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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에서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의 

임상결과 비교 

 

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의 환자에서 관혈적 수술 군 (1군)과 

관절경 수술 군 (2군)의 임상적 결과를 조사, 두 술 식의 결과에 대하여 

비교해보았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원에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주관절 외 상과염 환자 중 환자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68예를 선정, 술 전 임상적 평가를 시행하고 34예에서 

관혈적 수술(1군)을, 34예에서 관절경적 수술(2군)을 시행 한 후, 두 군간의 

임상적 결과를 술 후 3개월, 12개월에 측정하고 통계 분석 하였다.  

술 후 12개월의 임상결과 측정에서 두 군 모두 술 전의 악력, 

관절운동범위, DASH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수치을 

나타내었다(p<.01). 술 후 3개월, 술 후 12개월의 임상 결과의 호전 정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술 전 인자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통제한 후 술 전과 비교한 술 후 12개월의 임상 

결과의 호전 정도를 분석하였다. 두 군 간 악력과 작업 시 시각상사 

척도의 호전 정도는 1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48,p=0.006). 

회내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 정도는 2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45). 

직업으로의 복귀 시기는 2 군에서 보다 빨랐으나, 수술 후 12개월 설문한 

수술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모두 만족이상의 결과를 

얻은 1군에 비해 2군에서 불만족 4예(11.7%)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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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의 수술적 치료에서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높은 근력을 요하거나 작업 시의 통증 정도가 높은 환자에 있어서는 

관혈적 수술방법이 임상결과의 호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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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에서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의 

임상결과 비교 

 

<지도교수 윤 여 승>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창 호 

 

 

 

I. 서 론 

 

주관절 외 상과염은 단 요 수근 신근의 기시부의 반복된 미세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1 단 요 수근 신근의 과사용과 치유실패로 인해 

병적 변형이 발생하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외 상과염이라는 진단명과는 

다르게 염증세포가 조직학적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2. 주관절 외 상과염은 

테니스 주관절로 불리고 있지만 명칭과는 다르게 운동선수보다는 

일반인에게 흔하며, 40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주관절 외 상과염의 초기치료는 휴식, 활동의 제한 및 변경, 일시적인 

부목고정, 보조기 착용4과 스테로이드 국소주사5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로 환자의 90%가 호전을 보인다6. 보통 3-6개월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데, 전체 환자의 

8%정도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7.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는 40여 가지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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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으로는 관혈적 단 요 수근 신근 유리술3, 

관절경 단 요 수근 신근 유리술8 이 있으며, 각 방법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술기 간의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부족하여 임상에서 주관절 외 상과염 수술 술식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9.  

Peart 등10, Szabo등11과 Rubenthaler등12은 주관절 외 상과염의 치료에서 

개방적 유리술과 관절경적 유리술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술식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모두 역행적 연구로 여러 술 전 인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Karkhanis 등9은 주관절 

외 상과염의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보고한 45개의 논문에 대한 연구에서 

4예만이 level of evidence가 1단계에 해당하는 무작위 선택을 통한 전향적 

연구임을 보고하였으며, 11개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성공률이라는 단일 척도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군과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군에 대해 

전향적인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임상적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시행하고 술 전 인자와 임상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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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7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본원에 내원하여 주관절 외 상과염을 

진단 받은 환자 중 주관절 외 상과염의 증상이 발생한지 1년이상이 

경과되는 환자로 진단 후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선정하였다. 이 중 주관절 관절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주관절 변형이 있거나 연구 

참여 전 주관절부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연구 참여 직전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112명의 주관절 외 상과염 환자 중 76명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의 진행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서면 동의한 68명의 환자 

중에서 무작위 선택을 통하여 각 군에 34예의 대상자를 배정,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나이, 직업, 이환 기간, 이환 측,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의 횟수, 술 전 스포츠 활동 등의 술 전 인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술 전, 술 후 3개월, 술 후 12개월에 건 측과 비교한 악력, 주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DASH 점수(기본설문 및 일/작업 관련 설문)와 휴식, 일상, 작업 

시의 시각상사척도(VAS pain scale)를 측정하였다(그림 1).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군(1군)의 연령은 평균 48±8.1세로 남자 

