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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가장 불안정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절이

다. 견관절을 이루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견관절 운동에 관여하지만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한

다. 다음은 견관절을 구성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주로 기능과 병리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관절와 상완 관절 구조물 및 기능

견관절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요소는 크게 정적 요소(static factor)와 동적 요소(dynamic mechanism)로 구분

할 수 있다. 정적 요소는 관절 구조(articular component), 관절 경사(articular version), 관절와(glenoid

concavity), 관절와 순(glenoid labrum), 관절내 음압(intra-articular negative pressure), 응집력 및 유착력

(cohesion & adhesion), 흡입 기전(suction mechanism), 관절낭 인 의 구속력(capsuloligamentous restraint)

등이 있으며 동적 요소는 회전근 개(rotator cuff muscle), 상완 이두 장건(long head of biceps brachii), 견갑

주위 근육(scapular rotator), 고유 감각(proprioception) 등이 있다. 이들 요소의 견관절 안정성에 한 작용은

서로 협동하여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어느 하나의 요소가 단독으로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1. 정적 요소 (Static Factor)

1) Articular Version

흉곽에 한 견갑골의 위치가 내외전 및 중립 위치일 때 견갑면(scapular plane)은 흉곽 면 혹은 관상면에

해 30도 전방으로 향하며 횡면(transverse plane)에 해 3도 기울어져 있다. 또한 시상면에 해서는 20

도의 전방 경사를 이룬다(Fig. 1). Saha 에 따르면 관절와의 위치는 75%의 환자에서 평균 7도의 후방 경사

(retroversion)가 있고, 25%의 환자에서는 2~10도의 전방 경사가 있다고 하 다. 또한 관절와의 기울기는 평

균 5도 정도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관절와 경사도의 남녀간 차이는 없다고 하 다. 이러한 견

갑골의 경사와 관절와의 상향 수직 기울기(upward vertical tilt)는 하방 전위에 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개

인의 차이가 다양하지만 개 근위 상완골은 130~140도의 경간각(neck-shaft angle)을 갖고 평균 30도의 후

방 경사(retroversion)를 이루어 관절와의 후방 경사와의 합이 약 40도를 이루게 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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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흉곽에 한 견갑골 위치 Fig. 2. 관절와 상완 관절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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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ticular Conformity

관절면의 적합성(congruence)은 두 관절의 반경(radius)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값이“0”

에 가까울수록 그 관절은 적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견관절은 이러한 적합성이 매우 높은 관절로 관절와와

상완골 두의 반경의 차이가 개 3 mm 미만이며, 이런 관절 적합성은 회전근 개에 의한 오목성 및 압력성 기

전(concavity-compression mechanism)을 가능하게 해준다. 관절와의 연골은 가장자리(periphery)에서 두

껍고 상완골 두는 중앙의 연골이 두꺼워 서로 착되어 있어 방사선 사진 상에서 관찰되는 것 보다 더 오목하

게 되어 안정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절와 상완 관절은 구형 관절(ball and socket articulation)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절와 표면은 서양배(pear-shape) 혹은 역 쉼표(inverted comma shape) 모양으로

하부가 상부보다 20%정도 크고 넓으며, 수직 및 횡 길이는 각각 35 mm 와 25 mm이다(Fig. 3). 반면에 상완

골 두의 길이는 각각 48 mm 와 45 mm이다. 또한 상완골 두가 구형에 가까워 그 관절면의 표면적은 관절와

의 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 관절와 상완 관절은“골프티 위의 골프공“(golfball sitting on a tee)

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견관절 운동 시 어떠한 운동 각도에서도 관절 접촉면은 상완골 두 관절면의 25~30%

로 단히 작아 관절와 상완 관절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Fig. 4). 이러한 사실로 견관절의 안정성에 있

어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과 회전근 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견관절의 최소한의

골성 구속(bony constraint)은 이 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운동범위를 갖게 한다. 견관절 운동시 최 운

동범위에서는 약간의 전위가 일어나나 관절 접촉면의 기하학적 궤도(tracking of geometric center of

articular surface)는 실제로 구형 관절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중간 거상 동작에서는 회전 운동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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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서양배 모양의 관절와 Fig. 4. 상완골두와 관절와의 표면적 차이



3) Glenoid Labrum 

정상 관절와 상완 관절의 생역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 관절와(bony glenoid)의 깊이와 표면적이 보강

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절와 순에 의해 이루어진다. Cooper 등은 labrum은 얇은 섬유연골 이행 지역

(fibrocartilaginous transition zone)을 통해 관절와 연골에 부착하는 섬유 환(fibrous ring)이라 하 다.

