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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걸

1 9 9 7년 9월부터 2 0 0 4년 5월까지 본원 견관절 클리닉에 내원한 견관절통 환자 5 0 0 0례를 분석해 보면 동결견

이 1 0 3 7례로2 2 %를 차지하고 있었고 회전근 개 질환은 1 0 0 4례로 2 1 %를 차지하고 있었다. 년도별로 보면1 9 9 7

년에는 동결견이 1 5 8례, 회전근 개 질환이 4 1례, 1999년에는 동결견이 1 2 0례, 회전근 개 질환이 4 2례, 2001년

에는 동결견이 1 8 6례, 회전근 개 질환이 7 2례에 불과했으나 2 0 0 3년에는 동결견이 1 5 5례, 회전근 개 질환이

1 2 5례로 거의 비슷하게 방문하고 있었으며 2 0 0 4년이후로 현재까지는 회전근 개 질환 또는 파열이 동결견보다

훨씬 많은 추세이다. 이처럼 동결견 만큼 회전근 개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우리 의사들의 견관절통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회전근 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가 점차 증가하고있는 것은주지의 사실이다.

회전근 개 파열을 관혈적으로 수술하든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든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다. 최근에는 관절경적

수술 기법의 발달로 삼각근 및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을 많이 주지 않아 수술 직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더군다

나 자가 통증 조절기로 환자의 술 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어 수술적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전

근 개 파열이 aging process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고령층에서는 별다른 증세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

과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이 갈 수 있다. 실제 의사들이 수술을 권해도 환자스스로 수술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또 조그만한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팔을 올리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광범위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상적인 견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광범위 파열인 경우 어떤

환자는 팔을 거의 못 올리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어

떤 환자는 단지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증세가 다양하여 언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판단하

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단순히 통증만 있고 거의 운동 범위가 정상인 고령의 광범위 파열 환자에게 소염제 등

약물 요법과 내회전 및 외회전의 근력강화 운동등 보존적 치료를 하는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이 안된다. 이런 경우 관절경 검사시 도저히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과연

t u b e r o p l a s t y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latissimus dorsi transfer를하여야 하는 것이지 옳은

답을 내 놓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전근 개 파열의 결과는 양호하고 예견할 만한 결과를 보여 수술을 권

장하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봉합하여도 2 0 ~ 6 5 %의 재파열이 일어난다는 것이문제다. 물론 재파열

이 일어나도 다시 원래대로 파열되기 보다는 force-coupling mechanism이 안정되게 유지될 정도로 재파열

이 되어 술 후 증세가 호전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만큼 회전근 개의 파열에 대해 어떤 치료를

하여야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d e c i s i o n - m a k i n g하기가 어렵다.

회전근 개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원인으로 회전근 개가 파열되냐는 것

이다. 기계적 충돌증후(mechanical impingement)를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과회

전근 개의 기능 부전(rotator cuff dysfunction)이나피로( f a t i g u e )로 인한 동적 요인(dynamic factor)가 있

음을 알아야 한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회전근 개 질환은 기계적 방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지만 동적인 요인에

의한 회전근 개 질환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회전근 개의 피로를 없애주고 회전근 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동적인 요인에 의한 회전근 개 질환 또는 파열을 견봉성형술을 한다면 이는 환자에

게 술 전 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 반드시 그 원인이 구조적 요인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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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원인인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회전근 개 파열을 치료하는데흔히 만나게 되는실수는 다음과 같다.

1. Errors in diagnosis: FS, internal impingment, microinstability

2. Overlook in diagnosis: cervical radiculitis, brachial plexopathy

3. Unintentional care: stiff shoulder, os acromionale, arthritis

4. Inappropriated treatment: conservative/operative

5. Unskilled technique: arthroscopic/mini-open/open

동결견, 내인성 충돌증후군, 미세불안정성을 회전근 개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

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추증, 상완 신경총 손상 등 견관절 상부에서의 원인을 간과한 경우, 아니면 치료시

견관절 강직, os acromionale, 관절염등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같이 별로 통증이 없는

회전근 개 파열을 수술해서는환자의 술 후 만족도를 얻기는 힘들다. 한편 제때수술을 못해적당한 범위의 파열

이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면 회전근 개가 지방으로 변성되고 심하게 퇴축되어 수술하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반

대로 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술자가 충분히 수기를 습득하여 단계적으로 개방 수술에서 관절경술로 변환하여

야 하는데, 무리하게처음부터관절경술을 해서낭패를 경험하게 된다.