16예(47%), 여자 18예(53%)였으며 이환 기간은 평균 25.4±6.1개월로 이 

기간 동안 국소 스테로이드 주입은 평균 3.2±1.5회였다. 이환 부는 우세 

측 26예(76%), 비 우세 측 8예(24%)였다. 직업은 노동 강도별 구분에 따른 

중노동(Heavy manual labor, US Department of Labor guidelines)이 14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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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8예(24%), 사무직 6예(18%), 교사 4예(12%), 운전 업 2예(5%)였다. 술 

전 스포츠 활동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 함 8예(24%), 가벼운 

운동(recreational activity) 18예(52%), 축구, 농구 등 신체접촉이 많거나 

격렬한 운동 8예(24%) 였다.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군(2군)의 연령은 평균 49±7.8세로, 남자 

12예(35%), 여자 22예(65%)였다. 이환 기간은 평균 26.1±6.8개월로 이 기간 

동안 국소 스테로이드 주입은 평균 3.1±1.7회였다. 이환 부는 우세 측 

24예(71%), 비 우세 측 10예(29%)였다. 직업은 주부 12예(36%), 중노동 

10예(30%), 사무직 6예(19%), 교사 2예(5%), 은퇴한 볼링 선수 1예(2%) 

무직 3예(8%)였다. 술 전 스포츠 활동 정도는 안 함 12예(36%), 가벼운 

운동 16예(45%), 축구, 농구 등 신체접촉이 많거나 격렬한 운동 6예(19%) 

였다. 술 전 측정한 인자 사이에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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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의 연구 단계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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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군과 2군의 술전 인자 비교 

  
 1군 2군 p value 

성별 
남 16(47%) 12(35%) 

0.493a 
여 18(53%) 22(65%) 

연령(세) 48±8.1 49±7.8 0.514b 

이환부 
우세측 26(76%) 24(71%) 

0.533 a 
비우세측 8(24%) 10(29%) 

이환기간(개월) 25.4±6.1 26.1±6.8 0.622 b 

술 전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3.1±1.7 3.2±1.5 0.454 b 

직업 

중노동 14(41%) 10(30%) 

0.745 a 

주부 8(24%) 12(36%) 

사무직 6(18%) 6(19%) 

교사 4(12%) 2(5%) 

운동선수 0 1(2%) 

운전업 2(5%) 0 

무직 0 3(8%) 

술 전 

스포츠 

활동 

안함 8(24%) 12(36%) 

0.834 b 가벼운 운동 18(52%) 16(45%) 

격렬한 운동 8(24%) 6(19%) 

aChi-square test 

bIndependent sample T-test 

1군, 관혈적 수술 군; 2군, 관절경 수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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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술기 

 

가. 관혈적 술식 

 두 술식 모두 단일 술자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관혈적 술식은 Nirschl and 

Pettrone3이 정의한 고식적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환자는 전신 마취하에 

앙와위로 준비하고 지혈대를 감고 250mmHg로 가압하였다. 공통 신건의 

기시부를 중심으로 하여 4cm가량의 피부 절개선을 만들고, 장 요수 신 근과 

총 수지 신근의 전방부를 노출시키고 두 근의 근막을 절개 후 두 근을 

견인하여 단 요수 신 근 기시부를 노출하였다. 병변을 제거하고 건이 파열된 

소견을 보일 시 이를 변연절제하고 병변 주변의 관절막 또한 절제하였다(그림 

2). 외 상과에 피질골 박피를 시행하거나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하였다. 병변의 

제거를 확인하고 단 요 수근 신 근과 총 수지 신 근의 봉합을 

시행하였다(그림 3). 수술 부위를 세척 한 후 장 요 수근 신 근과 총 수지 신 

근의 근막을 봉합하였다. 피부 봉합을 시행한 후 상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다.  

 

나. 관절경적 술식 

 모든 환자는 전신 마취 하에 복와위로 준비하고, 견관절의 90°외전 및 

주관절 90° 굴곡 위를 취하였다. 지혈대를 감고 250mmHg로 가압한 후 

집도의는 내외 상과, 주두, 요골 두 및 소두를 표시하고 척골 신경의 

주행방향을 표시하였다. 18 gauge의 바늘을 이용하여 외측 접근을 통해 

주관절에 30cc정도를 주입하여 관절낭을 팽창시키고, 11번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내 상과의 2cm 근위, 2cm 전방으로 근위 내측 삽입구를 만들었다. 