Howell과 Galinat에 의하면 관절와 순은 상하방으로는 평균 9 mm, 전후방으로는 평균5 mm의 깊이로 관절

와 오목성에 기여하여 관절와 상완 관절의 안정성을 증 시킨다. 기능적으로는 관절와 상완 관절의 평행 이

동을 조절하는“chock-block”의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관절와 순의 소실은 50%의 관절와 깊이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위에 한 저항성도 20%정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전술한 바 있는 오목성 및 압

력성 기전에도 향을 미친다. 관절와 순은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과 같이 load-

bearing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월상 연골과 같이 hoop stress를 분산시킬 수 있는 미세 구조(교원 섬

유)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load-bearing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관절와 순의 상부는 약 60%에서는 관절와

연과 분리되어 마치“meniscus”처럼 부착되어 있으며 40%에서는 관절와연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 관절

와 순에서 기시하는 구조물로는 관절와 상완 인 , 상완 이두 장건, 상완 삼두 장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

상부에서는 상완 이두 장건이 시작되고 전하부에서는 하방 관절완 상완 인 가 이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부 관절와 순의 내측은 정상적으로 관절와 연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SLAP 병변과 잘 구별하여야 하나

하부 관절와 순은 관절와 연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병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 Negative Intraarticular Pressure

정상 견관절에서는 조직간의 높은 삼투압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진공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데 이것이

흡입기(vacuum)와 같이 작용하여 상완골 두를 관절와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흡입 기전(suction

mechanism)이라 한다. 사체 실험에서 견관절이 내전 위치에서 이완되어 있을 때 관절내압은 -42 cm 의 수

압을 유지하게 되며 하방으로 25 N의 힘을 가할 경우 -82 cm 까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관절내 음압은 회전

근 개가 이완되어 있거나 상 관절와 상완 인 나 오구 상완 인 가 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견관절을 주사기로 관통시키면 음압이 소실되어 상완골 두가 하방으로 전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체 실험을 통해 음압의 제거 시 전방, 후방, 하방으로의 전의가 유의하게 증가되며 특히 전방으로의

전위가 55%까지 증가된다.

5) Adhesion-Cohesion

정상적으로 관절와 상완 관절에는 1 mm 미만의 관절액이 존재하며 이는 확산(diffusion)을 통해 양분을

공급하며 윤활을 제공한다. 이 관절액은 물과 같이 점성력(viscous force)과 분자간 인력(intermolecular

force)을 제공하여 응집력(cohesion)과 유착력(adhesion)을 생성하며 이는 견관절의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

여한다. 기능적으로 이 안정화 기전은 두 관절간의 미끄러짐(sliding)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두 관절

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유지되게 한다. 이는 두 개의 슬라이드 유리 사이에 약간의 물을 넣고 붙 을 때

서로 간의 미끌림은 잘 일어나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이 기전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며 단지 매우 낮은 정도의 하중에서만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6) Capsulo-Ligamentous Structure

견관절의 관절낭은 넓은 관절와 상완 운동을 허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크고 느슨하며, 일상 생활이 주

로 견갑면의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어 전방 관절낭이 후방보다 훨씬 여유가 있다. 관절낭은 매우 얇아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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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며 이렇게 얇고 느슨한 관절낭은 3가지의 관절와 상완 인 로 보강되어 최 관절 운동에서는 상당한

긴장도를 유지하여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전방 관절낭을 싸고 있는 3가지의 관절내 구조물

은 상 관절와 상완 인 , 중 관절와 상완 인 , 하 관절와 상완 인 들이다. 이들은 해부학적으로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며 특히 중 관절와 상완 인 는 없는 경우도 있다(Fig. 5).

(1) 상 관절와 상완 인 및 오구 상완 인 (Sup Glenohumeral and Coracohumeral Lig)

이들 구조물은 그 해부학적 주행 방향이 평행하여 간혹 해부학적으로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회전

간격(rotator interval)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 간격은 삼각형의 공간으로 상방으로는 극상건의 전연,

하방으로는 견갑하건의 상연, 내측으로는 오구돌기의 기저부로 경계 지워진다. 또한 그 바닥은 관절낭으로

이루어진다. 간혹 이 회전근 개를 이루는 조직들이 완전히 열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rotator interval

capsular defect”라 한다. 오구상완 인 는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관절외 구조물이다. 오구돌기의 외측면에

서 넓게 부착(1~2 cm) 기시하여 상완 이두 건구(bicipital groove) 가까이에 부착하는데 이때 극상건과 견갑

하건의 건 부위와 뒤섞이게 된다. 상 관절와 상완 인 는 오구상완 인 보다 깊숙이 위치하여 이두 장건의

바로 아래 상부 관절와 결절 즉 전상방 관절와 순(anterosuperior labrum)에서 기시하여 상완 이두 건구 가

까이 소 결절의 상부에 붙는다. 상 관절와 상완 인 의 기능은 팔이 내전한 상태에서 전방 전위에 지 한 역

할을 하며 하방 전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해부학적으로 오구 상완 인 가 같이 위치하고 상당수에서 같

이 어울려져 있어 오구 상완 인 가 위의 기능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와 반 되는 의견도 있다.

