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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류마토이드 수근 관절염의  관절경적 치료

 본 연구의 목적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후 수술 

결과를 평가하며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경우의 임상적 결과를 통해서  관절

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적응증을 확립하는데 있다. 한 명의 수술자에 의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요수근관절과 중수근 관절에 대해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한 18명의 환자를 후향성으로 조사하 다. 18명의 환자중 양

측인 경우 1명을 포함하여 총 19례에 대해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인 결과를 

평균 추시기간 58개월(33개월에서 118개월까지)에 걸쳐 평가하 다. 3명은 

여자 15명은 남자 으며 평균연령은 36세(16세부터 66세까지) 다.

 Modified Mayo wrist score을 이용한 임상 평가 상 수술 전  44.41에서 

수술 후 66.47로 호전된 소견을 보 다.(p<0.05) Modified Mayo wrist 

score에 의한 임상평가상 excellent가 5례(26.3%), good이 3례(15.7%), fair

가 4례(21.0%) poor가 7례(36.8%)이었다. 최종 grip strength와 운동은 통

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p<0.05)과 일상생활의 기능(p<0.05)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SN score에 따른 평가에서는 등급이 3인 경우가 

10례 으며 Modified Mayo wrist score을 이용한 임상평가상 수술 전 29.5

에서 수술 후 54.5로 호전된 소견을 보 다.(p<0.05) Modified Mayo wrist 

score에 의한 임상평가상 excellent가 1례(10%), good 이 2례(20%),fair 가 

4 례(40%), poor가 3 례(30%)이었다. 통증을 제외하곤 grip strength, 운동, 

일상생활의 기능상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저자들은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은 grip strength, 운동에서는 호전된 소

견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이 없었으나 통증과 기능상에서는 의미 

있는 호전된 소견을 보 으며 관절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도 환자의 통증의 

감소와 전체적인 기능상의 만족도에서는 개선된 소견을 보 다.

핵심되는 말 : 류마토이드 수근관절염 - 활액막 절제술 - 관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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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토이드 수근관절염의 관절경적 치료

<지도교수 김 성 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용 수

Ⅰ. 서론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에서 관절 고정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

술되었다.  전통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는 관절 절개술에 의

한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 다.  그러나 관절에 대해 손상을 주는 관절 

절개술에 의한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후 통증 및 관절통, 불안전성에 의해 

재활치료의 어려움을 초래 하 다.  1970년대에 chen등
1
에 의해 진단적 관

절경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에 합병증 및 불편감이 적은 수근관절 관절경

술은 진단 및 치료위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Poeling등

은 수근관절 관절경술시 관절병변이 64% 발견되었으며 Koman
2
등은 만성

적인 수근관절통이 있는 경우 관절병변의 진단과 유리체 제거에 효과적이

라고 보고 하 다.

 최근 여러 저자들은
3, 4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임상적 결과는 관절절

개술에 의한 활액막 절제술과 비교하여 만족할 만하며 관절절개술에 비해 

더욱 완전한 활액막의  절제가 가능하고 연골에 대한 손상이 적으며 적은

피부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술후 재활치료가 용이하며 입원기간이 짧고 

재수술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고하 다.  그러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은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관절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는 시행되어

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다양한 정도의 방사선학적 변화가 있는 경우

에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 으며 이를 근거로 류마토이드 수근관절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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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적응증을 확립하고자 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1993년 5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8명의 환자에 대해 요수근관절과 중수근

관절에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 다.  모든 수술은 한명의 술자

에 의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 다.
5, 6, 7, 8

  18명 19례에 대해 방사선

학적 및 임상적인 결과를 평균 추시기간 58개월(33개월에서 118개월까지)

에 걸쳐 평가하 다.  3명은 여자 15명은 남자 으며 평균 연령은 36세(16

세부터 66세까지) 다.

2. 수술술기

환자를 60°에서 90°까지의 견관절 외전상태로 좁은 수부탁자(hand table)나 

팔걸이(arm board)에 위치하여 수술대 위에 앙와위로 반듯이 눕게 한다. 

