낭종의 기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왔는데, 외상에 의한 관절 연골

의 손상을 통한 관절액의 침투를 통한 형성의 가능성과 부분적 허혈에 의

한 괴사로 인한 낭종의 형성이라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40-43. 하지만, 연골

하 낭종은 많은 경우에 관절연골의 병변을 포함하며, 자기 공명 영상 분

류 상 하나의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33. 여기서 나아가 Loomer와 Fisher7

는 연골하 낭종이 있는 경우 Berndt와 Harty의 분류에 포함이 되기 어렵

다는 보고를 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일반 방서선상에 낭종을 포함한 분류

가 제시되어44, 이 분류에 따른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45. 연골하 낭종

의 임상 결과는 이견이 있어왔다. Ogilvie-Harris26나 Lee 등28은 관절경

하 단순 소파술만으로 연골하 낭종이 없는 골연골 병변과 유의한 차이 없

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Robinson 등11은 낭종이 있는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낭종의 유무에 따라 임상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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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is35가 1992년 거골의 골연골 병변을 보고한 이래, 진행된 병변

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왔으며36, 관절경의 도입 이래 관절경을 이용한 단순 소파술1부터 다발성 

천공술2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시도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왔다1-12. 그러나, 

장기간의 추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0, 관절경적 

치료로는 초자 연골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조기에 보강할 수 없고, 섬유 

연골로의 재생이라는 문제점도 제시되었다 6, 13, 14, 21, 46. 이에, 최근에는 자

가 연골세포 이식술13-15이나 골연골 자가 이식술 등의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16-19. 골연골 모자이크 성형술이라고 명명되는 골연골 자가 이식술은 

Hangody등16에 의한 보고 이래, 좋은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16-20. 

최근에는 추시 관절경 상 골연골 이식체와 주위 연골의 융합(integration)

소견과, 조직 생검 상 초자 연골의 소견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16-20. 하지만, 수술 시 연골의 덮개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연골하 골에 손

상을 주며1, 공여부인 슬관절 부위에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들

도 나오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골연골 자가 이식술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겠으나, 적은 증례로 관

절경적 치료와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고, 비교적 단기간의 추시로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장기적 추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병변

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골연골 자가 이식술을 제안하는 보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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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26, 36-38, 재활 기간이 길고, 골연골 공여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는 관절경적 시술 후 동통이 지속

될 때 골연골 자가 이식술을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단계적 접근 방법이

라 사료된다. 

최근 골연골 병변의 동반 병변인 만성 족근 관절 불안정성, 충돌 증후군, 

연골하 낭종, 경골 하단부 병변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3-31. 본 연구

에서는 이런 동반 병변 유무에 따른 임상적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임상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연골하 낭종을 포함한 경우

는 연골하 낭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병변의 깊이에 있어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충돌 증후군은 골연골 손상 시 자가 재생 기전으로 활막의 

줄기 세포가 병변 부위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많이 동반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골연골 병변의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이견이 있어 왔는데25, 29, 30,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동반 

병변의 비율을 보였고, 임상적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성별과 외상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변은 내측의 경우는 중앙부와 후방, 외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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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전방에 더 많이 위치하였으며, 증상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거나 나이가 30세를 넘는 경우 더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반 

병변의 경우 연골하 낭종을 가진 경우 병변의 방사선상 더 깊은 정도를 

보였으나,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5명에서 시행한 

골연골 자가 이식술은 방사선적, 임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이해와 치료 방침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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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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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is one of major causes of ankle 

joint pain and variable treatment methods are used according to 

age, activity, position of lesion, size and depth, status of 

articular cartil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linical results of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and to search prognostic factors 

after arthroscopic treatment. 

157 cases with arthroscopic treatment for osteochondral 

lesion from January 2001 to June 2006 were retrospectively 

studied radiologically and clinically. It showed in the current 

study that male patients and trauma history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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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on the position of osteochondral lesion (p=0.006 & 

p=0.006). The medial lesions were located significantly on mid 

and posterior area and the lateral lesions were located on 

anterior area of talus (p <0.001). The lesion tended to be 

advanced with cases with symptom possession period longer 

than 12 months and with cases over 30 old years (p=0.026 & 

0.004). Among associated lesions, osteochondral lesions with 

osteochondral cysts were significantly deeper than lesion 

without cyst (p<0.001). The results of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fer were satisfactory radiologically and clinically.  

----------------------------------------------- 

Key Words: Talus, Osteochondral lesion, Arthroscopy, 

Prognostic factor 


	차례
	국문요약
	Ⅰ. 서론
	II. 연구 대상
	III. 연구 방법
	IV. 결과
	V. 고찰
	IV. 결론
	V.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