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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edian nerve entrapment syndrome within

carpal tunnel is usually called carpal tunnel syndrome and

it is the most common form of peripheral nerve entrapment

syndrome. Many factors such as diabetes mellitus, hypo-

thyroidism, hormonal replacement theraphy, corticosteroid

use, rhematoid arthritis and wrist fractures may cause

carpal tunnel syndrom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case report of median nerve entrapment syn-

drome due to adhesion of laceration wound after suicidal

attempt.

Methods: A 28-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sensory change and thenar hypotrophy on her left hand.

On her history, she attempted suicide by slashing her wrist.

Initial electromyography (EMG) showed that the nerve

conduction velocities of median nerve was delayed. There-

fore, we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When exploration,

Fibrous scar tissue observed around the median nerve but

nerve had not been injured. Transcarpal ligament was

completely released and adjacent fibrous tissue was

removed to decompress the median nerve.

Results:The postoperative course was uneventful until

the first year. Opposition difficulty and thenar hypotrophy

were improved progressively after the surgery. Sensory

abnormality was slowly improved over one year.

Conclusion:We report a case of median nerve entrap-

ment syndrome that was caused by adhesion of laceration

wound after suicidal attempt. This is an unusual cause of

median nerve entrapment syndrome, the symptoms were

relieved after transcarpal ligament release and fibrous scar

tissu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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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포착증후군 은 전신(nerve entrapment syndrome)

적요인 허혈및기계적요인 생리화학적요인등에의해, ,

신경의변성이초래되어해당신경이관여하는운동및감각

의 이상이나타나는일련의증후군이다 그중 정중신경이.

손목굴내에서압력손상을받아발생하는 수근관증후군이

가장흔하다.1 수근관증후군은 정중신경이횡수근인 와

수근골로구성된해부학적으로좁은수근관을지나면서수

근관내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2

국소적원인으로는손목부위과사용으로인한건초의종창,

요골원위부골절 수근골의전위 종양등이있으며 전신적, , ,

인원인으로는당뇨병 갑상선질환 임신 말단비 증등이, , ,

보고되고 있다.3 손목부위의건활액막의 섬유화와염증성

비후반응이가장흔히알려진수근관증후군의발생원인이

며보통의경우는반복사용에의해발생하는경우가많으나

드물게는류마치스성관절염이나 결핵에의한건활액막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4

수술후유착및섬유화가신경포착을유발한예는척추

의추간판절제술 후유착에의해척추(spinal discectomy)

신경병증이재발하는경우와산부인과수술에서수평하복부

절개 후 장골서혜신경(Pfannenstiel incision) (ilioinguinal

또는 장골하복신경nerve) 이 포착(iliohypogastric nerve)

되어 신경 지배 역의 신경통을 유발한 예 등이 보고되고

있다.
5
저자들은자살시도에의한열상후발생한수근부의

정중신경포착증후군을치험하 으며이는일반적인수근관

증후군의외상원인인수근골의전위 요골원위부골절등,

과는다르게발생한것이며국내외에보고된바없어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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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등 자살시도 후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구위축 을주소로본원성형외과에내원하(thenar atrophy)

다 환자는내원 개월 전자살을시도하여 좌측 손목에. 3

개의굴근건의 손상을 동반한 심부 열상을 수상하 으며2

이에 한건봉합술및피부봉합술을시행받은과거력이있

었다 환자는직업상손을특별히많이쓰는직업은아니었.

고병력상 당뇨 갑상선질환 등말초신경병증을유발시킬,

수있는만성질환및결체조직질환은없었다 과거력상특.

별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적은 없었으나 여러

차례의자살시도로좌측손목에열상반흔이여러군데존재

하 다 (Fig. 1).

환자는 손목 열상으로 인해 봉합술을 시행한 지 개월2

후부터좌측수부의정중신경지배 역에감각둔마 (hypes-

이상감각thesia), 을 호소하 으며 본원 내원(paresthesia)

당시 무지구위축 및맞섬(thenar atrophy) 운(opposition)

동의이상소견을보 다 이학적검사상. Tinel sign, Phalen

에서양성을보 으며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특이사항test

이없었으나근전도검사상좌측정중신경의감각운동신경

의 원위 지연 이 증가하 고 복합 근 활동(distal latency) ,

전위 가 감소하여 수(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근관 증후군과 일치하는 정중신경병증 (median nerve

소견을 보 다neuropathy) (Fig. 2, 3).

