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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군에서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과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식 간의 결과 비교
곽희철, 정수환, 김정한, 박대현, 추혜정*, 김대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Comparison of the Modified Bröstrom Repair Technique with and without
Augmentation Using Suture Tape for Chronic Ankle Instability
Heui-Chul Gwak, Soo-Hwan Jung, Jung-Han Kim, Dae-Hyun Park, Hye-Jung Choo*, Dae-Yoo Kim
Departments of Orthopedic Surgery and *Radiology, B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modified Broström repair (BR) technique has yielded good outcomes in patients with chronic ankle instability. This study
compared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between two groups of patients who underwent modified BR or lateral ligament augmentation using suture tapes (ST).
Materials and Methods: Seventy-seven patients (ST group [n=47], BR group [n=30]; body mass index <26.61 kg/m 2; mean age,
30.7±11.0 years [range, 17~39 years]; mean follow-up, 34.0±12.0 months [range, 24~59 month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between
January 2014 and July 2017. 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core (AOFAS), Foot
and Ankle Ability Measure (FAAM),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and Sefton grading system were used for clinical assessment. The
talar tilt angle and anterior talar translation were measured using the Telos stress device (Telos GmbH, Marburg, Germany) at 150 N for
radiological evaluation.
Results: FAOS, AOFAS, FAAM, and VAS scores improved in both groups at final follow-up (ST, 91.1±5.2, 93±2, 88.1±4.5, 1.5±0.7 vs.
BR, 91.3±5.4, 93±3, 83.3±4.8, 1.2±0.7, respectively; p=0.854, 0.971, <0.001, 0.04,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FAOS, mean sports activity scores for the ST and BR groups at the final follow-up were 90.3±3.2 and 76.6±4.2, respectively, reflecting superior outcomes in the
ST group (p<0.001). Sefton grading revealed satisfactory functional outcomes (ST, 91.5% vs. BR, 90.0%) .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talar tilt angle and anterior talar translation in both the ST and BR groups (7.6°±1.2°, 10.5±1.8 mm vs. 4.9°±1.1°, 7.9±1.5
mm, respectively; p<0.001).
Conclusion: The ST group demonstrated comparable clinical but better improvement in mechanical stability and FAOS sports scores
than the B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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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외측 발목 염좌는 정형외과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손상으
로, 등산 및 레저스포츠 활동 증가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
측 발목 염좌 환자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되지만, 일
부에서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나타난다.1-4) 만성 족관절 불안정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술식들 중, 변형 Broström 술식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결과 역시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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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지속되는 발목 불안정성과 감염 등과 같은 변형 Broström 술

건 문제가 동반된 경우 등은 단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또는 변연

식의 단점들이 보고되고, 족관절 불안정성의 수술적인 치료에 있어

절제술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1) 육체

1,5)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비 흡수성 봉합
6-8)

테이프(nonabsorbable suture tape)가 등장하였다.

노동자 혹은 운동 선수, (2) 기능적 불안정성(functional instabil-

그러나 이에

ity), 주관적인 느낌의 발목 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 고유 체위 감각

대한 후향적인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는 많이 없는

(proprioceptive) 및 신경근 결손(neuromuscular deficits)으로 인

상태이다. 저자들은 기존의 고전적인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한 반복적인 발목의 염좌가 있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봉합 테이프를 추가(augmentation)한다면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Fig. 1).

가진 환자에서 우수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일 것이라 가
정하고,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에 있어 기존의 변형 Broström 술식
과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1.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
식(ST 그룹)
필요 시 전내측 또는 전외측 삽입구를 이용하여 관절경적 활액
막 절제술 또는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 거비 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의 주행 경로를 따라 피부 절개를 가하였

대상 및 방법

다. 거골 경부에 있는 전 거비 인대의 부착부(footprint)에서 Swiv본 연구는 사전에 저자들의 연구기관 내 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었

eLock biocomposite 봉합 나사(suture anchor, 4.75 mm in

다(IRB no. 19-0155).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자 77명

diameter; Arthrex, Naples, FL, USA)를 봉합 테이프(FiberWire

(남자 26명[33.7%], 여자 51명[66.4%]; body mass index <26.61

suture tape, Arthrex)를 이용하여 거골의 체부 쪽으로 삽입하였다.