피부 절개를 시행한 후 소형 겸자를 이용하여, 피하조직을 분리하고 관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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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투관을 삽입한 후 3.5mm 30° 관절경을 삽입하였다. 외측 삽입구의 

위치에 주사 바늘을 삽입한 후 근위 내측 삽입구로 삽입한 관절경을 통해 

이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부 절개를 시행, 소형 겸자로 피하조직 분리 후 

삽입한 주사 바늘의 위치로 무딘 투관을 삽입하여 작업 삽입구로 사용할 외측 

삽입구를 만들었다. 

 근위 내측 삽입구에 관절경을 삽입하여, 외측 관절낭과 단 요 수근 신근의 

하면을 확인한 후 요골두를 따라 관절경을 진행하여 단 요 수근 신근의 건 및 

외 상과에 위치하는 기시부를 직접 확인하였다(그림 4). 절삭기를 외측 

삽입구로 삽입한 후 단 요 수근 신근의 하면에 위치하는 관절낭을 제거하고 

단 요 수근 신근의 병변부위부터 외 상과의 기시부까지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후 연마기를 사용하여, 외 상과와 단 요수근 신근의 기시부에 

해당하는 상완골 외과의 ridge에는 박피술을 시행하였다(그림 5). 삽입구를 

모두 단순 봉합하고 상지 부목고정을 시행하였다. 

  

  



 

 11 

그림 2. 총 수지 신근 기시부를 견인 후 단 요 수근 신근의 기시부의 

병적 조직을 절제한 후의 모습(좌)  

그림 3. 총 수지 신근 기시부와 단 요 수근 신근의 봉합을 시행한 

모습(우) 

그림 4. 단 요 수근 신근의 Baker 2형 병변의 관절경 사진(좌) 

그림 5. 변연 절제를 시행한 단 요 수근 신근과 박피술을 시행한 주관절 
외 상과의 관절경 사진(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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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후 재활 

 

술 후 재활은 두 군에서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술 후 2일에서 4일까지는 

부목 고정을 시행하고 술 후부터 손과 수근 관절의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다. 수술 부위의 동통이 감소한 경우 술 후 일주일부터 주관절의 

능동운동을 실시하였다. 2주째부터 등장성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3주째부터 

일상생활으로의 복귀를 권유하였다. 6주경에 직업 및 술 전의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권유한 시기보다 빠른 시기에 환자가 

통증의 감소 및 증상의 호전으로 술 전의 스포츠 활동 및 직업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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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 후 평가 

 

 모든 대상 환자가 술 전의 직업 및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한 술 후 3개

월과13, 술 후 12개월에 하기의 항목에 대하여 측정을 시행하였다.  

가. 악력 

 디지털 악력계(Electronic Hand Dynamometer, Lavisen, Korea) 로 측

정하여 건측의 수치와 비교한 악력(%)14을 측정하였다. 악력의 측정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재측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통증이 발생하지 않

는 범위의 악력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건 측의 악력 또한 2회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악력의 측정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반올림 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하기의 공식에 대입하여 

건 측의 악력에 대한 이환 측의 악력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2회 측정한 이환 측 악력의 평균
 2회 측정한 건 측 악력의 평균

× 100 

나. 관절 운동 범위 

  관절 운동 범위는 주관절의 굴신, 회내, 회외 세가지 운동에 대하여 측

정하였으며,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최대 각도를 측정하였다. 

전 대상 환자의 건 측의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으로 확인되어 건 측과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다. DASH(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장애/증상 점수 

 미국 정형외과학회와 캐나다 온타리오 근로 복지 공단이 함께 개발한 

설문 도구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부 및 상지 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상지 관련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이 점수는 

측정하는 주간의 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신체 활동 시 상지의 질환으로 인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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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정도를 묻는 21개의 문항과 통증의 정도, 활동과 관련된 통증의 정

도, 저린감, 근력 약화, 뻣뻣함의 정도를 묻는 5개의 문항, 질환이 환자

의 작업, 수면, 사회 활동 및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4개의 문

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가지의 답변 항목이 있으며, 하기의 공식을 

통하여, 0점(장애 없음)부터 100점(가장 심한 장애)까지의 점수를 도출하

였다.  