지혈대는 상완에 위치하고 수술자의 선호에 따라 사용된다. 손가락 걸이를 

사용하여 7-10 파운드의 견인을 2, 3번째 손가락에 시행한다. 11번 나이프

로 6-U과 3-4 통로에서 피부를 당겨 절개하여 요수근관절의 요측 부위를 

진단 후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며 요수근 공간의 척골쪽의 병변은 1-2 

통로에 inflow cannula를 삽입 후 관절경을 6-R통로에 위치하여 시행하

다. 수근관절의 중수근 공간의 접근은 RMC(radial midcarpal)통로를 이용

하여 시행하 다. (그림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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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요수근관절의 관절경적 소견 및         그림2. 중수근관절의 관절경적 소견 및

               활액막 절제술후 소견                        활액막  절제술후 소견  

3. 평가방법

Darrow의 임상평가(표1)
9
와 Modified Mayo wrist score(표2)

10
을 이용해 

수술 전과  최종 추시때 임상평가를 하 으며 방사선학적 소견은 Larsen

(표3)
11
의해 기술된 소견을 이용하 다. 관절 간격의 정도(Jont space 

narrowing score : JSN score)는 Sharp with Genant modofication 

method(표4)
12
을 활용하 다.  JSN score가 3이상인 경우 Darrow의 임상

평가와 Modified Mayo wrist score을 이용해 임상적인 결과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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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Darrow 의 임상적 평가 

Excellent Full range of motion and no pain or limitation of function

Good Mild discomfort with strenuous use and mild limitation of motion

Fair
Moderate discomfort with use, moderate limitation of motion in more than 1 

direction, and limitation of function sufficient to prevent full return to work

Poor
Persistent pain, limitation of motion sufficient to prevent return to gainful 

employment

표2. The modified Mayo Wrist Scors 

Pain

 25: No 

 20: Occasional         

 10: Moderate           

   0:  Severe                

ROM

 25: >140

 20: 100 - 140

 15: 70 - 99

   0: <70

Grip Strength

 25: Normal

 15:>50% of Contralateral  

   0: <50% of Contralateral

Functional Status

 25: Same Activities

 15: Restrictions

 0: Change in Vocation or Sport 

표3. Larsen 의 방사선적 등급 

0 Normal 

1
Soft tissue swelling and slight joint space narrowing of midcarpal and radiocarpal 

joint

2 Several small erosion and distinct JSN

3 Medium destructive abnormality

4 Severe destructive abnormality

5 Mutilating abnormality (the original articular surfaces have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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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JSN:9-point scale with 0.5 increments

0   = normal

0+  = questionable

1   = mild(local)

1+  = mild worse

2   = moderate (loss< 50% JSN)

2+  = moderate, worse

3   = severe(loss > 50% JSN)

3+  = severe,worse

4   = ankylosis or dislocation

4.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인 분석은 nonparametric test (Wilcoxin signed rank test)를 이

용하 으며 각 측정값들은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비율%)로 나타내었고 

p값이 0.05 이하일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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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모든 관절은 최종 추시때 Darrow의 임상 평가상 호전된 결과를 보 다. 

수술 전 poor한 평가를 받았던 11례중 8례은 fair, 3례은 good을 보 고 수

술 전 fair한 결과를 보 던 3례중 1례은 good, 2례은 excellent한 결과를 

보 으며 수술전 good 한 결과를 보 던 5례중 3례은 excellent, 2례은 

good 결과를 보 다. (표5)

표5. Darrow 의 임상적 평가에 따른 결과

Excellent Good Fair Poor

Preop 5(26.3) 3(15.7%) 11(57.8%)

F/U 5(26.3%) 6(31.5%) 8(42.1%)

Modified Mayo wrist score을 이용한 임상 평가 상 수술 전 44.41에서 수

술 후 66.47로 호전된 소견을 보 다. (p<0.05) (표6)

표6. The modified Mayo wrist scores에 따른 결과

Pain ROM Grip strength Functional status Total

Preop 4.12 12.65 13.82 13.85 44.41

F/U 18.82 14.12 15.88 16.76 66.47

* Excellent: 95  Good: 95-80  Fair: 65-79  Poor: <65

 Modified Mayo wrist score을 이용한 임상 평가 결과는 excellent가 5례( 

26.3%), good이 3례(15.7%), fair가 4례(21.0%) poor가 7례(36.8%)이었다.

 최종 grip strength와 운동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p<0.05)과 

일상생활의  기능(p<0.05)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9례 모두 방사

선학적 소견은 Larsen에 의해 기술된 소견을 이용하 다. 9례에서는 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진행하 으며 10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표7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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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Larsen 의 방사선적 등급에 다른 결과

 

Stage 0 1 2 3

Preop 6(31.5) 2(10.5) 11(57.8)

F/U 3(15.7) 4(21.0) 6(31.5) 6(31.5)

그림3. 수술전 방사선사진.

 JSN score에 따른 평가에서는 등급이 3인 경우가 10 례 다.  10례 모두  

 최종 추시때 Darrow의 임상 평가상 호전된 결과를 보 으며 Modified 

Mayo wrist score를 이용한 임상 평가상 수술 전  29.5에서 수술 후 54.5

로 호전된 소견을 보 다. 통증을 제외하곤  최종 grip strength, 운동, 일

상생활의 기능상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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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modified Mayo wrist scores.