kg/m2)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추시가 가능한 만성 족관절 불안

다음으로 바늘에 연결하여 관절낭을 통과시켰다(Fig. 2A). 이후 비

정성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대해서 후향적 연구를 진행

골에 드릴 구멍을 만들고 봉합 테이프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

하였다(Table 1). 수술은 동일한 한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시행

절낭과 전 거비 인대를 봉합하고 하 신전 지대(inferior extensor

하였으며, 최종 77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30.7±11.0세(17∼39

retinaculum)를 당겨 외과의 골막과 관절낭에 봉합하여 보강시켰

세)이며, 평균 추시 기간은 34.0±12.0개월(24∼59개월)이었다. 변
형 Broström 술식은 30예(39.0%), 변형 Broström 술식과 비 흡수
성 봉합 테이프의 사용은 47예(61.0%)였다.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1) 족관절에 대한 주관적인 불안정을 호소하는 환자로, 6개월 이상
반복적인 발목 염좌 수상력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한 경우, (2) 반대
측 족관절과 비교했을 때 내반 부하 검사(varus stress test) 시 명확
한 족관절 불안정성이 확인되었거나, 이학적 검사 시 족관절 외측 인
대 부위의 압통이 확인된 경우로 하였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이외
의 동반된 병변이 있는 경우는 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방사선 검
사,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골연골 병변 또는 비골

Table 1. Demographics
Classification
Sex
Female
Male
Age (yr)

Group (n=77)
ST group (n=47)

BR group (n=30)

27
20
31.00±15.00

24
6
29.33±12.01

p-value
0.041

0.6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fined at the 5% (p<0.05) level.
ST: suture tapes, BR: Broström repair.

96 Operation of chronic ankle instability
January 2014 to July 2017
Excluded
- Follow-up <2 years (n=7)
- Heavy labors and athletes (n=3)
- Concomitant osteochondral lesions (n=8)
- Proprioceptive and neuromuscular deficits (n=1)
77 Chronic ankle instability

ST group (n=47)
Lateral ligament augmentation
using suture tape

BR group (n=30)
Modified Brostrom repair

Figure 1. Patient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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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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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aoperative photographs. (A) The
first drill hole is made at the footprint of the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TFL) on the
talus. The talus is drilled at 45° to the sagittal
plane with the foot in a neutral position. (B)
The second drill hole is drilled at the footprint
of the ATFL on the fibula.

L

R

A

L

B

Figure 3. Accurate suture anchor position and ankle stability are confirmed
using (A) anteroposterior and (B) lateral view of plain radiograph.

다. 이때 비골건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며 주의

A

B

Figure 4. Mechanical stability was evaluated using the varus stress test (A)
and anterior drawer test (B), measured using the Telos device (Telos GmbH,
Marburg, Germany) at 150 N.

하였다. 최대한 긴장을 준 상태에서 봉합 테이프를 고정하였으며 이
때에 족관절의 위치는 중립 굴곡과 5° 외반을 유지하였다. 남은 봉합

작하였다. 수술 이전의 운동 상태 정도의 활동은 술 후 3개월째 부

테이프는 봉합 나사 위치에서 잘라 제거하였다(Fig. 2B). 피하조직과

하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족관절의 안정성이 확인된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정확한 삽입 위치와 족관절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77명의 환자가 사전에 약속된 시기(술 후 6개

의 안정성은 수술 중 C-arm을 촬영하여 확인하였다(Fig. 3).

월, 1년, 2년)에 맞추어 추시를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추시인 수술
후 2년째 임상적 결과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맞추

2. 변형 Broström 술식(BR 그룹)
필요 시 전내측 또는 전외측 삽입구를 이용하여 관절경적 활액막

지 못한 환자의 경우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하고, 내원하
여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절제술 또는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 거비 인대의 주행 경로를
따라 피부 절개를 가하였다. 하 신전 지대를 확인하고 주변을 박리하

4.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지표

여 움직이게 하였다. 관절낭을 절개하여 전 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FAOS),10) American Or-

확인하고 절개하였다. 이후 비골 외과의 전방 및 원위 경계로부터 골

thopedic Foot and Ankle Score (AOFAS),11,12) Foot and Ankle

막을 박리하여 근위부로 견인하였다. 전 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의 이

Ability Measure (FAAM) score,13) Sefton grading system,4) 그리

완된 부분을 일부 절제한 뒤 겹쳐서 봉합(imbrication)하고 하 신전

고 visual analogue scale (VAS) 점수14)를 이용하여 수술 전후 임상

지대를 당겨서 보강하여 봉합하였다. 인대 봉합 시에는 족근 관절을

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FAOS, AOFAS, FAAM, VAS 점수는 술 전,

중립 굴곡, 5° 외반 위치에서 인대 봉합을 시행하였고 피하조직과 피

최종 추시(술 후 24개월)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FAOS는 자가 평가

9)

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방식이며, 총 42개의 문항 내에 통증, 기타 증상, 일상 생활 정도, 스
포츠 활동, 삶의 질의 5그룹의 평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OFAS

3. 재활 및 수술 후 관리

는 발목과 족 후부에 대한 평가로 통증 40점, 기능 50점, 정렬 10

술 후 2주간 단하지 부목 고정 및 목발 사용하여 견딜 수 있을 정

점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점으로 계산한다.