회전근 개 파열치료시 아래와 같은여러 가지치료방침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 Selection of patient and decision of operation

· RCT with stiff shoulder/asso. with dislocation /RCT with cervical lesion

· Open/mini-open/arthroscopic surgery

· Acromioplasty/acromion debridement

· Biceps/AC resection

· Double row/single row

· Partial repair/medialization/complete repair

· Tuberoplasty/LD transfer/reversed type arthroplasty

Decision of ope ra t i o n

증세가 없거나 통증 정도가 약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법이 원칙이다5 ). 증세가

별로 없는 회전근 개 파열을 수술하면 수술 부위의 통증, 유착 후에 야기되는 통증, 견관절 강직 등에 의해 환자

는 수술결과에 만족하기가 힘들다. 통증이아주 심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또는스포츠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통증이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장년층으로 젊거나, 외상으로 인해 파열이 새롭게 생기거나“a c t i v e

e x t e n s i o n”된 경우는 수술을 권장한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회전근 개 파열은 약 6주간 소염제 치료에도 호

전이없는 경우수술을 할 수 있다.

저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약 3주간 약물 복용 후 통증 완화에 전혀 진전이 없는경우 다음방문 시 스테

로이드 주사를 주든지 아니면 다음 3주간 스테로이드 약물 2.5 mg을 추가적으로 주어 호전이 없으면 6주째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방문 당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와 수술 후 기대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최근에는 광범위 파열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절경술로 회전근 개를 재건해 주고 있다. 산재 환자 또는

교통 환자인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여야 한다. “Work compensation”이 있을 수 있어대부분 만족

심포지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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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치료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RCT with stiff shoulder

대부분의 회전근 개 완전 파열은 수동적 운동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절 강직은 동반하지 않지만 만약 강

직이 있다면 마취하에 모든강직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3 ). 회전근개 파열이 강직을 동반하고 있어도 이

를 제대로만 처리하면 관절경술의 결과는 강직이 있건 없건 비슷하다6 ). 하지만 강직이 있는 경우 술 후 상당 기

간은 없는경우에 비해통증을 호소해서 이를수술 전에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저자는 강직이 있는 경우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신장 운동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 준다. 6주 정

도 신장 운동을 권유하고 수술 시 강직이 남아 있으면 m a n i p u l a t i o n을 한 다음 관절경으로 확인 후 완전하게

유리되지 못한 관절낭을 마저 유리시켜 주고 회전근 개를 봉합하여 준다. 회전근 개 봉합이라는 자체가 퇴축된

회전근 개를 제자리에 갖다 주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시켜 견관절이 강직되게 하고 수술로 인한 유착으로 인해

추가적인 강직을 만들 수 있는수술이라는 것을알아야 한다2 ).

RCT associated with disloc a t i o n

장년 이상에서 탈구를 경험하면 일단 회전근 개 파열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Bankart 병

변이 없어도 탈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posterior mechanism으로후방에 있는 회전근 개 파열만으로도 전

방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회전근 개가 파열되어 있으면 탈구 후 일정 기간동안 팔을 거상시킬 수 없다. 하

지만 3주 이상이 지나면 팔을 예전처럼 올릴 수 있다. 4~6주가 지나도 팔을 올리지 못하고 통증이 있다면 수술

을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탈구 후 탈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나 아탈구 또는 탈구가 계속되면 회전근 개를봉합

하여야 한다.

RCT with cervical spine lesion

만약 팔꿈치 아래의 통증과 이상 감각을 호소하면 회전근 개 파열보다도 경추부의 병변을 생각해 보아야 한

다. 회전근 개 파열은 팔꿈치 아래의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드물다. 회전근 개의파열이 경추부의 병변과

동반되어 있으면 어떤 증세가 심한가에 따라 수술 부위를 결정한다. 만약 회전근 개 파열의 증세와 경추부 병변

의 증세 정도가 비슷하다면 회전근 개 수술이 전방 경추부 융합술보다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견관절술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7 ). 또경추 수술을 먼저 하다 보면오랫동안 견관절 운동을 하기 힘들어 견관절 강직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강직이 동반된 회전근 개 파열을 치료하기 보다는 강직이 없는 회전근 개 파열을 먼저 해결하고 나

중에 경추부 증세를 없애줄려고 하는노력이 바람직하다.

