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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주관절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힘과 운동 범위를 가진 동통

없는 관절이 요구된다. Morrey 등은 일상 생활에서 주관절이 기능적 범위를 연구에서 약 9 0 %의 활동이

3 0 ~ 1 3 0도의 굴곡신전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고, 약5 0도의외회전 및 내회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편 신전 말기의 운동 감소가 굴곡 말기의 운동 감소보다 덜 장해가 된다. 대부분의 환자가 약 3 0도 정도의

굴곡 소실과 4 5도 정도의 신전 소실은 감당을 하지만, 총 운동 범위가 1 0 0도 이하로 감소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

는 기능장해를 호소하게 된다.

주관절의 안정성은 관절의 기하학적 모양과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에 의존하는데, 관절 구축의 수술적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관절의 안정화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내측 측부 인대는 전방, 후방, 횡

속으로 구별되는데 전방속이 외반, 내회전의 가장 중요한 안정화 구조물이다. 한편, 외측인대복합체는 외측 측

부 인대 와 요골 윤상 인대(annular ligament), 외측척측 측부 인대 (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로

구성이 되고, 최근 O’Driscoll 등은이 인대구조물이 내반, 외회전의중요한 구조물이라고강조하였다.

외상후 주관절 구축의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골절후 관절 구축은

연부조직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관절면의 손상 유무와도 관련이 있다. Mohan의 보고에 의하면 외상후 관절 구

축 2 0 0례에서 약2 0 %가 과상부골절(supracondyle fracture), T 형 골절(T-condyle fracture), 과골절

(condyle fracture)와관련이 있고, 20%가 주관절 탈구, 38%가 골절 탈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요골두 골

절은약 1 0 %를 차지한다고한다.

Cooney 는 외상후 주관절 관절 구축이 최초 외상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관절의 침범 정

도가 가장중요하고, 골막의 벗겨짐이나 고정의 기간 등이역시 위험인자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관절구축의

원인으로는 혈우병, 관절 감염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있다. 이런한 원인들은 수술적 적응증이 거의 되

지 않기에 이 종설에서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선천성이 있는데 흔한 것은관절구축증(arthrogryposis), 선천

성 요골두 탈구(congenital radial head dislocation) 등이있고,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신경근육니 심하게

이환되어 이차적으로발생한 질환이기에다른치료가 요한다.

분 류

주관절 구축의 적절한 치료 계획과 수술후 재활을 위해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굴곡 상태에서 구축 또는 신

전 상태에서 구축 등 단순한 기술적 분류(descriptive classification)는치료 계획을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편리한 분류 방법은 관절 운동 범위를 소실케 한 병리에 기반을 둔 분류로서, 관절내 원인

(intra-articular cause) 와관절외 원인(extra-articular casue)으로분류할 수 있다. 내적(intrinsic), 관절

내 원인으로는 관절내 유착 또는 관절내 골절로 인한 이차적 변형 등이 관절운동을 제한하게 된다. 흔한 외적

(extrinsic), 관절외구축의 흔한원인으로는 심한외상또는 단순탈구같은 외상으로인한 관절막의 유착, 측부

인대 또는근육의 구축이다. 다른 외적구축의 원인으로는 관절의 골성 가교 연결(bony bridge) 이다.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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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상이 있는환자나 화상 환자에 있어 이소성 골형성이 흔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대부분의 환자

들은 내적 외적 원인이 있어 혼합 형태가 많다. 많은 수의 외적 병변에 의한 주관절 구축에서 관절내 유착이 동

반되어 있고, 많은 수의 내적 구축 환자들이 연부 조직의 반흔화가 합병된다. 따라서 주요 병변( m a j o r

p a t h o l o g y )에 따라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술전 조사

환자의 병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임상적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절의 수동적 굴곡 신전을 해보면, 관

절 운동의 제한이 연부 조직 구축에 의한 소성 변형(plastic deformity) 인지, 관절내전후방의 골성 구조물에

의한 기계적 충돌인지 구별을 할 수도있다. 또한전완부 회전을 하면서 주관절을 검사하여야한다. 술전 반드시

척골 신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척골 신경 자극 증상이나 신경증이 있는 경우, 후방 또는 내측 도달

법으로 신경을 박리하고, 관절 구축증과 함께 처치하여야 한다. 술전 조사에 있어 Morrey 등은 동통의 성격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상성 관절 구축은 동통이 크게 없으나, 굴골 신전시 동통이 있는 경우, 관

절내 구축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휴식시 동통이 있는 경우, 이전 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

절내 감염에 대해고려하여 조사하여야한다.