도의 체중부하 상태를 유지하였다. 술 후 2주부터 발목 보조기를 이

FAAM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21문항 및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21문

용하여 관절 가동 범위(range of motion) 운동과 함께 부분 체중부

항으로 평가한다. Sefton grade는 최종 추시 시에 활용하며 excel-

하를 시작하였고, 4주차에 비골 근 강화 운동과 고유 감각 훈련을 시

lent, good, fair, poor의 척도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Se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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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로 평가 시 good 또는 excellent로 평가된 경우 만족스러운

문의가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며 2회 측정 후 평균한 값을 평가에

결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증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

이용하였다. 거골 경사각은 거골의 상부 관절면과 경골 관절면 사이

여 0에서 10까지의 VAS 점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0점은

의 각을 측정하였고, 거골 전방 전위 정도는 경골 관절면의 후방 경

통증 및 불편감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0점은 운동의 수

계에서 거골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였다. 관찰자 간 신뢰

행 시 심한 통증 및 불편감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다. 기계적인 안정

도(inter-observer reliability)는 거골 경사각과 전방 전위 정도에

성의 경우 전방 전위 방사선 검사(anterior drawer test)와 내반 부

서 각각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

하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측정은 Telos equipment (Telos

0.752∼0.914, 0.814∼0.925로 양호(good) 및 우수(excellent)의

GmbH, Marburg, Germany)를 이용하여 150 N의 동일한 부하를

결과를 보였다.

가하여 시행하였으며, 술 전과 최종 추시 시에 각각 검사하였다(Fig.
4). 거골 경사각(talar tilt angle)과 거골 전방 전위 정도(anterior
talar translation)는 2명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1명의 영상의학과 전

5. 통계분석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IBM SPSS version 19.0; IBM Corp., Armonk, NY,

Table 2. Comparison of the Clinical Outcomes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AOFAS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VAS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AM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total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pain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symptoms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ADL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sports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FAOS QOL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ST group

BR group

p-value

67±8
93±2
<0.001

64±7
93±3
<0.001

0.372
0.971

3±1
1.5±0.7
<0.001

3.1±0.5
1.2±0.7
<0.001

0.386
0.04

71±4.1
88.1±4.5
<0.001

67.5±5.4
83.3±4.8
<0.001

0.019
<0.001

61.4±10.2
91.1±5.2
<0.001

60.7±10
91.3±5.4
<0.001

0.749
0.854

80.9±4.9
93.2±1.7
<0.001

64.9±7.2
88.6±1.3
<0.001

<0.001
<0.001

74±4.5
93.9±3
<0.001

57±6.1
85.53±3.4
<0.001

<0.001
<0.001

67.4±8.6
94.3±1.5
<0.001

45.3±7.4
90.3±1.1
<0.001

<0.001
<0.001

46±8.2
90.3±3.2
<0.001

27.3±5.9
76.6±4.2
<0.001

<0.001
<0.001

68.9±5.3
95.1±1
<0.001

53±4
92.8±0.8
<0.001

<0.001
<0.001

USA).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변형 Broström 술식의 수술 전후의 결
과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식
의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
다. 두 그룹 간의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다만 성별(sex)에 대
해서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p<0.05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ICC를 분
석하였으며 <0.5, poor (불량); 0.5∼0.75, fair (보통); >0.75∼0.9,
good (양호); 그리고 >0.9, excellent (우수)로 해석하였다.

결

과

1.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
식(ST 그룹)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임상적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01). 술 전후로 AOFAS, VAS, FAAM, FAOS total
점수의 증가 값은 각각 26.1±6, ―1.5±0.3, 17±0.4, 29.7±5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Sefton grade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 suture tapes, BR: Broström repair, AOFAS: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core, VAS: visual analogue scale, FAAM: Foot and Ankle Ability
Measure, FAOS: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QOL: quality of life.

