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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외측 발목 염좌, 경비 인대 염좌(tibiofibular syndesmosis, 

high ankle sprain), 내측 발목 염좌(deltoid ligament)로 나눌 수 있

다. 이 중 가장 많은 경우는 발목의 족저 굴곡 자세에서 내번력(in-

version)에 의해 외측 인대 복합체의 손상을 일으키는 외측 발목 염

좌로서, 전체 발목 염좌의 약 90%∼9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일반적으로 수상 후 3주 이내의 발목 인대 손상

을 급성 염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대처

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제대로 치료받

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에 최근 두드러지는 경향인 과도한 진

단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5) 급성 외측 발목 염좌의 약 

20%∼30%는 재손상이나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증으로 이행된다

고 보고되어 있으므로6) 발목 염좌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료와 재발

의 예방 조치는 만성 불안정증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또한 외측 발목 염좌와 자주 동반되는 비골건 손상, 발목 관

절의 골연골 골절 또는 활액막 손상, 내측 인대 손상, 경비 인대결

합 손상, 발목 주위 신경의 견인 손상 등은 염좌 후 만성 통증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7,8)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다른 질환이나 손상과 마

찬가지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발목 염좌 환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법과 임

서      론

발목 염좌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으로 미국의 경우 

전체의 약 15%∼25%가량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응급실

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 7%∼10%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연령별로는 15∼19세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

로 남성과 여성의 발생 빈도가 비슷하였으나 15∼19세에서는 남

성에서, 3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발목 염좌가 더 흔하게 발생한다

고 보고되어 있다.2)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

정이나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목 염좌

는 관절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인대의 손상을 야기하며 해부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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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문에

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토대로 급성 외측 발목 염좌의 치

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발목 관절 외측 인대의 해부학 및 손상 기전

발목 관절의 외측 인대 복합체는 세 개의 인대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 거비 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TFL), 종비 인대

(calcaneofibular ligament, CFL), 후 거비 인대(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 PTFL)가 해당된다. 전 거비 인대의 길이는 15∼20 mm

로 발목 관절의 전외측을 지나며 비골의 전하방과 거골 체부의 관

절면 바로 전방을 연결한다. 비골의 기시부에서부터 바닥에 대해 

약 75。의 각을 이루며 폭은 6∼8 mm, 두께는 2 mm 정도이다. 발

의 종축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발목 관절이 중립인 위치에서는 

내반력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 약하며 주로 거골의 전방 전위 및 내

회전을 막아주나 족저 굴곡된 상태에서는 내반력에 대해 일차적으

로 저항하는 구조물이다. 후 거비 인대는 비골의 후방 경계부에서 

거골 후방 결절 외측 돌기로 가는 두터운 인대이다. 인대의 길이는 

25∼30 mm, 폭은 5∼6 mm, 두께는 5∼8 mm로 알려져 있다. 거골 

후방에서는 넓게 퍼져서 거골의 뒤쪽에 붙으며, 관절낭과 연결되

어 거골과 비골로 주행하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종비 

인대는 전 거비 인대가 비골 외과에 부착하는 곳의 직하방, 비골건 

심부에서 내측 및 후하방으로 주행하여 종골 결절의 외측면에 붙

는다. 종비 인대는 전 거비 인대가 관절낭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비골 건막으로 이어지며 길이는 20∼30 mm, 폭은 4∼8 mm, 

3∼5 mm의 두께를 갖는다. 발목 관절이 족저 굴곡된 상태에서는 

비골과 약 90。의 각을 이루므로 발목의 내반이나 거골하 관절의 내

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중립 또는 족배 굴곡 시 긴장

되어 내반을 방지하는 구조물로 작용하게 된다. 종비 인대와 전 거

비 인대는 약 104。∼132。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며 인대 재건술 시

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9) 특징적으로 종비 인대는 발

목 관절과 거골하 관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양쪽 관절의 안정

성과 생역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이다.