[
답변된 점수의 합
답변한 문항의 수

− 1] × 25 

 모든 대상자에서 4문항의 일/작업 관련 설문을 시행하여 이 또한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라. 시각 상사 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 

  휴식 시, 일상 생활 시, 작업 시로 구분하여 환자의 통증의 정도를 0

점(통증 없음)부터 10점(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까지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마. 직업 및 술 전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한 시기 

 술 후 3개월의 추시 시 이를 확인하였다. 직업으로 복귀 시 술 전 작업

과 같은 작업을 시작한 것을 복귀 시점으로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술 전 과 같은 운동을 시작한 것을 복귀 시점

으로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바. 환자 만족도 

술 후 12개월에 수술 결과에 대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 매

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이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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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학적 검정 

 

 

PASW statistic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모든 통계량을 측정하였다. 

각 군의 술 전과 술 후 3개월, 술 후 3개월과 술 후 12개월의 평균에 

대해서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술 전의 

수치를 공변량으로 한 술 후 3개월의 수치, 술 후 3개월을 공변량으로 

한 술 후 12개월의 수치의 공분산분석을 시행하여 술 후 3개월, 12개월

의 임상결과에 대하여 두 군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여 술 전, 술 후 3개월, 술 후 12개월 반복 

시행한 값의 두 군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술 전 인자의 분석 중 이분 및 명목 변수 분석에는 Chi-square test를, 

연속 변수의 분석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두 군간을 비교하였다. 

임상 결과와 각 술 전 인자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고, 술 전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Student’s t-test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하여 그 유의성을 재검정 하였으며, 술 식에 따른 임상결과 

또한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를 통제 후 재 검정 시행하였다. 

각 분석의 유의수준은 p value<0.05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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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술 후 12개월의 추시 기간 동안 전체 68 예 모두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다. 술 전 측정한 악력, 주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DASH 

점수(일반설문, 일/직업 관련 설문) 및 시각 상사 척도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술 후 3개월의 임상 결과 측정 시 술 전 

의 측정 치에 비해 1 군의 경우 회내의 관절 운동 범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2 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호전이 관찰되었으며, 술 후 

12개월의 결과에서는 술 후 3개월의 결과에 비해 1군에서는 휴식 시와 

일상 생활 시의 시각 상사척도를 제외한 모든 수치에서, 2 군에서는 

일상생활 과 작업 시의 시각 상사척도를 제외한 모든 수치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술 전과 술 후 12개월의 결과에 대한 비교에서는 두 군 

모두 모든 수치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여 두 술 식 모두 임상결과의 호전을 

얻을 수 있는 술 식임이 확인되었다(표 2,3).  

술 전 과 비교한 술 후 3개월의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 술 후 3개월과 

비교한 술 후 12개월의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여 술 전, 술 후 3개월, 12개월에 반복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두 군을 비교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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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혈적 수술군(1군)의 임상 결과 

 술 전 술 후 3개월 술 후 12개월 

Pa 

(술 전- 

술 후 3개월) 

Pa 

(술 후 3개월 - 

12개월) 

Pa 

(술 전 – 

술 후 12개월) 

악력(건측 비교, %) 79.4±3.5 88.4±4.7 94.4±4.1 <0.001 0.002 <0.001 

관절운동범위(°) 

굴신 135.0±6.3 140.7±5.8 143.1±3.2 0.018 
<0.001 <0.001 

회외 78.4±1.9 81.7±3.4 84.3±3.8 0.005 
0.048 <0.001 

회내 79.1±2.7 82.6±2.7 84.5±1.7 0.431 
<0.001 <0.001 

DASH 점수(일반설문) 70.7±15.1 49.4±19.3 29.3±18.4 0.043 <0.001 <0.001 

DASH 점수(작업관련) 69.5±14.4 50.2±18.2 23.7±16.7 <0.001 0.008 <0.001 

시각상사척도 

휴식 5.8±0.9 0.8±0.7 0.8±0.7 <0.001 0.853 <0.001 

일상 6.1±1.4 1.6±0.9 1.1±0.9 <0.001 0.165 <0.001 

작업 8.1±2.2 2.5±1.5 1.1±0.7 <0.001 0.001 <0.001 

aPaired 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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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절경 수술군(2군)의 임상 결과 