Patel 등은 오구상완 인 는 전 (anterior band)와 후 (posterior band)로 구성되며, 팔이 내전과 외회전

시 상 관절와 상완 인 와 오구상완 인 의 전 가 긴장되어 전위를 막아주며, 내전과 내회전 시에는 오구상

완 인 의 전 가 아닌 후 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 다. 

(2) 중 관절와 상완 인 (Middle Glenohumeral Ligament)

중 관절와 상완 인 의 변이는 그 크기에서나 존재 유무에서 매우 다양하다. 40%의 환자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 드물게는“buford complex”라 하여 중 관절와 상완 인 가 단단하게

(cord-like) 형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전상방 관절와 순은 관절와와 분리되어 커다란 와순하 공

(sublabral hole)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상방 관절와 순의 변형으로써 전방 불안정시 보이는 하 관절

와 상완 인 의 파열과 간혹 혼돈이 되기도 하여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 중 관절와 상완 인 는 상 관절와 상

완 인 주위의 상부 관절와 결절(supraglenoid tubercle)에서 기시하여 상완골의 소 결절의 전방에 부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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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관절와 상완 인 및 회전 간격



게 된다. 기능은 팔이 외전 60~90도의 범위에서 외회전 위치에 있을 때 전방 및 후방의 전위를 막아주는 역

할을 하며 내전위치에서 하방으로의 전위도 막아준다.

(3) 하 관절와 상완 인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

하 관절와 상완 인 는 중 관절와 상완 인 의 바로 하방 즉 전하방 관절와 순에서 시작하여 상완골 경부에

부착하게된다. O’Brien 은 이를 해부 기능상 전 (anterior band), 액와 맹낭(axillary pouch), 후

(posterior band) 등 3가지로 구분하 다. 하 관절와 상완 인 는 내전 상태에서는 하방 전위에 한 이차 구

속력(secondary 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90도 외전 및 외회전시 전방 전위에 한 일차 구속력

(primary restraint)을 가지게 된다. 또한 외전 각도가 커지면서 하방 전위에 한 구속력도 커지게 된다. 이는

마치“hammock”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팔이 내회전 되면서 외전된 경우 하 관절와 상완 인 의 전 는 보

다 하방에 위치하여 주로 하방 전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후 는 보다 후방에 위치하여 전후방 전위

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팔이 외회전 되면서 외전된 경우는 이와 다르게 전 는 보다 전방에 위치하게 되어

전후방 전위에 관여하게 되며 후 는 보다 하방에 위치해 주로 하방 전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상완골두의 회전 방향에 따라 하 관절와 상완 인 의 주역할이 달라지게 된다(Fig.6).

2. 동적 요소 (Dynamic Factors)

1) Joint Compression Effect

회전근 개와 이두 장건의 수축은 관절의 적합성을 증가시키고 오목한 관절와에 해 압축을 가하게 함으

로써 상완골 두의 전위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을 증가시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이 앞서 말

한 오목성-압력성 기전(convavity-compression mechanism)이다. Lippitt 등은 관절와 상완 관절을 탈구시

킬 수 있는 접선력(tangential force)은 관절 압축력(joint compressive load)이 50~100 N 일때 그 힘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상완골 두의 전위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회전근 개가 상완골 두에 가하고

있는 압축력의 60%보다 강한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관절와 순의 일부가 제거되거나 골결손이

있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쉽게 전위가 일어남은 임상적으로 전위 검사(drawer test)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회전근 개에 의해 생기는 관절 압축력은 관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회전근 개 힘의 50%

가 감소하면 전방 전위도 50% 증가하게 된다. 고령의 환자에서 견관절의 탈구는 흔한 일은 아니나 회전근 개

의 파열은 상완골 두의 상방 전위를 야기할 수 있어 회전근 개 전체의 조화로운 수축(synchro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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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도 상완골 두의 관절와 내 위치의 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후방 회전근 개의 최 수축

이 전방 인 의 변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후방 회전근 개가 수축하게 되면 상완을 외회전 시킴과 동시에