체중부하를 가한 상태에서는 관절의 격자(mortise) 구조가 발목

의 안정성에 일차적으로 기여하나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 

인대 구조물들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각각의 인대는 발과 발목의 위치에 따라 발목 

관절과 거골하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목 관절을 

족배 굴곡시킨 상태에서는 전 거비 인대가 느슨해지는 반면, 종비 

인대는 팽팽해진다. 발목 관절의 족저 굴곡 상태에서는 반대의 상

황이 일어나는데, 전 거비 인대는 팽팽해지고 종비 인대는 느슨해

진다. 후 거비 인대는 족배 굴곡 시에 최대로 팽팽해지게 되며 발

목 관절 내측 인대와 함께 족배 굴곡을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발목의 족저 굴곡 자세에서는 골성 구조에 의한 해부학

적 안정성이 취약해지며 인대 복합체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되는

데, 이 자세에서 주로 내번 손상을 받아 발목 관절 외측 인대의 손

상이 가장 흔하다.

2. 외측 인대 손상의 진단

1) 임상적 평가

발목 관절 외측 염좌 시 환자는 때때로 툭하는 느낌이나 소리를 

듣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통증과 함께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

험하게 된다. 인대의 손상은 대개 달리기나 점프에서 착지하면서 

발생하게 되며, 환자는 발목 관절의 내번, 족저 굴곡 혹은 내회전 

등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부종과 통증은 수상 후 즉시 생기는

데, 특히 인대의 완전 파열 또는 둘 이상의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체중부하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신체검사를 통

해 손상된 인대 부위의 부종과 압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촉진이 가능하다. 발목 관절의 움

직임은 대개 족배 굴곡, 족저 굴곡, 내번의 제한이 발생한다. 전 거

비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전방 견인 검사에서 통증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완전 파열 시 부분 파열보다 오히려 통증이 덜한 경우가 있

다. 전방 전위 검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환자를 의자에 

앉혀서 발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경

골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꿈치 뒤쪽을 잡아서 앞으로 당기

는 방법과 둘째, 환자를 눕히거나 앉힌 상태에서 무릎을 60。∼90。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고정시켜 경골을 뒤로 밀어주는 방법

이 있다. 전 거비 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 거골의 전방 전위와 함

께 발목의 전외측 부위에 ‘suction sign’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이 전위되면서 발생한 관절 내 음압으로 인하여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종비 인대가 파열된 경우

에는 발목 관절 내반 시 통증이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급성 손상 환자의 경우 이러한 내반 부하 검사를 통해 발목 관절과 

거골하 관절의 손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급성 손상 환

자에서 국소마취 없이 이 검사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손상 후 

1∼2주가량 단하지 석고부목 고정술을 시행하여 통증 및 부종을 

감소시킨 후 손상된 인대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

다.

발목 관절 염좌 시 발목 주변 구조물들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가 흔하며 만성 통증이나 기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사와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발목 관절 주변의 견열 

골절이나 신경 손상, 건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비 인대결합

의 손상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므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족부의 요내반 변형(cavovarus), 전신

성 인대 이완증(generalized ligamentous laxity)이나 관절의 과운동

성(hypermobility) 등 발목 관절 외측 염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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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방사선학적 평가

일단 임상적 평가를 내렸다면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의 방사선학

적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전후면, 측면 및 

격자상의 발목 관절 촬영을 하게 되며, 발생 가능한 동반 손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족부의 전후면, 사선 영상도 같이 촬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본적인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견열 골절, 관절면을 포함

한 골연골 손상, 잠재 골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발

목 염좌 손상 시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초기 부종이 심하고 환자의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손상된 인대의 추가 손상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위 마취를 통해 통증

을 제거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기타 평가 방법

이외에도 관절 조영술(arthrography), 초음파 검사(ultrasonogra-

phy),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및 자기공명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인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시술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전 거비 인대의 손

상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은 초음파와 MRI가 각각 91%, 97% 정도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최근에는 스트레스 부하하에서의 초

음파(dynamic ultrasound) 검사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급성 인

대 손상의 진단뿐 아니라 만성 발목 불안정증의 치료 시에도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MRI는 발목 관

절 외측 인대의 파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인

대뿐만 아니라 건과 골 조직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급성 염좌 환자에서의 비용대비 효율성(cost-effectiveness) 및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의문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약 6주간의 보존적인 치료 이후