 술 전 술 후 3개월 술 후 12개월 
Pa 

(술 전- 

술 후 3개월) 

Pa 

(술 후 3개월 

- 12개월) 

Pa 

(술 전 – 

술 후 12개월) 

악력(건측 비교, %) 77.3±3.3 87.0±4.4 91.0±3.7 <0.001 0.027 0.048 

관절운동범위 

굴신 134.3±6.9 140.0±6.2 144.0±2.2 0.024 0.026 <0.001 

회외 79.1±2.4 82.4±3.4 84.9±2.1 0.008 <0.001 <0.001 

회내 77.8±2.6 82.5±2.8 85.2±2.1 <0.001 0.015 <0.001 

DASH 점수(일반설문) 69.2±16.4 49.3±20.3 32.6±19.0 <0.001 <0.001 <0.001 

DASH 점수(작업관련) 68.5±14.7 46.2±18.1 40.4±16.2 <0.001 0.005 <0.001 

시각상사척도 

휴식 5.1±2.1 1.2±0.9 0.7±0.5 <0.001 0.023 <0.001 

일상 6.1±1.4 1.4±1.2 1.1±0.9 <0.001 0.331 <0.001 

작업 7.2±3.7 1.8±1.4 1.7±2.2 <0.001 0.753 <0.001 

aPaired 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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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술 후 3개월, 12개월에서의 두 군 간 임상 결과 호전 정도 비교 

 

 

 

 

 

 

 

 

 

 

 

 

aANCOVA(술전 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하여 분석) 

bANCOVA(술 후 3개월 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하여 분석) 

cRepeated measures ANOVA

 
P value 

P value for repeated measuresc 

3 monthsa 12 monthsa 

악력(건측 비교, %) 0.124 0.563 0.059 

관절운동범위 

굴신 0.701 0.403 0.841 

회외 0.443 0.304 0.153 

회내 0.326 0.377 0.866 

DASH 점수(일반설문) 0.135 0.393 0.664 

DASH 점수(작업관련) 0.601 0.293 0.283 

시각상사척도 

휴식 0.091 0.399 0.322 

일상 0.643 0.919 0.881 

작업 0.144 0.05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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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 인자와 각 임상결과의 술 전과 술 후 12개월의 임상 결과의 호전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시행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과 

일/작업 관련 DASH 점수의 호전 정도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환기간과 일/작업 관련 DASH 점수의 호전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업과 임상결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직업을 중노동과 그 외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중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환자에서 DASH 일반 점수와 시각상사척도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술 전 스포츠 활동의 정도가 높을 수록 회외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수술 술 식과 모든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표 5).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검정이 된 변수들에 대하여 그 유의성을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여 재 검정한 

결과에서는 연령과 일/작업 관련 DASH 점수와 호전 정도 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환기간과 일/작업관련 DASH 점수의 호전 정도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술 술식과 각 임상결과의 술 

전과 술 후 12개월 간의 호전 정도에 대한 다변량 회귀 분석의 결과, 

악력과 작업 시 시각 상사 척도의 호전 정도가 1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회내의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 정도는 2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표 6). 

1 군에서는 중앙값 5주(범위, 3-7)에 직업으로 복귀하였으며, 2 

군에서는 중앙값 3주(범위, 1-6)에 직업으로 복귀하였다(p<0.001). 술 전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 시기 는 1 군 중앙값 7주(범위, 3-10), 2 군 

중앙값5주(범위, 3-7)였다(p=0.031). 

술 후 12개월 추시 에서 확인한 환자의 만족도는 1 군에서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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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18%), 만족 28예(82%) 였으며, 2 군에서는 매우 만족 8예(24%), 

만족 22예(64%), 불만족 4예(12%) 였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1). 그러나 불만족을 답한 환자 4예에서 모두 술 후 3개월에 

측정한 시각상사척도보다 술 후 12개월에 측정한 시각상사척도가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었다. 4예의 환자는 주관절의 반복적인 운동과 높은 근력을 

요구하는 직업(중노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2예의 환자는 술 전 

스포츠 활동으로 각각 농구와 야구를 하던 환자였다. 

