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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t rod u c t i o n

단순 주관절 탈구의 경우 장기적인 추시결과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보고자에 따라 때

로는 상당수에서 장애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장애가 내측 측부 인대기능부전

이 심할수록 더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내측 측부 인대의 기능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듯하다. 주관절의 탈

구에서 전신마취하의 스트레스 검사상 내측측부인대의 기능 부전소견시 관혈적 일차봉합술을 시행한 1 0례에서

그 치료결과를 분석하고자한다.

Materials and method s

지난 2년간 1 0례에서 단순 주관절 탈구(2 mm정도의적은 coronoid 골절포함)후 정복을 시행하고 전신마취

하에 관절운동시의 안정도와 내외측 스트레스검사를 시행하고 급성 인대기능부전의 소견이 있을 경우 관혈적

일차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추시 검사상 1) 일상생활, 직업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시의 동통정도, 2)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내측기능부전 정도, 3) 관절운동범위, 4) 신경학적 이상유무 5) 비정상적인 골형성증 및 퇴행성

유무6) 주관적인관절의 회복정도 에 대해 조사하였다.

Re s u l t s

평균 추시기간이 2 1 . 2개월이고 평균 연령은 3 0 . 7세이고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 좌측이 8례, 우측이 2례였

다. 수상 기전은 낙하 사고가 4례, 스포츠 관련 손상이 5례, 자동차 관련 사고가 1례였다. 2례에서 일상 생활시

힘의 약화를 호소하였으나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시 동통은 없었다. 이학적검사상 관절불안정 소견은 없었으

며 스트레스 방사선학적검사상 내측측부인대 봉합을 시행한 경우건측에 비해1 mm이하였다.

관절운동범위는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을 동반한 1례를 제하곤 굴곡및 신전, 내외회전의장애는 없었

다. 1례에서 척골신경부위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골간근의 위축소견은없었다. 비정상적인골화증은 3 례

에서 보였고 퇴행성소견은관찰되지 않았다.

C o n c l u s i o n

단순주관절 탈구에서 시행한 내측측부인대의 일차 봉합술은 전반적이 치료결과가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추시검사상 내측측부인대의 기능 회복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보다도 뛰어나고 외반력을 요

하는 활동시의 주관적인 평가가 뛰어난 것을볼 때 장기적인 예후의 관점에서나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 유익하리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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