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CT 또는 MRI 촬영을 시행

하여 초진 시 간과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3. 외측 인대 손상의 분류

발목 관절 외측 인대 손상에 대하여 많은 분류 방법이 있으며 대

개 3단계 분류를 통해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

대 손상의 분류에서 1단계는 인대의 이완, 2단계는 인대의 부분 파

열,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을 보이는 심한 손상을 의미한다.12)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른 분류법에서는 1단계를 전 거비 인대의 파

열, 2단계를 전 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의 파열, 3단계를 후 거비 인

대를 포함한 모든 외측 인대의 파열로 나누고 있다.13) 또 다른 분류

에서는 임상적 증상에 따라 1단계를 경미한 부종 및 압통이 있으나 

불안정성이 없는 단계, 2단계를 중등도의 불안정성과 함께 통증, 

부종,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단계, 3단계를 심한 불안정성과 함께 

걷기가 힘들며 목발 등의 보조가 필요한 단계로 분류하였다(Table 

1).14)

그러나 치료의 관점에서 보다 실제적인 분류는 신체검사(전방 

전위 및 내반 부하 검사)와 스트레스 방사선검사를 통해 발목 관절

의 불안정성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Table 2).15) 우선 안정

군(type I)과 불안정군(type II)으로 분류한 후 다시 불안정군을 비

운동선수나 고령의 환자를 포함하는 group 1과 젊은 운동선수 그

룹인 group 2로 분류하여 각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분

Table 1. Clinical Classification of Lateral Ankle Ligaments Injury14)

Grade Injured ligament Clinical symptoms Stress test

I ATFL stretched Mild swelling and tenderness

Minimal difficulty with ROM and weightbearing

Anterior drawer test (―)

Varus tilt test (―)

II ATFL torn and/or CFL tear Moderate swelling and ecchymosis

Anterolateral ankle tenderness

Restricted ROM, increasing difficulty to bear weight

Anterior drawer test (+)

Varus tilt test (―)

III ATFL, CFL torn and/or PTFL tear Diffuse swelling and ecchymosis

Tenderness over anterolateral capsule, ATFL, CFL

Inability to bear weight

Anterior drawer test (+)

Varus tilt test (+)

Data from the article of Jackson et al. (Clin Orthop Relat Res. 1974;101:201-15).14)

ATFL: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CFL: calcaneofibular ligament, PTFL: 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 ROM: range of motion.

Table 2. Classification of Lateral Ankle Ligament Injury and Treatment 

Recommendations15)

Classification Criteria Recommendation

Type I Stable ankle to clinical testing

(with anesthesia, if necessary)

Symptomatic 

treatment

Type II Unstable ankle with positive 

anterior drawer test  or positive 

talar tilt test or both

   Group 1 Nonathlete or older patient Functional treatment

   Group 2 Athlete or high-demand patient

      Type A Negative radiographic stress test Functional treatment

      Type B Positive radiographic stress test 

(talar tilt angle >15。, anterior 

talar translation >10 mm)

Surgical repair

      Type C Subtalar instability (+) Functional treatment

Data from the book of Coughlin and Mann (Surgery of the foot and 

ankle. 7th ed. St. Louis: Mosby; 1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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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서,15) group 2에서 명확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봉합을 고려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보존적인 기능적 치료(brac-

ing and early rehabilitation)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확

한 신체검사상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type II), 스트

레스 방사선검사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4. 급성 외측 인대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는 대부분의 급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이며 운동선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종이 심한 

급성기의 수술적 치료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대부분 우

선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권장되며,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는 환

자들 중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한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

반적인 원칙이다.9,16,17) 1단계(인대의 이완) 및 2단계(인대의 부분 

파열)의 염좌에서 보존적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며, 심한 불안정성이 동반된 3단계(인대의 완전 파열) 염좌 손상에

서도 발목 관절의 족배 굴곡을 통해 전 거비 인대의 재접합이 가능

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8) 수상 직후의 첫 번째 시기에는 통증의 

감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단하지 석고부목(splint) 고정 또는 보행 

부츠(walker boots)를 착용하고 얼음찜질, 하지 거상 등의 PRICE 

(protection, rest, ice, compression, and elevation) 요법을 먼저 시

행한다. 부종 및 통증이 심한 경우 발목 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신

체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손상 후 1∼2주가량 단하지 석고부목 고

정술을 시행하여 통증 및 부종을 감소시킨 후, 손상된 인대에 대

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4,1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