저자들은 자살 시도로 인한 열상 수상당시 정중신경이

손상받았을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의심하 으나 환자의진

술상감각이상과운동이상이봉합수술 개월후부터발생2

한점을염두하여신경포착증후군의가능성도염두하고수

술을 진행하 다.

수술은상완신경총차단마취하에과거봉합수술반흔에

절개를가하여시작하 다 과거열상수상시다친장장근.

건 천지굴근건(palmaris longus tendon), (flexor digitorum

에건봉합술이시행된흔적을확인하 으sublimis tendon)

나 정중신경은 손상받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수상 당시.

파열되었던 굴근건은 봉합술이 시행된 상태로 핵심 봉합

은잘시행된상태 으나건주위봉합(core suture) (epiten-

dinous suture)은 시행하지 않아 손상 부위의 섬유조직이

과도하게 침착되어 불룩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수상 당.

시 파열된 손목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횡수근 인

를부분적으로절개한소견을(transverse carpal ligament)

확인하 으며절개된횡수근인 주위에도유착및섬유화

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수술은 횡수근인 를(Fig. 4).

완전절개하고주변조직의유착을제거하여수근관내압력

을 낮추어 주는 시술을 하 다.

수술후 주간부목고정을통해손목부위의안정을도모1

하 으며그이후에는유착방지를위해부목을풀고일찍

재활치료를시행하 다 수술중또는후에특별한합병증.

은없었으며수술후 개월째부터내원당시보 던무지구1

Fig. 1. Preopertive photograph shows laceration scar after

suicidal attempt on the wrist and thenar hypotrophy on the
palm.

Fig. 2. Electromyography (EMG) shows median nerve

neuropathy (Motor).

Fig. 3. Electromyography (EMG) shows median nerve

neuropathy (Sen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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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이나맞섬운동은 개선되는소견을 보 으나정중신경

지배 역의 감각이상은 큰 변화가 없었다 환자는 평상시.

생활에서도수부의사용이좀더편해졌다고하 으며이학

적검사상 에서도음성소견을보여Tinel sign, Phalen test

정중신경의포착이해소되었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었다.

수술후 년째내원시에는감각의회복이더개선되었으며1

시행한근전도검사에서도객관적인개선을확인하 고재

발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Fig. 6, 7).

수근부에서의정중신경포착증후군은일반적으로수근관

증후군이라고불리며수근관증후군의원인은관련된요소

를해부학적 생리학적 사용방식에따른요소로분류할수, ,

있는데먼저해부학적요소를보면 수근관의크기를감소시,

Fig. 4. Surgical exposure of the median nerve. Fibrous

tissue is compressing the median nerve.

Fig. 5. Postoperative photograph shows thenar hypotrophy

was improved.

Fig. 6. Postoperative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test

shows improved median nerve function (Motor).

Fig. 7. Postoperative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test

shows improved median nerve function (Sensory).

고 찰III.



백인수 등 자살시도 후 발생한 수근관증후군:

키는선단거 증 원위요골의골격이상등이있고 수근관, ,

내용량을증가시키는양성종양 비특이적인활액막염등이,

있다 생리학적요소로는당뇨병 신경병증 감염 통풍등의. , , ,

염증성 변화 그리고 체내 수액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신 경구피임약의사용 갑상선기능저하증등이있다, , .6