최종 추시 시 excellent 15예, good 28예 결과를 보여 91.5%에서
Table 3. Evaluation of Sefton Grading System in Two Groups
Sefton grading system
Excellent
Full activity including strenuous sport. No pain,
swelling, or giving way
Good
Occasional aching only after strenuous exercise.
No giving way or feeling of apprehension
Fair
No giving way but some remaining apprehension,
especially on rough ground.
Poor
Recurrent instability and giving way in normal
activities, with episodes of pain and swelling

ST group BR group
(n=47)
(n=30)
15

8

28

19

4

3

0

0

ST: suture tapes, BR: Broström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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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ress radiograph of a 33-year-old male patient. Radiograph showing the preoperative finding of (A) talar tilt angle and (B) anterior talar translation
11.4°, 12.52 mm respectively. (B) Radiograph showing the postoperative finding of (C) talar tilt angle and (D) anterior talar translation 3.4°, 4.93 mm respectively.

만족할만한 기능적 결과를 얻었다(Table 3).

Table 4. Evaluation of Mechanical Stability through Stress Radiographs
Variable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방사선 결과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 거골 경사각 및 거골 전방 전위 정도의 감소 값은 각
각 평균 7.6°±1.2°, 10.5±1.8 mm로 나타났다(p<0.001) (Fig. 5,
Table 4).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창상 감염이 4예, 신경 자극이 4예
씩 관찰되었으며 상처 부위에 국소 감염 1예는 항생제 요법과 상처
관리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2. 변형 Broström 술식(BR 그룹)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임상적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Talar tilt angle (°)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Anterior talar translation (mm)
Preoperative
Final follow-up
p-value

ST group

BR group

p-value

13.1±1.6
5.5±0.4
<0.001

9.3±1.5
4.4±0.4
<0.001

<0.001
<0.001

16.3±2.9
5.8±1.1
<0.001

10.1±2.2
2.2±0.7
<0.001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 suture tapes, BR: Broström repair.

향상되었다(p<0.001). 술 전후로 AOFAS, VAS, FAAM, FAOS total
의 증가 값은 각각 29±4, ―1.9±0.9, 15.8±0.6, 30.6±4.6로 나

p<0.001)에서 모두 더 큰 폭의 유의한 감소(change)를 보였다

타났다(p<0.001) (Table 2). Sefton grade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최

(Table 4).

종 추시 시 excellent 8예, good 19예의 결과를 보여 90.0%에서 만
족할만한 기능적 결과를 얻었다(Table 3).

고

찰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방사선 결과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거골 경사각 및 거골 전방 전위 정도의 감소 값은 각각

외측 발목 염좌 이후의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정형외과적으로

평균 4.9°±1.1°, 7.9±1.5 mm로 나타났다(p<0.001) (Table 4). 수

흔한 질환 중 하나이고,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많은 술식들이 소개되

술 후 합병증은 창상 감염 1예, 신경 자극 2예(완치), 피부 자극 6예

고 있지만 가장 적합한 술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Karls-

(4예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예에서 매듭 제거)가 있었다.

son과 Lansinger15)는 Broström 술식과 유사한 해부학적 봉합의 결
과 87%의 환자가 6년 추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3. 두 그룹 간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비교 결과

다. 변형 Broström 술식은 외측 인대들을 해부학적 위치로 봉합하

최종 추시에서 VAS, FAAM, FAOS의 하위 항목(p=0.04, <0.001,

는 과정이다. 이는 주로 발목 강화 또는 재활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

<0.001)에서 두 그룹 모두 술 전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의

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환자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하지만 FAOS sports 항목의 점수

Huang 등16)은 32예의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를 대상으로 변형

에서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이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해(90.3±

Broström 술식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종 추시에서 16예 매우 만

3.2 vs. 76.6±4.2, p<0.001)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Table 2).

족, 10예 만족, 3예 양호를 나타냈다. Hassan 등17)도 21예의 변형

방사선학적 결과 비교에서는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이 변형

Broström 술식의 후향적 고찰을 통해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였다.

Broström 술식에 비해 거골 경사각(7.6°±1.2° vs. 4.9°±1.1°,

15예(71.4%) 매우 우수, 3예(14.3%) 우수, 1예(4.8%)에서 양호한 결

p<0.001)과 거골 전방 전위 정도(10.5±1.8 mm, 7.9±1.5 mm,

과를 보고하였다. Coetzee 등18)은 81예(남자 30명, 여자 5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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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Broström 술식에 봉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식의 추시 결과를

남아 있어야 봉합이 가능하며 이는 불안정성의 잔존으로 이어질 수

보고하였다. AOFAS 평균 점수는 94.3, 79.0%의 환자에서 FAAM

있다는 점이다.23,24) 또한 봉합 매듭에 의한 피부 자극을 합병증 중 하

Sports 항목의 점수가 90점 이상을 나타냈다.