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의 지속적인 사용에 의

해 손상된 인대나 건 조직의 재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있으나20) 일반적으로 통증 및 부종의 감소와 함께 일상적 활동

으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되므로 손상 초기 단기간의 사용은 권

장되는 편이다.21) 부종 및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된 두 번째 시기에

는 대개 등자형 보조기(stirrup brace, aircast)를 착용한 후 발목 관

절 운동(mobilization)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중부하를 허용한다.17) 이 시기의 목표는 환

자가 통증 없이 체중부하를 시행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

키는 것이며 목발은 완전 체중부하가 가능해지는 시기에 제거한

다. 등자형 보조기의 착용은 손상된 인대 내의 콜라겐이 충분히 증

가하여 인장 강도가 향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 3주 

이상의 착용이 권장된다.22)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에는 좀 더 적

극적으로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발목 관절 주위의 근력 강화운

동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력 약화, 고유수용감각

(proprioception)의 감소, 자세 조정능력 저하 등을 예방하여 재손

상이나 만성 불안정증으로의 이행을 방지한다.23) 많은 저자들이 

급성 발목 염좌 후의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효율적인 재활치료

(efficiency of the physiotherapy program)임을 제시하고 있다.24,25)

1) 고정 및 보호(protection and rest)

장시간의 부목 고정은 관절 강직, 근위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손상 단계에 관계없이 1∼2주 정도의 단기간 부목 고정 후 부

종 및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 등자형 보조기로 교체하여 발목

의 관절 운동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22,25-28) 이런 형태의 

보조기 중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공기 주입식 보조기(aircast)는 내

측과 외측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착이 쉽고 신발과 함께 착

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석고 깁스(cast)를 이용한 전통적인 고정 

요법은 즉각적인 통증 감소 및 환자가 더 안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저자들이 보조기를 이용한 기능적 치

료에 비해 덜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29,30) 근육의 

위축(muscle wasting)과 관절 운동 제한(stiffness)의 단점이 있어 

특히 운동선수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두 보존적 치료방법 

사이의 무작위 비교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문헌에서도 고정 

치료보다 기능적 치료를 받은 경우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가 더 

빨랐고, 주관적 불안정성의 잔존 및 염좌의 재발률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0) 기능적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기 중 발목

보호대(elastic ankle bandage)는 테이핑 요법에 비해 피부 자극과 

같은 합병증이 적었으나 직장 또는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가 더 

늦었으며, 지지대가 있는 보조기(semirigid or lace-up brace)에 비

해 불안정증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 일반적으로 지지대가 있는 보

조기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26,27)

2) 냉 찜질(ice)

급성 발목 염좌 시의 광범위한 임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냉 찜

질(cryotherapy)의 효과에 관한 정확한 생리학적 근거는 아직 완

전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혈관수축(vasoconstriction) 작용을 통

한 부종의 감소와 신경전도 지연(nerve conduction latency)을 통

한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2) 대개 통증 및 부

종의 감소를 위해 수상 후 1주일간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20분 

정도 얼음 찜질(ice pack)을 시행하며, 저체온에 의한 조직손상(hy-

pothermia-induced damage)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발목 온도를 

12。C 정도로 유지시키는 것이 권장된다.33) 급성 연부조직 손상에서 

얼음 찜질의 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압박치료(compres-

sion)에 얼음 찜질을 추가하는 것은 통증 완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

었으며34) 운동치료와 얼음 찜질을 병행하는 방법(ice plus exercise)

이 부종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5)

3) 압박(compression)

급성 발목 염좌에서 압박치료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의 문헌들이 보고되어 왔으며 가장 효과적인 압박 강

도나 압박의 위치(level) 등에 관해서도 통일된 권고사항이 아직 정

해지지 않은 상태이다.22) 2002년 Cochrane 자료 분석27)에서는 등

자형 보조기 또는 지지대가 있는 보조기(lace-up support)가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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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와 운동 복귀까지의 기간에 있어 탄력붕대를 이용한 압박치료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무작위 비교 연구들에서