2 군 총 34 예의 환자 중 12예에서 주관절 내 활액막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변연절제 시행하였으며, 2예에서는 상완골 소두의 골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1예에서는 관절내 유리체 소견이 관찰되어 이를 

제거하였다. Baker 분류15 1단계 병변 14예, 2단계 병변 14예 , 3단계 

병변 6예 존재하였다. 이러한 병변 상의 분류와 임상결과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p > .05). 

1 군에서도 1예에서 술 전 주관절의 일반 방사선 검사 상 관절내 

유리체 소견이 관찰되어 관절낭의 절개 후 유리체를 제거하였다. 

합병증으로는 1군에서 수술창의 표층 감염으로 창상을 개방하고 지연 

봉합한 예가 1예 있었고 주관절의 후외측 불안정성이 발생한 예는 없었다. 

2 군에서는 전 예에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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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술 전 인자와 임상 결과의 단변량 분석 

aIndependent sample T-test   

b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직업은 중노동과 중노동 아님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with statistical significant 

 

 

변수 성별a 연령b 이환부a 이환기간b 스테로이드주사b 직업a* 술전스포츠활동b 수술 술식a 

술 후 12개월 

변화량 
평균차 P 

상관 

계수 
P 평균차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평균차 P 

상관 

계수 
P 평균차 P 

악력(건측 비교, %) -1.17 0.823 0.0190 0.283 -0.26 0.933 0.214 0.225 -0.125 0.481 -2.32 0.417 -0.082 0.646 -.4.48 0.095 

관절운동

범위 

굴신 -2.74 0.267 0.053 0.764 -0.34 0.902 -0.113 0.526 0.171 0.333 -3.17 0.211 -0.160 0.366 1.58 0.516 

회외 -0.52 0.601 -0.061 0.733 0.74 0.507 -0.020 0.912 -0.075 0.673 0.43 0.673 0.175
†
 0.041 0.98 1.00 

회내 -0.28 0.823 0.174 0.325 -0.38 0.787 -0.291 0.095 -0.009 0.960 -0.59 0.654 0.175 0.324 2.05 0.095 

DASH 

점수(일반설문) 
-1.99 0.553 -0.202 0.252 3.53 0.344 0.031 0.860 0.145 0.412 -7.52 0.024 -0.232 0.187 -3.25 0.323 

DASH 

점수(작업관련) 
1.73 0.511 -0.400

†
 0.019 4.67 0.106 0.360

†
 0.036 0.267 0.127 -4.06 0.130 -0.168 0.343 1.95 0.452 

시각상사

척도 

휴식 -0.007 0.988 0.113 0.526 0.65 0.226 0.311 0.073 -0.111 0.531 -1.12
†
 0.020 -0.043 0.809 -0.41 0.390 

일상 -0.19 0.723 0.109 0.538 -0.34 0.572 0.196 0.266 -0.209 0.235 -0.98 0.072 -0.272 0.120 -0.05 0.913 

작업 1.17 0.074 -0.132 0.457 0.24 0.746 -0.057 0.750 -0.001 0.993 -0.23 0.736 0.208 0.238 -1.4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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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임상 결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술 전 인자에 대한 다변량 선형 회귀 분석  

변수 연령 이환기간 직업a 술 전 스포츠 활동b 수술 술식c 

술 후 12개월 

변화량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악력(건측 비교, %)         -0.291* 0.048 

관절운동

범위 

굴신         -0.115 0.285 

회외       0.374 0.137 <0.001 0.802 

회내         0.291* 0.045 

DASH 

점수(일반설문) 
    0.161 0.837   0.175 0.421 

DASH 

점수(작업관련) 
-0.400* 0.004 0.360* 0.013     -0.133 0.443 

시각상사

척도 

휴식         0.152 0.480 

일상         -0.020 0.611 

작업         -0.394* 0.006 

 *with statistical significant 

a직업은 중노동(더미변수 0)과 중노동 아님(더미변수 1)으로 나누었다. 

b술 전 스포츠 활동은 안함(더미변수 0 0), 가벼운 운동(더미값 1 0), 격렬한 운동(더미변수 0 1)으로 나누었다. 