O pe n / m i n i - o pe n / a r t h roscopic surg e r y

개방술을 하나 최소 절개 봉합술을 하나 관절경술로 회전근 개를 봉합하나 최종 치료 결과는 비슷하다. 최근

에는 개방술보다는 관절경술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방술은 삼각근을 견봉으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에 삼

각근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유착이 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최소 절개 시 무리한 삼각근 견인으

로 삼각근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삼각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술 후 후유증이 적은 관절경술을 선호

하게 된다.  다만퇴축이 심하거나 대결절부의 골다공증이심하면 관절경술보다는절개 수술이 좋다.

저자들은 최근 modified Neviaser portal을 이용하고 Banana Larso (Arthrex, Inc., Naples, FL)을사

용하여 아주 쉽게 retrograde suture passage로 회전근 개를 봉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a n t e r i o r ,

central, posterior cuff를쉽게 통과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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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ro m i o p l a s t y / a c romion debridement

전통적으로 회전근 개 파열의 수술은 전하방 견봉성형술과 오구견봉 인대 제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술 방

법은 회전근 개 파열이 extrinsic compression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전

근 개 파열이 비정상적인 골 또는 연부 조직에 의해 i m p i n g e되어 일어나기 보다는 eccentric tendon

o v e r l o a d로 인해 intrinsic tendinopathy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견봉성형술이 필요한 것은 아

니다8 , 9 ) 라고 주장하고있다.

저자는 술전 방사선 사진상 견봉이 편평하거나 연령층이 젊은 경우, 외상으로 회전근 개가 파열된 경우는 견

봉성형술을 하지않고있다. 단지 견봉하면에 심한세동이 있으면 이를다듬어 준다.

B i c e p s / AC re s e c t i o n

회전근 개 파열을 다루는데 상완 이두 장건과 견봉쇄골 관절의 술전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마취가 된 상태에

서는 이 들의 병변이 증세를 유발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방 견관절부의 통증이 있는지 상완 이두

장건의 검사로 Speed 검사, Yergason 검사가 양성인지 아니면 주관절 바로 윗 전방 부위에 전달되는 통증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수술 중 상완 이두 장건에 병변이 있으면 이를 치료할 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방사선 소

견상 견봉쇄골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있어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방사선 소견상에는 전혀

관절염이 없어 보여도 심한 증세를 보여 직접적인 압통, 상체교차운동에서의 심한 통증, 내회전에서의 통증 등

을 호소하기도한다.

상완 이두 장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상완 이두 장건이 만성 견관절통을

유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저자들은 이 건이 견관절의 안정성에 관

여하고 있다고 믿고 비후되어져 있거나 염증기가 있어도 가능한 한 보존시키려고 한다. 만약 장건의 세동이 심

하고 파열 정도가 그 두께의 5 0 %를 넘거나 아탈구 또는 탈구를 보이면 t e n o t o m y1 5 )를 하든지 t e n o d e s i s1 6 )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전근 개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광범위한 경우 상완이두 장건자체를 이식물로 이용할 수도

있어 건을 절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견봉쇄골 관절절제술시 쇄골의 외측부를 제거하는 것은 삼각근

의 전내측부의 근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전근 개 파열로 회전근 개의 기능이 약한데

삼각근을 새롭게 약하게 하여 심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가급적 관절절제술은피하는 것이

좋다.

저자들의 경우는 파열된 상완 이두 장건을 다듬어주고 있으며 건절단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령의

환자에서 장건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탈구가 된 경우에만 시행하여 주고 있다.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는 전

방 결손을 대체하기 위해 상완이두 장건을 사용하고 있다. 수술 전 견봉쇄골 관절의 압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상

체교차운동, 내회전시 통증이 더해지면 견봉쇄골 관절절제술을 시행한다. 견봉쇄골 관절의 압통은 미세하였지

만 방사선 소견상 쇄골 원위부 하단에 충돌증후를 일으킬만한 골극이 심하게 있다면 이 하단 면만 일부 제거해

주고있다.

Double row/single ro w

관절경술로 회전근 개를 봉합하는 경우 single row로 하면 단순이 point fixation만 되고 해부학적 f o o t

p r i n t는 만들지 못할 수 있다. Double row를 하면 이 point fixation의 수를 늘릴 수 있고 고정 범위를 넓게

할 수 있어 초기 봉합 치유의 강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봉합 나사못 및 매듭의 l o a d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double row로 관절경 봉합술을 한 경우 90% 정도 재파열 없이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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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ow로한 경우는 9 0 %에서 재파열이 된다고 하였다1 1 ). 하지만 재파열이 되어도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

이고 환자는 치료 결과에 만족하고 있어 반드시 재파열이 없도록 double row로 봉합하여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개방술로 transosseous fixation을해도 결국은 single row로 수술하는 것과 같고 개방술 결과

도 상당히 좋기때문에 굳이 double row로수술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된다.