는 등자형 보조기(aircast)와 탄력붕대를 이용한 압박치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급성 부종의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임이 보고되었

다.36,37)

4) 하지 거상(elevation)

하지 거상은 발목 손상 부위로부터 림프관을 통한 염증성 삼출

액의 배액을 촉진시키고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작위 비교연구가 없어 급성 발목 

염좌에서 하지 거상의 효과에 관한 뚜렷한 근거(high-level of evi-

dence)가 부족한 실정이다.26)

5) 기능적 재활치료(functional rehabilitation)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한 수동적 발목 관절 운동, 원 그리기(cir-

cle exercise) 또는 alphabet exercise와 같은 능동적 발목 관절 운동, 

발목 관절 주위의 근력 특히 비골건 강화 운동(peroneal strength-

ening exercise), 고유수용감각 훈련(proprioceptive training), 균형

감각 회복 훈련(postural training) 등으로 구성되며 약 4∼6주간 시

행한다(Table 3, Fig. 1∼4).7,38,39) 재활기간 중 발목 보호대의 착용

은 기계적인 안정성을 부여하여 재손상을 방지하고 부종을 조절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3,40) 2017년 미국건강보험

자료 분석에 따르면 급성 발목 염좌 환자들의 대부분(90% 이상)은 

체계적인 재활치료(supervised rehabilitation)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의료비용의 대부분은 초기 진단과 평가에 소

모되어 염좌 손상의 재발 방지에 중요한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9)

6) 기타 치료 방법(other therapies)

급성 발목 염좌에서 초음파(ultrasound), 레이저(laser), 체외충격

파(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적외선(infrared), 전기 치

료(electrotherapy), 고압 산소(hyperbaric oxygen), 스테로이드 국

소 주사치료 등의 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뚜렷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23,27,41,42)

5. 급성 외측 인대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

급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의 수술적인 치료는 여전히 논란의 여

Table 3. Func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after Acute Lateral Ankle Sprain

Goal Suggested exercises Frequency and duration

Restoration of motion

   Active ROM exercise Circle exercise or alphabet exercise 10 times at a time

   Passive ROM exercise Stretching using band or towel (refer to Fig. 1) Repetition (5 times a day)

Stationary bicycle

Strengthening exercise

   Isometric exercise Push against a wall or fixed object (refer to Fig. 2) Maintenance for 10 seconds

   Isotonic exercise Resistive exercise using band (refer to Fig. 3) 10 times at a time

     Plantarflexion Repetition (5 times a day)

     Dorsiflexion

     Inversion

     Eversion Peroneal strengthening exercise

Proprioceptive training Balance exercise on wobble or tilt board 5 times at a time

One-leg standing with eyes open Repetition (3 times a day)

One-leg standing with eyes closed (refer to Fig. 4)

Progress from static to dynamic balance

Walking & jogging Gait training with straight plane Distance gradually increase 

Zigzag walking

Forward and backward jogging

Running Figure-8-running Distance gradually increase

Cutting & jumping

ROM: range of motion.

Figure 1. Photograph of passive range of motion exercise using a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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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많은 영역이며4,43-47)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젊은 운동선수

(professional athletes)에 있어서만 고려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개방성 손상이 동반된 경우, 발목 관절 탈구 손상이 있었던 

경우, 큰 견열 골편(avulsion fracture)이 동반된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9)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최소 3∼6개월간 기능적 재활치료

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일부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25,29) 몇몇 연구45,48,49)에 의하

면 보존적인 치료보다 수술적인 치료가 운동으로의 복귀, 통증 정

도, 불안정성의 예방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다른 논문들40,46,47)에서는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 사이에 

임상 결과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술적 치료 후 직업으로의 복

귀가 더 늦고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ankle stiffness)이 더 호발한

다고 하였다(Table 4).40,44-49) 또한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과 수술 관

련 합병증을 고려할 시 수술적 치료가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보

고도 있다.3,43) 외측 인대의 완전 파열을 보이는 3단계 손상에서 수

술적 봉합술(primary repair)을 시행한 경우와 기능적 치료로 회복

이 안되어 추가적인 수술적 봉합술(delayed repair)을 시행 받은 환

자들은 특별한 임상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16) 따라서 일차적

인 치료방법은 보존적인 기능적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9) 외측 발

목 인대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무작위,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는 8년 추시 후의 잔존 통증과 만성 