c수술 술식은 관혈적 수술(더미값 0), 관절경 수술(더미값 1)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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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Nirschl-Pettrone 이 1999 년 주관절 외 상과염의 주요 병인이 단 요 

수근 신근의 부착 부위의 미세 손상과 건의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불완전 재생과정에 있다고 보고한 이후 16 주관절 외 상과염의 

모든 치료는 병변의 제거와 치유의 촉진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수술적 

치료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고식적인 관혈적 수술의 방법으로 Nirschl-Pettrone 이 1979 년에 

소개한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3, 이는 단 요 수근 신근의 

병소 조직 제거를 시행하고 외 상과 피질골의 박리 및 타공으로 외 

상과의 국소적 혈류 회복을 가능케 하여 건강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술식이다. Kronik 등 17 은 Nirschl-Pettrone 의 방법을 사용한 관혈적 

수술로서 91%의 성공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보고들에서도 

85-100%의 성공율을 보고하고 있다 2,18.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Nirschl-Pettron 의 술식을 이용하여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술 후 3 개월, 12 개월의 

추시 상에서 꾸준한 임상 결과의 호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술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 예에서 만족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우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혈적 수술은 여러 가지 단점을 

지적받아 왔다. Morrey19 는 관혈적 수술 후 외측 인대 복합체의 기능 

약화로 외측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외에도 

개방창으로 인한 신경종 형성의 가능성 20, 관절내 병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 요수근 신근의 파열이 없을 시에도 이를 박리해야 하는 

점 21 등이 단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절 외측 불안정성과 

신경종 형성은 없었으나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된 관절내 유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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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를 위해 단 요수근 신근의 추가적인 박리를 시행한 예가 1 예 

있었다.  

1995 년 Owens 가 주관절 외 상과염의 관절경 수술을 소개한 후 8, 

관절경 수술법의 임상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이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2,23. Savoie 등 22은 관절경 수술이 

단 요수근 신근의 병변 제거와 함께 관절내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점, 

관혈적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점, 미관상의 

장점과 일상생활, 작업 및 스포츠 활동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절경 수술 군 

중 6 예의 관절내 활액막염과 1 예의 관절내 유리체를 발견하여 수술 

당시 동시에 치료할 수 있었고 전 예에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관절경 수술 군의 직업 회복 기간이 관혈적 수술 군의 직업 회복 기간 

보다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으며(p<.05) 술 전의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 또한 관혈적 수술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p<.05). 

본 연구를 통해 두 술식을 시행한 군 모두에서 우수한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zabo 등 11 은 주관절 외 상과염의 관혈적 

수술, 경피적 수술, 관절경 수술을 비교한 연구에서 세 술 식 모두가 

효과적이며 술식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Peart 등 10 

또한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의 임상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군간의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저자들은 술 전 인자와 임상적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작업 관련 DASH 점수의 호전 정도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작업 관련 DASH 점수의 

호전 정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Table 5). 연령이 

높은 경우 단 요수근 신근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높아 실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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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환 기간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DASH 점수의 호전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이는 보다 장기 추시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술 전 인자를 통제한 후에 두 군간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상 악력의 호전 정도가 관절경 수술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호전 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Table 6). 관절경 수술이 

총수지 신 근의 근막과 기시부를 보호하여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24 단 요수근 신근에 대해서는 변연절제 후 봉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요수근 신근의 봉합을 시행하는 관혈적 수술 

보다 근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악력의 호전이 관혈적 수술 보다 

저하될 수 있으며, 관절경 수술 군의 빠른 작업으로의 회복이 봉합을 

시행하지 못한 단 요수근 신근의 정상적인 치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해 악력의 호전 정도가 관혈적 수술 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관절경 수술 시 단 요수근 신근의 유리 후 봉합을 시행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단 요수근 신근의 관절경 봉합술이 

소개되고 있는데 Savoie 등 22 은 관절경 수술에 대한 보고에서 관절경 

수술 시 삽입구를 통해 유리술 후 남아있는 단 요수근 신근을 simple 

needle-retriever 술식을 이용하거나 anchor 를 이용하여 장요수근 

신근과 함께 봉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절경적 

봉합술은 주관절 관절경에 숙련된 술자만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관절경적 봉합이 관혈적 수술 시 시행하는 봉합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시 시각 상사 척도의 호전 정도도 관혈적 수술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술 후 12 개월의 작업 시 시각 상사 척도도 관혈적 수술 군 