저자의 경우 환자가 젊은 층이거나 파열된 회전근 개의 두께가 상당히 유지되어 있으면 double row를 시도

하고 있다.

Partial repair/medialization/complete re p a i r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퇴축이 심하고 지방 변성이 있으며 매우 얇아져 도저히 봉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대결절에 봉합을 시도하면 거의 전 례에서 수술 후 재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염려해서 수술 중 외전 상태로 팔을 유지해서봉합하면 수술 후 재파열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해

부학적 복원을 위해 외전한 상태에서 봉합을 하거나 술 후 외전 보조기(abduction brace)를의존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4 ). 차라리 부분 봉합술을 하여 edge stability를 유지하는 suspension bridge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대결절보다5~10 mm 내측으로m e d i a l i z a t i o n을 하여 봉합하는것이 좋다.

저자는 관절경으로 먼저 회전근 개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퇴축된 광범위 회전근 개가 상완골 두의 외측 연까

지 올 수 있는 경우“U - s h a p e d”파열을“L - s h a p e d”파열로 만들어 margin convergence를 한다. Side-

to-side suture를먼저하여 margin convergence를한 다음 파열의 외측단이 대결절까지 와 지면c o m p l e t e

r e p a i r를 시도한다. 하지만 상완골 두 외측 연까지만 오면 상완골 두의 외측 연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p a r t i a l

repair 또는 m e d i a l i z a t i o n으로 회전근 개를 봉합하여 준다. 물론 봉합을 시도하기 전에 충분한 유리술을 한

다. 퇴축된 전방 회전근 개를 위해서는 오구상완 인대를 유리하고 퇴축된 후방 회전근 개를 위해서는 후방 삽입

구를 통해 극하건 주위의 두꺼워진 점액낭을 전부 제거하고 관절내 유리술도 같이 해 준다. 관절경 수술 당시에

회전근 개의 긴장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러 팔을 외전시켜 회전근 개를 봉합하지는 않지만 술 후 외전 보조기는

착용시킨다.

Tu be roplasty/LD tra n s f e r / re v e rsed type arthro p l a s t y

만약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이 심해 견봉하면과 대결절이 서로 맞닿아 소위“kissing phenomenon”을 보이

고 있는 환자를 만나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있다. 더군다나 거의 통증이 없으면서 이러한 현상

이 있으면 수술을 권장하기는 힘들다.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봉합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t u b e r o p l a s t y1 2 ), latissimus dorsi transfer1 3 ), reversed type arthroplasty1 4 )를 선택하게 된다. 결절성형술

은 봉합이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시 일명 reversed acromioplasty로견봉을 내버려 두고 대결절에

생긴 골극과 대결절 일부를 제거해 견봉상완 감압의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광배근 전위술은 회전근 개 결

손 특히 후방 결손을 메꾸어 주면서 팔을 내회전시 거상을 도와 줄 수 있는 기능을 얻고자 수술을 하는 것이다.

“Kissing phenomenon”이 생기면 거상시 대결절이 견봉 하면에 닿아 지렛대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r e v e r s e d

t y p e의 a r t h r o p l a s t y는 견봉상완 간격을 유지시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Delta type의인

공관절은 볼이커서 운동반경이 커질수 있고 회전중심점이 보다 내측에 생겨 삼각근이 더 많이외전에 관여하

게 되고 삼각근의 긴장을 주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술방법들은 치료결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여 선뜻 환자에게권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통증이 심하지만 어느 정도 관절와상완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가능하면 관절경술로 결절성형술을 하고,

통증이 심하면서 전혀 관절와상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없으면 광배근 전위술을 하여 주고 있다. 물론 광배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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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술도 술 전 운동 범위가 좋으면 수술 결과도 술 전 운동 범위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

으나 너무 큰 수술이고 근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술전에 어느 정도의 운동 범위가 가능하다면 우선 간단히 결절성형술을 시도하고 차도가 없으면 추후에 광배근

전위술을 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회전근 개 파열을 치료하는데 확실한 정도나 정답은 없다. 단지 다양한 얼

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전근 개 파열을 접할 때 어떤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

각하면서 치료하는 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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