           (10 patients of JSN score > 3 or 3 + )

Modified Mayo wrist score에 의한 임상평가상 10례 중 excellent가 

1례(10%), good 이 2례(20%), fair가 4례(40%), poor가 3례(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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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은 관절 절개술에 의한 활액막 절제술과 비교하여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서 가능한 보다 많은 부위의 활액막 조직을 제거

할 수 있으며 관절막과 인대조직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운동을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관절, 슬관절 수근 관절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Kiwamura 등은
13
 수술 전 방사선학적 변화가 1, 2등급 정

도인 주관절인 경우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고하 다. 

Klug 등은
14
 초기 류마토이드 관절염인 93례의 슬관절에서 임상적인 증상

의 호전을 보고 하 다.  최근의 많은 저자들은
3, 4, 15, 16

 활액막 절개술에 

의한 활액막 절제술과 비교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술식에서 보다 나은 임상

적 결과를 보고하 다.  Adolfsson과 Nylander등은
3
 초기 류마토이드 수근 

관절염 에서 임상적인 증상의 호전과 운동능력의 호전을 보고하 으며 

Adolfsson과 Frisen등은
2
 3.8년의 추시기간동안 19명 24례의 수근관절에서 

통증과 기능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군

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며 통증과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평가에서는 

의미있는 호전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Park등은
4
 류마토이드 수근 관

절염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후 효과적인 통증의 개선과 환자의 만족도

를 보고하 으나 방사선학적 변화는  점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Larsen에 의해 기술된 방사선학적 소견상  9(47%)례에서는 

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진행하 으며 10(53%)례에서는 변화가 없는 소견

을 보여  줌으로서 방사선학적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함을  보여주고 있

었다.  그러나 JSN score에 따른 평가 등급이 3이상인 10례에서는 통증과 

전체적인 임상평가에서 호전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른 저자 역시
4
 

관절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도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후 임상적인 호전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이는 초기 류마토이드 수근 관절염에서만 제

한적으로 활용되었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이 관절간격이 좁아진 경우에

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체중부하관절과는 달리 임상적인 호전과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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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다고 판단한다.  

제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방사선학적으로 관절간격이 좁아진 경우에 관절

경적 활액막 절제술이 표준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

나 관절 고정술이나 관절 성형술전에 시도할 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은 grip strength와 운동은 호전된 소

견을 볼 수 없었으나 통증과 일상생활의 기능상에서는 호전된 소견을 보

으며 관절간격이 1/2이하 좁아졌더라도 관절경적 접근이 가능하고 통증과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호전된 소견을 보이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V. 결론

 저자들은 류마토이드 수근관절염에 대해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은 초기 

류마토이드 관절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술기가 아니라 방사선학적으로 진

행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적응증을 

확대하여 치료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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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hroscopic treatment of the wrist in rheumatoid arthritis

Yong-Su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Ja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rthroscopic synovectomy of 

wrist for the treatment of rhematoid arthritis and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core and joint space narrowing. This is a 

retrospective review of the experience of a single surgeon using 

arthroscopic synovectomy of radiocarpal joint and midcarpal joint 

between 1993 and 2000. 19 wrists were opearated. 18 patients (3 male, 

15 female, in one case on both wrist, average age 36 years, range 16 to 

66 years) reexamined clinically and radiologically after an average 

follow-up of 58 months (range 33 to 118 months). The mayo modified 

wrist scores (pain, function, motion, and grip strength related to 

contralateral side) improved significantly from an average of 44.41 

points preoperatively to 66.47 points postoperatively (p<0.05). The wrist 

scores revealed 26.3% excellent (5 of 19), 15.7% good (3 of 19), 21.0% 

fair (4 of 19), 36.8% poor (7 of 19) results postoperatively. No statistical 

difference could be identified between grip strength and motion, except 

for pain (p<0.05) and function (p<0.05). Joint space narrowing score 

were based upon the Sharp with Genant modification meth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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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carpal joint. 10 patients with joint space narrowing were 

reexamined. The wrist scores improved significantly from an average of 

29.5 points preoperatively to 54.5 points postoperatively (p<0.05).The 

wrist score revealed 10% excellent, 20% good, 40% fair, 30% poor 

results postoperatively. No statistical difference could be identified 

between grip strength, funcion and motion, except for pain (p<0.05). We 

concluded that arthroscopic synovectomy of wrist reduce pain and 

improves function, but dose not improve grip strength and motion. Our 

experience revealed that patient acceptance of the arthroscopic 

synovectomy of rtheumatoid wrist with joint space narrowing is high 

due to reduced pain and improved overall function.

Key Words : rhematoid wrist - synovectomy-arthros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