다음 단계는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인데,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측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관절의 굴곡

구축이 심한경우에는 전후면 사진이 왜곡이 되어 제한된 정보를 얻을수밖에 없다. 한편 측면사진을 통해관절

내 구축의 원인이 될 수 있는척상완 관절면, 관절의 전후방 골극등을확인할 수 있다.

술전 계획을 위해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3차원 재건 영상으로 관절면의 상태와 이소성 골형성

(heterotopic ossification)의위치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진단적 또는 술전 계획을 위한 MRI 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않다. 진단적 관절경은 매우 제한된 경우 적용가능한데, 관적내 용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관절용적의 팽창( d i s t e n s i o n )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관절경시 신경 혈관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

다. 하지만제한된 관절구축에 있어 관절경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치 료

관절 구축의 치료 목표는 불안정성이 없고, 동통없는, 기능적인주관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관절 구축의 보

존적 치료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는데,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물리 치료, 두수 조작(manipulation), 정

적 동적 부목(static, dynamic splinting) 등이다. 여러종류의 수술적 방법이 보고되는데, 술전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구축의 분류가 필요하다. 환자는 술후 예상하는 치료결과와 요구되는 술후재활 기간등에 대해 미리충

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1. 부목( s p l i n t )

중등도의 굴곡 또는 신전 제한시, 관절 구축이 연부 조직으로 인한 경우, 성인에서 1년 이하의 이환기간, 이환

기간과 상관없이 소아의 관절 구축에서 동적 부목을 시도할 수 있다(dynasplint, Denmark). 이 동적 부목은

주관절이 비교적 동통이 없고, 밤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여 환자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한다. 비스테로이드성항염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2. 관절경적 유리술(arthroscopic release)

최근 관절경의 빠른 보급으로 주관절 강직에 있어서도 관절경의 도입이 큰 변화가 되고 있다. 주관절 강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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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관절강은 약 6 ml까지 그 용적이 줄어들어 있다. 따라서 관절경은 1 5도 이하의 신전 제한이 있는 초

기 환자에서 적응이 되고, 관절내 유리체나 최소한의 골극이 있는 경우에 적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 중 일부는 관절의 굴곡 신전시 구상 돌기와 주두 첨부의 골극 형성으로 인해 내적

제한인자를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골극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관절 강직의 원인으로 평가 되는 경우도 있

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관절경적 제거술로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도 있다. 치료에서 Redden 과 Stanley 는 경

상완골 도달법으로 전방구획을 적절히 절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환자들이 외적 병변을

가진 경우 관절경적 치료는 일반적인 관혈적 방법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관절경적 치료의 성적

은 표 1과 같다.

3. 관혈적 유리술(Open release)

관혈적 유리술은 4가지기본도달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1. 전방 도달법(anterior approach): Urbaniack 등이특히 신전 제한이 심한 환자에서 이용하여 대중화

한 수술법으로, 전방 관절낭을 노출시키고, 전방의 이소성 화골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최근 술후 CPM 의 사

용으로 굴곡범위를 호전시킬 수 있으나, 신전범위의 증가는 제한적이라 발표하였다.