평균 1.1 점, 관절경 수술 군 평균 1.7 점으로 관혈적 수술 군에서 

높았다. 특히 관절경 수술 군에서 술 후 12 개월의 추시 상 4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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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의 시각상사척도가 술 후 3 개월의 결과보다 오히려 악화된 

소견을 보였는데, 이 4 예의 환자는 모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중 2 예는 신체접촉이 많은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환자였다. 관절경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여 술 후 

각 3, 4 주에 직업으로 복귀를 시행한 예로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직업 활동 시에 통증의 발생과 근력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이 4 예에서 술 후 12 개월의 만족도 확인에서 작업 시의 

통증과 근력의 약화로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보였다.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에 있어서는 회내 관절 운동 범위가 관절경 

수술 군에서 더 높은 호전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관절경 수술의 장점 

중 하나인 빠른 회복에 의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술 후 12 개월의 회내 

관절 운동 범위는 관혈적 수술 군에서는 평균 84.5°, 관절경 수술 

군에서는 평균 85.2°을 보여 두 군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 근력의 회복이 환자의 기능에 

중요하거나 작업 중의 통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근력의 충분한 회복을 

위한 단 요수근 신근의 유리 후 봉합이 용이한 관혈적 수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단점이 있는 데 첫째는 표본수가 적다는 점이다. 

Janssen 등 25 이 주관절 외 상과염의 수술적 치료 시 DASH 점수의 

반응도에 대한 연구에서 효과 크기를 2.03 으로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본 수를 정하였지만 표본 수의 절대량이 작은 것은 단점이다. 또한 

추시 기간이 짧아 두가지 술식의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 모두 밝혀내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조직학적 검사의 동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변의 진행정도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혈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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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결과를 전향적으로 비교한 연구로 향후 지속적인 추시 연구의 가능 

시에는 관절경 수술과 관혈적 수술의 임상결과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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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만성 불응성 주관절 외 상과염의 수술적 치료에서 관절경 수술과 관혈적 

수술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근력의 회복이 중요하거나 술 전 작업시 통증이 심했던 환자에 있어서는 

두 술식에 장단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혈적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의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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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clinical outcomes of open surgery with arthroscopic 

surgery in chronic refractory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Chang Ho Y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eu Seung Yoon) 

 

In chronic refractory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patients, the clinical 

outcomes of the open surgery group (group 1) and the arthroscopic surgery 

group (group 2)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of the two procedures were 

compared. 

From July 2007 to October 2008, among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patients refractory to conservative treatments despite of the treatment for 6 

months, 68 patients satisfying the criteria of the selection of patients were 

recruited, clinical evaluation was performed prior to surgery, open surgery was 

performed on 34 cases (group 1), arthroscopic surgery was performed on 34 

cases (group 2), their clinical outcomes were evaluated 3 months and 12 

months after surgery, and analyzed statistically. 

In the evaluation of clinical results performed 12 months after surgery,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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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groups showed significantly improved values of the grip strength, the 

range of motion, and the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ore 

(DASH score)(p<.01). The improvement of the clinical outcomes of the two 

groups, 3 months after surgery as well as 12 months after surger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So, the improvement level of the clinical outcomes at 

12 months after surgery compared with preoperative values after adjust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tients and other variables by multivariate 

regression was analyzed. Between the two groups, the improved level of grip 

strength and the visual analogue pain scale at work of the group 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group 2(p=0.048,p=0.006). The improvement level of 

the range of motion of pronation of the group 2 was significantly higher 

(p=0.045) than group 1. The time returning to work of the group 2 was faster 

than group 1. Nonetheless, in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result of surgery assessed by subjec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1 shown higher than satisfaction results, in the group 2, unsatisfactory 

was shown in 4 cases (11.7 %). 

 In regard to surgical treatments for chronic refractory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both open surgery and arthroscopic surgery are methods that good 

results could be obtained, nonetheless, for patients requiring strong muscle 

strength or the level of pain at work is high, open surgery methods would be 

more helpful to the improvement of clinical outcomes. 

 

Key words: lateral epicondylitis of elbow, open surgery, arthroscopic surgery 


	II.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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