불안정성으로의 이행이 수술적 치료군에서 의미 있게 낮았다는 보

고가 있으나 이는 단일 기관 임상 연구로서의 제한점이 있다.45) 최

근의 Cochrane 자료 분석50)에서는 기능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간

의 뚜렷한 결과 차이가 없었고, 술 후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이 없

으며,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재건 수술이 급성기 때의 수술 결과와 

비슷하였다는 분석을 토대로 급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 수술적 치

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보고

A B

Figure 2. Photographs of isometric pero-

neal strengthening exercise using a ball 

(A) and Achilles strengthening exercise 

against a wall (B).

A B

Figure 3. (A, B) Photographs of isotonic 

peroneal strengthening exercise using a 

band.

Figure 4. Photograph of single leg balanc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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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인대 손상의 중등도에 관계없이 동반 손상이 없는 

급성 외측 염좌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16,24,40,47,50) 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기

계적 불안정증(objective instability)의 빠른 회복과 낮은 재발률(0%∼

6.7% vs 9.4%∼38.8%)을 고려할 시 심한 인대 손상의 경우 환자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점도 있겠으나22,44,48) 아직까지 급

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것인지 또는 수술

적인 치료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다기관 비교 임

상연구(high-qualit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를 통해 객관적인 

결론이 정해져야 한다.

1) 수술 술기 및 술 후 관리

급성 발목 관절 외측 인대 파열 시의 수술적 봉합술에 대해 다양

한 보고가 있으나 수술 기법 및 술 후의 재활방법은 대부분 유사하

다. 마취 후 C-arm 영상하에서의 스트레스 검사(stress fluoroscopy)

를 통해 손상된 발목의 불안정성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다. 비골의 

전방 경계를 따라 외과 끝에서 원위 경골 관절면(plafond)의 높이

까지 약 20∼25 mm의 피부 절개를 종으로 가한다. 대개의 경우 관

절낭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전 거비 인대는 중간 부위에

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종비 인대는 파열되어 때때로 비골 건초

(peroneal sheath) 위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

하여 파열된 인대의 양 끝을 여러 가닥 꿰어 주며, 최근에는 봉합 

나사(suture anchor) 1∼2개를 이용한 인대 재부착(ligament reat-

tachment) 기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견열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에는 K-강선 또는 골 터널(suture tunnel)을 이용하여 골절편을 고

정하며, 골절편이 너무 작아서 고정이 힘든 경우에는 제거 후 남아

있는 골단에 인대를 봉합해 준다. 발목 관절을 족배 굴곡 및 외번

시킨 상태에서 꿰어 두었던 봉합사들을 뒤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단

단하게 묶어준(tying) 뒤, 나머지 연부조직과 피부를 봉합한다. 마

지막으로 C-arm 영상하에서의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잘 회복되었음을 확인한다. 술 후 발목 관절을 중립 또는 

약간 족배 굴곡시키고 외번시킨 상태에서 단하지 석고부목 또는 

보행 부츠로 고정하여 약 2∼4주간 유지하며, 체중부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 술 후 7∼10일째부터 발목 관

절 족배 굴곡과 외번 운동을 서서히 진행하며 술 후 4주째 등자형 

보조기를 착용시킨다. 이때부터 능동적인 내번 운동 및 아킬레스

건 신장 운동을 시작하고 균형감각 훈련과 함께 고무밴드를 이용

한 저항 운동(근력 강화 운동)도 진행한다. 정식 시합으로의 복귀

에는 대개 3달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운동 시 보조

기나 테이핑으로 재손상을 예방해 주어야 한다.

