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리성 골연골염, 주관절
Osteochondritis Dissecans of Elbow Joint

건국의대 정형외과 견·주관절 크리닉

박 진 영

박리성 골연골염은 1 0세에서 1 5세 사이의 공을 던지는 운동선수나 체조선수에서 발생될 수 있는외측주관절

통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1 , 2 ). 통증은 약하게 시작하나 점차적으로 악화하는 양상을 흔히 보이며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좋아진다8 ).

많은 환자들은 부종이 발생하거나 굴곡 구축이 생길 정도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연

발음이나. 잠김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골연골 편이 불안정하여 너풀거리거나 관절내 유리체가 있

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환자는 일반적으로 찍는 전후방 방사선 사진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주관

절을 4 5도 굴곡하고 원위 상완골 전후방 사진을 찍으면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는 부분에 불규칙 관절면이나 납

작해지거나 파편화된 관절면을 관찰할 수 있다. 조기의 박리성 골연골염 환자의 경우 M R I의 T1 강조 영상에서

음영이 감소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만 T2 강조영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9).

괴사화된 조각이 유리체로 될 것인지 여부는 대체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의 특성과 위쪽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위에 있는 관절 연골이 정상이면 분절된 조

각은 흡수되어 새로운 골로 치환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포함된 조각이 전단 스트레스에 계

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관절 연골이 가지고 잇는 기계적 보강 능력이 없어 지면서 분절화되어 유리체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P a n n e r’s disease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증상이나 방사선 소견이 유사해서 박리성 골연골염과 구분하

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P a n n e r’s disease는 상완골 소두에 발생하는 self-limited disease로 4세에서

8세 사이에 발생하므로 감별진단하기 어렵지는 않다. 또한 P a n n e r’s diasese는 장기 추시상 잔존변형이나 합

병증을 남기지 않는경우는 드믈다4 ).

초기 치료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금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치료는 증상과 방사선 소

견, 절편의 상태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수술적 치료는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는조각이 소두에 완전히 붙어 있는

지, 일부 붙어 있는지, 완전히떨어져 있는지에 따라결정하는경우가 많다8 ). 일부 저자들은 위를덮고 있는관절

연골이 정상인 소두병변의경우 3 ~ 6주간이나 통증이소실될 때까지 보전적치료를 취한다. 또한 주관절 부위의

보호와 격렬한운동 방지를위하여 보조기 착용을같이 시행하는 것을권장한다. 일단증상이 소실되면점진적으

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치료는 스포츠로의 완전한 복귀를 목표로 한다. 골연골염을 덮고 잇는 연골이 정

상적일경우치료결과는가장좋다. 하지만가족들에게s e q u e l a e를 남길수 있다고이야기하여야한다.

연골의 파편 조각이 크거나 유리체가 있는 경우,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는 좋은 결과를 보이기

힘들며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유리체를 제거하고 유리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골연골편을 재

부착 시키는 방법이 있다. 연골하 관통(subchondral penetraton)이나유리된 부분을 제거한 후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치료 결과는 아직 분명치 않다. 주관절의 관절유리체는 관절경적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5 .

일부 저자는 큰 골연골 조각을 가능하면 재부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관절낭 절개술을 시

행한다. 고정은 h e a d가 없는스크류나 Kirschner 강선, Herbert 스크류, 흡수성스크류, pull-out wiring 등

을 이용할 수 있다7 ).

평균 2 3세 나이의 박리성 골연골염 3 1명에서 조각과 유리체를 제거하였을 때 거의 반수에서 관절 운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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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와 운동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반 이상에서는 방사선 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관찰 되었으며 이는 임상적

증상 및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조각의 재부착이나 관통술 등은 추천하

지는 않았다. 다른 저자들은 조각과 유리체 제거 후 드릴링이나 큐렛팅을 기저부에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때 유리체는 나쁜 치료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6 ). 전이가 되지 않은 병변의 경우 그 위치에서

Herbert 스크류로고정하고 1년을 추시한 논문에서는 좋은치료 결과를 보였으며 술후 정상적인 관절과 스포츠

로 완전복귀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 보고에는 closed wedge 절골술을소두에 시행하고 7년 추시한 연구가 보

고 되었으며 이 경우 r e v a s c u l a r i z a t o n은 6개월이내에 이루어 졌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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