보존적으로부목을통한운동제한 수근관내스테로이드,

주사등에의해증상이호전될수있지만근본적인치료법은

수술로횡수근인 를수술로절개또는제거하는것이다.7

과거보고에의하면결핵성건활액막염및비특이성건활액

막염환자에서는횡수근인 를절개한후수근관내의심수

지 굴곡건 및 주위 굴곡건의 건막의 비후 및 염증 소견을

관찰할수있었다고하며이런경우에는굴곡건주위의비

후된활액막및섬유화조직을제거하여야하고외신경박리

술 및 유착 제거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8 이러한 근치적인 수술로 부분

환자들의증상은회복되지만일부환자들은증상이재발되

기도하는데이는수술후발생한정중신경주변의피하반

흔 절개된횡수근인 의치유과정에서발생하는섬유조직,

의증식과활액막염이그원인이될 수있다.9 이 과정으로

인해 정중 신경이유착조직 내부로 포착되며 심한 섬유화

반응이 정중신경의 활주 을 제한하는 병태생리를(gliding)

보이게 된다 또한 이런 섬유화반응때문에조직세포학적.

으로는 신경주변의 미세혈류의 변화가 발생하여 신경초

말이집(perineurium), 축삭(myelin sheath), 에 허(axon)

혈이발생하게되어더욱더심한섬유화로진행하는악순환

에빠지게된다.10 본증례의경우환자가여러차례의자살

시도로손목부위에여러군데열상반흔이있었으며반복적

인열상과치유과정으로인해심한반흔조직이존재하는상

태에서다시추가열상및굴근건파열이발생하여이의회

복과정중에더욱심한섬유화와유착반응이발생하 을것

으로사료된다 비특이적으로발생하는수근관증후군이나.

관혈적 감압술 후 재발한 수근관 증후군에서 건활액막의

염증 섬유화 유착반응은매우중요한병태생리라고할수, ,

있으며 관혈적 감압술 시술 중 정중신경의 감각신경분지

손상후발생(palmar cutaneous branch of median nerve)

한신경종이감각의이상을유발하여수근관증후군의재발

과비슷한증상을나타내기도한다 이러한문제점을예방하.

기 위하여 최근에는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에서 최소 절개

감압술 내시경적 감압술 등이 보고되고 있다, .11

본증례는열상수상당시정중신경손상을동반하지않

은 손목 부위의 심부열상에서 건봉합술 및 열상봉합술 후

회복 과정 중에섬유화와 유착반응으로 인해 수근관내 압

력이높아지며 발생한 정중신경포착증후군으로 수술로 횡

수근인 를절개하고유착조직을제거하여증상의호전을

얻은경우이다 열상수상부위의해부학적위치상정중신경.

의 수장부 감각신경분지 (palmar cutaneous branch of

의손상이동반되었을확률도있으나수술시median nerve)

확인할 수는 없었다 환자의 감각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신경분지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수술

후 년째 내원에서는 감각이상도 많이개선되었으며 수술1

당시확인한정중신경은손상의징후가없었기에특별히큰

의미를 부여할필요는없었다 일반적인굴근건의봉합후.

발생하는후기합병증중에서유착이가장중요한합병증이

며건의치유기전으로는손상된건에서발생한건모세포에

의한 콜라겐의 분화와 생산으로 인한 내부 치유가 있으며

손상된건주위의조직에서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유사

세포에의한외부치유가있다.12 이러한일련의치유과정으

로 발생하는 유착 및 섬유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외상성 술기 를 이용한(atraumatic surgical technique)

세심한수술이필요하며조직반응이적은적절한굵기의봉

합사를수술시선택하여야하고적절한수술후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굴근건의봉합에서 에서는굴근건들. Zone I, II, III

이좁은윤상활차 를걸림없이통과해야(annular pulley)

하기때문에건주위봉합 이건봉합술(epitendinous suture)

시강조되고있으나상 적으로건이크고윤상활차가존재

하지않는 에해당하는수근부및손목부위에서Zone IV, V

는건봉합술을시행할때건주위봉합을시행하지않는경우

가 많다 또한 에서는 파열된 구조물의 탐색을. Zone IV, V

위해수근관인 를부분적으로절개하는경우가많아주위

구조물과 유착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13 본 증례의 경우

에서유착이굴근건의운동장애를 초래한 것은Zone IV, V

아니지만수근관내부에서정중신경의압박이일어날정도

로 심한 유착과 섬유화를 보인 경우로 에서의Zone IV, V

굴근건봉합에서도적절한봉합사를사용하여세심한술기

로 핵심 봉합 을 시행한 후에 건주위 봉합을(core suture)

꼭시행하여야유착에의한합병증을예방할수있을것이

다 또한굴근건봉합술후재활치료도상당히중요한데신.