6.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사이의 결과를 비교한 주요 체

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급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 수술적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

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알아보고 실제적인 치료 지침(clinical 

guideline)을 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문헌들이 분석되고 있

다(Table 5).3,4,16,22-24,50)

7. 재손상 예방

발목 염좌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염좌의 과거력으로 알려져 있

다.1,4) 발목 관절 인대의 손상은 관절 복합체의 이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경 또는 근건 조직의 손상에 의해 신경근육계의 기능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균형감각 장애, 관절의 수용감각 저하, 

발목의 내번에 대한 비골 근육의 느린 수축 반응(delayed peroneal 

reaction time), 표재 감각 저하, 근력 소실 등으로 나타나며 재손상

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된다.51) 발목 염좌 부상의 재발을 예방하

Table 4. Clinical Outcomes after Surgical Treatment for Acute Lateral Ankle Ligament Injury

Study Journal Key result

Povacz et al. 

(1998)47)

J Bone Joint Surg Am Nonoperative treatment of an injury of the fibular collateral ligaments of the ankle yields results that 

are comparable with those of operative repair and is associated with a shorter period of recovery.

Pijnenburg et al. 

(2000)46)

J Bone Joint Surg Am Operative treatment for ruptures of the lateral ankle ligaments leads to better results than functional 

treatment, and functional treatment leads to better results than cast immobilization for six weeks.

Specchiulli and 

Cofano (2001)40)

Orthopedic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primary repair and conservative management 

groups with regard to objective or subjective stability, functional scores, or the overall result.

Pijnenburg et al. 

(2003)45)

J Bone Joint Surg Br Compared with functional treatment, operative treatment gives a better long-term outcome in terms 

of residual pain, recurrent sprains and stability.

Pihlajamäki et al. 

(2010)44)

J Bone Joint Surg Am The long-term results of surgical treatment of acute lateral ligament rupture of the ankle correspond 

with those of functional treatment. Although surgery appeared to decrease the prevalence of 

reinjury of the lateral ligaments, there may be an increased risk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osteoarthritis.

Takao et al. 

(2012)48)

Am J Sports Med Functional treatment alone and functional treatment after primary surgical repair showed 

similar overall results after acute lateral ankle sprain. But, functional treatment alone had an 

approximately 10% failure rate and a slower return to full athletic activity.

White et al. 

(2016)49)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Acute repair of grade III injuries in professional high-demand athlete leads to a predictable return to 

sport (approximately 10 weeks) and may reduce the incidence of repeat sprains and intra-articula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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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적절한 체중 조절, 활동에 적합한 신발 착용, 외부 보조기 

착용, 꾸준한 운동치료 등이 권유된다. 특히 고위험 운동선수들의 

예방적 보조기 착용은 활동의 방해 없이 발목의 정적 안정성과 자

세 안정성을 증진시켜 발목 염좌의 발생률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52) 일반인과 운동선수 간의 급성 발목 염좌 재발률

에 있어, 수상 후 1년 이내에 운동선수는 일반인에 비해 약 2배 정

도의 재손상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3,54) 운동선수

에서 불안정성이 없는 1단계 손상에 대해서는 약 3∼4주간 보조기

나 테이핑 요법을 이용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불안정

성이 동반된 2단계 손상의 경우에는 해당 시즌이 끝날 때까지 또는 

운동하는 동안 항상 보조기나 테이핑을 하도록 해야만 재손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55,56) 두 방법 사이에 유의한 효과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나 실제

적인 사용 편의성을 고려할 시 보조기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이 긴 운동화(high-top footwear)

의 손상 예방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했다.56) 꾸준한 균

형조절 훈련(balance control training)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근

력강화 훈련, 스포츠 활동 전의 규칙적인 준비운동(warm-up ex-

ercise)도 기존의 염좌 기왕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에서 발목 염좌의 

발생 위험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57) 2017년 미

국건강보험자료 분석29)에 따르면 급성 발목 관절 염좌 환자들의 대

부분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염좌 손상

의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권장되고 있는 재활치료(evidence-

based practice guideline)와 실제 임상에서의 상황(current clinical 

practice) 사이의 괴리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      론

가장 흔한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인 급성 외측 발목 염좌는 운동

선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PRICE 요법을 이용한 적절한 초

기 치료와 기능적 재활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는 환자들 중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한해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급성 외측 발목 염

좌에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결과, 수

술적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근거는 아

직 부족하였다. 인대 손상의 중등도에 관계없이 동반 손상이 없는 

급성 외측 발목 염좌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권장되지 않

으며 인대의 완전 파열(3단계 손상)과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젊

은 운동선수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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