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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적 충돌 증후군(Internal impingement)은 투수에게 흔한 병변으로 1 9 9 2년 w a l c h가 처음으로 보고하였

고, 90도 외전및 최대 외회전의 투구 자세에서 후상방 관절와연과 상완골두 사이에서 회전근개의 하부가 끼이

는 병변으로 정의하였다. Jobe는사체 연구를 통해 전방불안정성이 없는 비 운동선수에서도 정상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며, 반복적이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손상되어 증상이 유발될수 있다고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비 운

동선수에서 발생된 내적충돌증후군의 진찰소견및 수술소견을분석하고 수술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 0 0 2년 5월부터 2 0 0 4년 4월까지 관절경을 이용하여 수술하고, 진찰 및 관절경적 기준에 의해 확진된 3 6례

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이 4 2세(19~67) 였으며 남자가 2 4명, 여자가 1 2명 이었다. 평균 추시기간은 2 1

개월( 1 0개월~ 3 2개월) 이었다. 전반적 관절 이완증이 2 6례 있었다. 견관절(G-H joint)의 이완이 2 5례 있었다.

1 9례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고, 외상력이 1 3례, 스포츠 관련 손상이 4례 있었다. 수술전의 진찰 소견, 관절경

상의소견, 수술내용을 조사하였고, 수술후 결과판정은 UCLA 견관절평가 지수를 이용하였다.

결 과

진찰 소견상 후방상 관절 압통이 3 6례, 전방 불안 검사시 후상방 관절의 통증이 3 6례, 변형된 재배치 검사 양

성이 3 6례, Jobe의 전방 재배치 검사 양성이 3 6례있었다. MRI소견상 전방 관절순의 이상소견이 2 7례, 후상방

관절순의 이상소견이 2 2례, 대퇴골두의 이상소견이 1 8례, SLAP 병변이 1 8례, 회전근개의 관절내 부분파열이

1 7례 있었다. 전신마취하에시행한 진찰 소견상 내회전이 반대편에 비해 감소된 경우가 2 4례있었다. Sulcus 검

사의 양성이 2 3례있었다. 수술소견상 후상방 관절와순 병변이 3 6례있었다. 회전근개의 관절면 부분파열이 2 9

례, 대퇴골두의 병변이 2 4례, 제2형 SLAP 병변이 1 2례,  회전근 간격 병변이 3 3례, 전방 관절낭 이완이 2 4례,

전방 관절순 파열이 1 2례, 후하방 관절낭 구축이 1 7례이었다. 수술은 전례에서 ACLR (Anterior

capsulolabral reconstruction)을시행했으며, SLAP 병변봉합술을 1 2례, 파열된 후상방 관절순 봉합술을 1 4

례, 후하방 관절낭 유리술을 6례, 회전근개 부분파열중 5 0 %이상 파열된 5례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견봉

하 감압술은 2 4례에서 시행하였다. 최종추시에서 UCLA score는 수술전 평균 1 5 . 5점에서 수술후 평균 3 1 . 6점

으로증가하였고, 우수이상이89% (32례)의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결 론

그동안 투수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진 내적 충돌 증후군이 비운동선수에서도 많이 발생되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절의 이완증과 관련이 있었다. 단기 추시 기간이지만 비운동선수에서의 내적 충돌 증후군에 대한 관

절경적 수술의 결과는 우수하였다.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세심한 진찰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동반 손상에

대한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연제 Ⅱ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