전제한부목고정이약 주간필요하며손목관절은 도굴4 20

곡하고 중수지절관절 은(metacarpophalangeal joint)

도 각도로 굴곡시키며 지골간관절60~70 (interphalangeal

은신전시켜유지하는것이보통이다 이기간중수술joint) .

후 일사이에고무밴드를이용한능동신전운동1~7 (active

finger extension 과중수지절관절 지관절의수동exercise) ,

굴곡운동 (passiv 을 시작해야 한다e flexion exercise) .14 또

한보통의경우유착에의한관절의구축및운동장애가더

흔한수술후합병증이겠지만본증례처럼반복적인열상을

수상한환자라면신경포착증후군의 발생 가능성도염두해

두고수술후재활치료에더욱힘써야할것이다 저자들은.

일반적인신경포착증후군과달리열상후유착에의해발생

한 수근부의 정중신경포착증후군을 경험하 으며 수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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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손목부위의열상으로내원하는환자에있어세심한구조

물탐색과구조물의복원이필요하며특히건파열이동반된

경우 건봉합술과 함께 건주위 봉합을 꼭 시행하고 적절한

수술후 재활을통해유착을최소화 하는치료가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치험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A. Lee DELLON, MD: Nerve entrapment syndromes. In

Mathes SJ, Henz VR (eds): Plastic Surgery. 2nd ed, Philadel-

phia, Saunders, 2006, p 875

2. Lee DH, Masear VR, Meyer RD, Steven DM, Colgin S: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a cadeveric study. J Hand

Surg Am 17: 1003, 1992

3. Ho Jung Kang, MD, Si Young Park, MD, Sang Jin Shin, MD,

Eung Shick kang, MD, Soo Bong Hahn, MD: Tuberculosis

tenosynovitis presenting as carpal tunnel syndrome. J

Korean Soc Surg Hand 5: 137, 2000

4. Ettema AM, Amadio PC, Zhao C, Wold LE, O'Byrne mm,

MoranSL,AnKN:Changes in the functional structure of the

tenosynovium in idiopathic carpal tunnel syndrome: a

scanning electronmicroscope study. Plast Reconstr Surg 118:

1413, 2006

5. LoosMJ, ScheltingaMR, RoumenRM: Surgicalmanagement

of inguinal neuralgia after a low transverse Pfannenstiel

incision. Ann Surg 248: 880, 2008

6. Yoon JO, Kim EG, Lee KW, Kim SM: Detection of synovial

hypertrophy in idiopathic carpal tunnel syndrome using

ultrasonography. J Korean Orthop Assoc 35: 499, 2000

7. Moon ES, Rowe SM, Cho ST, Seon KJ: Nerve conduction

studies after surgical release of carpal tunnel syndrome. J

Korean Orthop Assoc 31: 270, 1996

8. LowHL, SivasamyVP,GriffithsAP, RedfernRM: Recurrent

carpal tunnel syndrome caused by space occupying lesions.

Neurosurgery 60: E956, 2007

9. Rodrigues RL, Shin AY: Treatment options for recurrent

carpal tunnel syndrome: local flaps. Tech Orthop 21: 61, 2006

10. Loundborg G: Intraneural microcirculation. Orthop Clin

NA 19: 1, 1988

11. Wulle C: The synovial flap as treatment of the recurrent

carpal tunnel syndrome. Hand Clin 12: 379, 1996

12. Mass DP, Tuel R:Human flexor tendon participation in the

in vitro repair process. J Hand Surg Am 14: 64, 1989

13. Lehfeldt M, Ray E, Sherman R: Moc-ps (sm) cme article:

treatment of flexor tendon laceration. Plast Reconstr Surg

121: 1, 2008

14. Cetin A, Dinçer F, Keçik A, CetinM: Rehabiliation of flexor

tendon injuries by use of a combined regimen of modified

Kleinert and modified Duran techniques. Am J Phys Med

Rehabil 80: 721,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