나로 들 수 있다. 이는 보다 견고한 봉합을 위하여 봉합을 더 많이 시

변형 Broström 술식 또는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의 만족스러운

행할수록 피부 자극의 합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5)

결과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어 왔지만,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보고

또한 인대 봉합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장(elongation)되는

들 중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와 함께 변형 Broström 술식과 변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26) 본 연구에서는 2년의 추시 결과 거

형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하여 사용한 술

골 경사각과 거골 전방 전위 정도가 증가하거나 불안정성의 재발을

식 간의 비교 연구는 많이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 흡수성 봉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

합 테이프를 추가한 술식이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해 비슷한 임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의 장점 중 한 가지는 봉합 매듭 등에 의한

상적 결과를 보이지만, 족관절의 기계적 안정성을 더 큰 폭으로 회

피부 자극이 적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형 Broström 술식에

복시키고, FAOS sport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u 등19)은 변

서는 6예,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에서는 4예로 나타났다.

형 Broström 술식군 25예와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군 28예의 임상

반면,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의 단점으로 기계적 파손, 이물반응

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소 2년 추시 관찰에서 변형

(foreign body reaction), 만성 염증반응, 감염 등의 합병증이 보고

Broström 그룹에 비해 봉합 테이프 그룹에서 FAAM sport와 total

되고 있지만,2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봉합 테이프는 관절낭 외부에 위

FAMM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Cho 등20)

치하여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흡수 테이프

도 변형 Broström 술식군 27예와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군 28예의

소재에 대한 장기 추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수술 시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비교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2년 이상의 추시에서

기존 봉합 나사 및 봉합 테이프의 제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결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Li 등21)은 2년 이상 추시

책으로 금속 봉합 나사보다는 흡수성 나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한 무작위 비교연구(randomized comparative study) 연구들을 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계적 안정성이 장기 추시 관찰에도 유

함한 체계적 고찰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AOFAS, FAOS, FAAM, 거

지될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골 경사각, 전방 전위 정도, 합병증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봉합 테이프가 생물학적(biologic healing)
으로 얼마나 족관절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의 결과 비교에서,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 그룹이 FAOS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조직학적, 자기공명영상

sports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는 점과(p<0.001), 술 전

검사, 이차적 관절경적 소견을 통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후로 거골 경사각과 전방 전위 정도의 차이(change)가 더 큰 폭으로

한 적은 케이스의 후향적인 연구라는 점에 있어 추가적으로 전향적

감소(p<0.001) 하였다는 결과가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본 연구의 차

인 무작위 비교연구(randomized comparative study)가 앞으로 필

별점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요하겠다. 그리고 변형 Broström 술식군과 봉합 테이프군의 사례

8)

Viens 등 은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의 생체역학적 연구의 결과

수가 각각 30예와 47예이고, 봉합 테이프 군에서 남자 환자의 수가

를 보고하였는데 정상적인 전 거비 인대와 봉합 테이프의 최대 부하

더 많은 점 등이 선택 편향(selection bias)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장력(load to failure)은 각각 154.0±63.7 N, 315.5±66.8 N으로

에 표본의 크기와 남자 환자의 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

22)

나타났다. 또한 Schuh 등 도 봉합 테이프 술식이 변형 Broström

자들은 본 연구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봉합 테

술식에 비해서 최대 부하 각도(angle at failure)와 최대 부하 토크

이프를 이용한 인대 보강이 족관절의 불안정성에 기계적 안정성을

(failure torque)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수

회복시켜주고 이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

술 이후에 전 거비 인대가 치유(healing)되는 동안 봉합 테이프가 족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해 우수한 기계적

관절에 안정성을 주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

안정성은 추가적인 손상(recurrent sprain)을 방지하는 효과 또한

유로 본 연구에서도 봉합 테이프 추가 술식 그룹에서 더 높은 FAOS

있어 장기적이고 점진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ports 점수와 큰 폭의 방사선학적 변화의 차이를 보였다고 저자들
은 생각한다.

결

론

또한, 두 군 모두에서 90% 정도의 환자들은 2년 이후의 추시 결과
Sefton scale에서 Good – Excellent의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좋지

변형 Broström 술식에 비 흡수성 봉합 테이프를 추가하여 사용

않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봉합의 실패, 감염, 또는 족관절의 퇴행성

한 술식은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술식은 변형

기존 변형 Broström 술식의 단점은 적절한 질과 양의 인대조직이

Broström 술식에 비해 비슷한 임상적 결과를 보이지만 족관절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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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안정성을 더 큰 폭으로 회복시키고, FAOS sport 점수가 높았
으며 술 후 피부 자극, 반흔 형성이 덜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진적인 신장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기계적인 족관절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추시 결과
와 봉합 테이프 술식의 적절한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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