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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관절 전방 탈구와 슬관절 전방 탈구가 동반된 환자
- 증례 보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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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저자들은 61세 남자로 추락사고로 동시에 좌측 고관절 전방 탈구와 우측 슬관절 전방 탈구를 동반한 환자를 고관절과 슬관절에 대해
각각 도수 정복술을 시행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고관절 전방 탈구, 슬관절 전방 탈구

Patient Accompanied with Simultaneous Anterior Dislocation of
Hip and Anterior Dislocation of Knee
− A Case Report −
Hee-Gon Park,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We are reporting a case that a 61-year-old patient who had simultaneous anterior dislocation of left hip and anterior dislocation
of right knee after fall from a height injury was treated by closed reduction respectively.
Key Words: Anterior dislocation of hip, Anterior dislocation of knee

전방 탈구에 대해 견인 후 도수 정복술을 시행한 1예가 있
어 국내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고관절 탈구는 모든 관절 탈구의 2∼5%에서 발생하는
드문 경우로 전방 탈구가 전체 고관절 탈구의 9%에서 발
생하며 타 부위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5). 외상성
슬관절 탈구는 전체 탈구 중 0.001∼0.013%로 매우 드문
6)
손상이며 전방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 정형외과적
영역에서 응급을 요하는 경우의 하나로 슬관절 탈구 발생시
광범위한 연부조직 손상과 신경학적 손상 및 혈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동측에서 고관절 탈구와 슬
관절 탈구를 동반한 경우는 문헌에 보고되어 있으나1) 저자
들은 추락사고로 매우 드물게 동시에 좌측 고관절 전방 탈
구와 우측 슬관절 전방 탈구를 동반한 환자로 좌측 고관절에
대해서 Allis 방법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슬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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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
61세 남자 환자로 6 m 높이에서 작업도중 좌측 하지가
외전된 상태로 추락하여 수상, 본원 응급실 방문 시 좌측
고관절이 외전, 외회전 및 굴곡된 상태이며 우측 하지가
단축된 상태였다. 방사선 촬영상 좌측 고관절의 하방 탈구
형의 전방 탈구와 우측 슬관절의 전방 탈구가 동반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환자의 동반 손상으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과 혈기흉이 있어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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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diographs show Prereduction state.
(A) Radiographs show anterior
dislocation of left hip (B)
Radiographs show anterior dislocation of right knee.

Fig. 2. Radiographs show postreduction state.
(A, B) Post-reduction radiographs show complete reduction.

경 및 혈관에 대한 이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상 후 약 4시간째 좌측 고관절에 대해
Allis 방법으로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우측 슬관절의
전방 탈구에 대해 견인 후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도
수 정복 후 방사선 사진에서 해부학적 정복이 이루어진 것
을 확인하였고 (Fig. 2) 도수 정복 후 감각 신경 및 운동
신경 손상과 혈액 순환의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좌측 고관절에 대해서는 피부 견인을 시행하였고 우측 슬
관절에 대해서는 장 하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다. 우측
슬관절에 대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술을 시행하여 전방 십
자 인대 및 후방 십자 인대의 완전 파열과 내측 측부 인대
및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을 확인하였다 (Fig. 3). 수
상 후 1일째 하지에 대한 혈액 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 손상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Fig. 4) 수상 후 6일째 골 주사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늑골
골절 이외에 다른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고관절 탈구 중 후방 탈구는 대개 슬관절이 내회전, 고

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슬관절에 충격을 받음으로써 발생
되는데 전방 탈구는 대개 대퇴가 외전 상태에서 충격이 가
해짐으로써 더욱 외전되며 외회전이 일어나 발생하고 전방
탈구에 비해 후방 탈구의 빈도가 7배 높다. 그 이유로는
후방 관절막이 약하고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는 후방으
로 가해지는 힘의 빈도가 많으며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안정도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전방 탈구는 상
방 탈구와 하방 탈구로 나뉘며 대부분 하방 탈구이다. 하
방 탈구는 대퇴가 굴곡, 외전, 외회전 상태에서 발생하고
상방 탈구는 대퇴가 신전, 외전, 외회전 상태에서 발생한
다. 환자의 경우 수상 당시 의식을 잃어 정확한 발생 기전
을 알 수 없으나 고관절 전방 탈구 중 하방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퇴가 굴곡, 외전, 외회전 상태로 추락한 것
으로 생각된다.
고관절의 탈구 후 도수 정복까지 시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tewart와 Milford8)는 12시간 이내 정복된 예
중 약 91%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24시간 이후에
정복된 예에서는 불량하다고 하였으며 Thompson과 Epstein10)은 단순 전방 탈구의 경우 파열된 관절막의 재생을
위하여 최소한 3∼4주 동안 견인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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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B) MRI findings
indicate the ruptures of the
ACL and the PCL.
(C, D) MRI findings indicate
the partial tears of the MCL
and the LCL.

자들의 경우 수상 후 4시간에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3주
간 피부 견인을 시행하였다.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으로는
좌골 신경 마비,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외상성 관절염 및
10)
이소성 화골 등이 있다. Thompson과 Epstein 은 대부분
의 환자에서 정복 후 1년 후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으며
최소한 5년은 원격 관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합병증
발생을 진단하기 위해 정복 후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그
다음은 6개월마다 방사선 촬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좌골 신경 마비는 보이지 않았으며 다
른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시 관찰할 예정이다.
외상성 슬관절 탈구는 드문 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 혈
관 및 신경 손상을 동반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외상성 슬관절 탈구의 분류는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위치
에 따라서 전방, 후방, 내측, 외측 및 회전성 탈구로 분류
2)
하는데 제일 많은 발생빈도는 전방 탈구이다 . 특히 슬관
절의 전방 탈구의 경우 슬와동맥의 신연으로 혈관내벽에
미세손상이나 파열이 발생되어 동맥폐쇄가 일어나기 때문
에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슬와동맥 손상 환자에서 적

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 슬와동맥
손상을 동반한 슬관절 탈구 환자에서 Hoover3)와 Kennedy4)
는 각각 71%, 89%의 절단율을 보고하였다. 수술 시간까지
는 6∼8시간이 허용 범위이며 혈관 손상 시 치료의 주된
실패 원인은 진단의 지연이다.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확진
하기 위해서 대퇴동맥 혈관 조영술이나 Doppler기의 사용
을 필수적으로 권하고 있다. 슬관절 전방 탈구와 동반된
신경 손상은 혈관 손상보다 적어 10∼35%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며 수상 후 3
개월 정도는 신경 회복을 위해 관찰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저자들의 경우 슬관절의 전방 탈구를 확인하고 정복
후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
였고 이학적 검사에서 신경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 방법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손상의 정
도, 환자의 연령 및 활동성, 동반손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
된다. 혈관 손상이 없는 탈구에서의 치료는 즉각적인 도수
정복 후 Taylor 등9)은 6주간의 장하지 석고 부목 고정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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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인대가 부분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고 6주간의 장 하지
부목 고정 후 슬관절 운동 범위 관찰 후에 추가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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