3-2. 내측 도달법(medial approach): 특히척골 신경이 동반된 경우 적응이 된다. 원형 회내근이 전방 관절

낭과 연결되어 있어, 원형 회내근을 굴곡근으로부터 분리가 요구된다. 전방 관절낭의 절제가 쉬운 반면, 요상완

관절의 병변이나, 외측측부인대 병변이 있는경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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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ent Documentation of Outcomes from the Arthroscopic Treatment of the Stiff Elbow

Mean Arc

Author Year No
Pre-External Post-External

Improve-ment SatisfFixation (Arc) Fixation (Arc)

Phillips & Strasburger 1998 15
Savoie et al 1999 24 40~900 8~139 80
Potzl et al 2000 36 (49%)
Kim and Shin 2000 63 73 123 50 92
Ball et al4 2002 14 35~117 9~133 42 All



3-3. 제한된외측 도달법(limited lateral approach: column procedure)

전후방 관절막의 내적,외적 구축에 있어 상완요근과 장요수근을 거상하여 전방 관절막을 노출시킨다. 이때 신

전건은 외과에서 침범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전방 관절막의 외측 2 / 3는 절제하고, 내측 1 / 3은 절개하게 되는

데, 구상돌기의 골극와 원위상완골의 전방의 골극은 쉽게절제할 수 있고, 후방으로도달하여 후방 관절막과 외

측 측부인대의 구축도 함께 절제할 수 있다(Fig. 1). Morrey 등은 2 2례의 환자에서 약 7 4도의 운동 범위의 회

복을 얻었고, 술전신전이 3 8에서8도로 굴곡이 13 에서 1 3 7로 호전되었다고보고하였다.

3-4. 광범위 후방도달법(posterior extensile approach)

이 방법은 심한 내적 외적 구축이 동반된 경우 적응이 되는데, 환자를 측와위(lateral decubitus)로위치시킨

다음, 삼두근을 종으로 절개하면서 도달하는 후방 도달법을 이용한다. 척골 신경을 박리한 다음, 전방이동 하지

는 않고 잘 보존하고, 내외측 측부인대를 상완골 부착부에서 유리한다. 이소성 골형성이나 외골종( e x o s t o s i s )등

을 제거한다. 이후 관절 운동 범위를 검사한 다음, 굴곡과 외회전 하면서 관절막 절제를 시행하게 된다. 전방 관

절막은 상완골 전면에서 절제하고, 측부인대는 주관절 9 0에서 재부착 시키고, 삼두근의 V-Y 성형술을 시행하

게 된다. Sojbjerg 등의발표에 의하면 심한 내적 외적구축이 동반된 환자 3 0례에서 후방도달법으로 술후 2년

추시상 신전 약 2 7도, 굴곡 약 3 3도의호전을 보고하였다. 합병증으로는심부 감염이 5례, 2례는 증상의 호전이

없어, 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외적 구축 1 6례 중 1 4례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내적구축은 1 4례중8례가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견인 관절 성형술(Distraction Arthroplasty)

심한 내적 관절 구축 또는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견인 관절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Morrey 등은

관절내 병변을 가진 젊은 환자 2 6례에서 유리술 후 경첩형 견인기로 치료하였다. 원리는 견인기의 중심이 주관

절 회전 중심에서 약 4 mm 벗어나 있으면, 주관절은 완전한 운동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된 치료

성적은 추시상 약 1 0 0도의 운동범위 회복이 되었고, 합병증이6례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견인 관절 성형술의

주 적응증은 젊은환자의 내적구축, 측부인대 절제후 재부착한불안정한 주관절에서 적응이 된다.

4. Total elbow replacement

6 0세 이상된 환자에서 관절내 문제로 인해 동통이 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관절 운동이 제한 된 경우,

전치환술이로 치료할 수 있다. Figgie 등은경첩형 치환물로 우수한 단기 추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관절염환

자에서보다는 운동 범위의 획득은 좋지 못했다. Morrey 등은1 3례의 환자에서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1 0례에

92

1 3t hAnnual Congress of K.S.E.S., March, 25, 2005’



서 만족스런결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합병증이 7례에서발생하였으며, 이중2례는 심부감염이었다.

결 론

지난 2 0여년간 주관절 강직의 치료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술전 환자의 병변의 위치와 병태, 기능적

운동 범위등에 대한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절 관절면이 얼마나 잘 유지되

어 있냐는 것이고, 그 병변과 병태에 따라 관절경적, 또는 관혈적 치료의 결정을 하게 된다. 최근 문헌에는 이러

한 관절 강직의 치료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치료 결과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최적의 수술 결과를 위해

어떤 술식이 가장 우수한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수술 결과와 합병증은 술전 병리뿐 아니라 술자의 기술

에 따라서도많은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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