관절와에 해 상완골 두를 후방으로 전위시켜 이러한 후방전위가 전방 관절낭 인 를 쉬게 하여 줌으로써

전방 인 의 변형을 줄여줄 수 있다. 반 로 관절낭 인 의 부전(capsuloligamentous insufficiency)이 있으

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회전근 개는 과사용되고 피로가 가중되어 손상을 받기 쉬워진다. 견관절 불안정성

시 근육 강화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바로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2) Ligament Dynamization 

이러한 회전근 개의 수축으로 인한 안정성 효과는 견관절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중간 운동범위에서는 전

방 관절낭 인 가 느슨하여 인 의 안정성 기여보다는 회전근 개의 압축력이 안정성에 관여하게 되지만, 최

운동범위에서는 관절낭 인 가 팽팽하여져 이러한 인 가 견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견관

절 위치가 변하면서 회전근 개 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 실제 회전근 개들은 중간 운동범위에서는 관

절의 바로 전후방에 위치하여 전후방 전위를 막을 수 있게 되지만 최 운동범위로 가면서 그 힘의 장력이 관

절보다 점점 위로 올라가 효과적으로 전위를 막아주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전 및 외회전에서 안정감이

없는 전방 불안정성에서는 근육 강화운동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중간 운동 범위에서 안정감이 없

는 다방향 불안정성에서는 근육 강화운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역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3) Long Head of the Biceps Brachii

이두 장건의 중요성은 회전근 개 나 관절낭 인 구조가 약화되었을때 중요하다. 투구 동작시 이두 장건은

전방 전위를 막아주고 외회전에 저항하는 관절의 비틀림 강도(torsional rigidity)를 증가시킨다13). Pagnani

등에 의하면 이두 장건의 전위에 한 저항은 견관절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내회전시 이두 장건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방 전위에 해 저항하며 외회전시는 후방으로 이동하여 후방 전

위를 막아준다(Fig. 7). Kim 등은 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에서 건측에 비해 환측의 이두 장건이

근전도 분석에서 더 높은 활동 전위를 나타냄을 관찰하 다. 이는 이두 장건이 일차 정적 구속력을 보상하는

이차 안정화 구조물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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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B) 견관절의 내회전시 이두 장건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방 전위에 해 저항한

다. (C) 외회전시 이두장건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후방 전위를 방지한다.



4) Scapular Rotators

견관절의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견관절 주위의 근육들은 승모근(trapezius), 견갑거근(levator

scapulae), 능형근(rhomboid), 광배근(latissimus dorsi), 전방 거근(serratus anterior)들로 이들은 견갑골로

하여금 상완골 두를 안정성 있게 받쳐 주며 팔의 움직임에 따라 관절와가 상완골 두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동

할 수 있게 하는 근육들이다. 반복되는 과사용에 의해 전방 거근 및 승모근의 피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견갑 흉곽 운동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견갑 회전 근육의 기능 이상이 오면 하방 전위에 관여하는 관

절와의 경사도에 향을 미쳐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 임상적으로 익상견(winging scapular)를 보

이는 환자에서 전방 및 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승모근의 이상이

있으면 견갑골은 외측으로 회전되어 견갑골의 하각(inferior angle)과 척추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며, 전방

거근의 이상이 있으면 견갑골은 내측으로 회전되어 견갑골 하각과 척추와의 거리는 좁아지게 되어 이로 인

한 충돌 증후군 또는 불안정성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견갑 회전 근육의 이

상으로 외전시 견갑골의 이상한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한다.

회전근 개의 해부 및 병리

1. 기능적 해부학 (Functional Anatomy)

회전근 개는 견갑골로부터 기시하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 및 견갑하근으로 이루어진 4개 근육의 복

합체이며 상완골 결절에 부착할 때 인접한 관절 낭과 주변 인 들과 합쳐지게 된다. 이들은 상완골 두 주위에

있는 부착부 근처에서 하나의 강한 복합체를 형성하며 상완골의 다양한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회

전근 개 부착 부위는 상지의 전방 거상이나 신전 등의 평면 운동 뿐 아니라 회전근 개 주행 방향에 하여 각

도 변화가 큰 외회전이나 내회전 등의 회전 운동에 응하며 퇴행성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구조

물의 보강이 필요하다. Clark는 회전근 개 상완골 부착 부위의 사체 해부를 통해 이들이 5 가지의 층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 층의 섬유 방향을 다르게 하여 장력 등에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구조는 회전근 개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부하로 인한 파열에 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하나의 건으로 집

중되는 응력 (stress)을 다른 구역으로 분산시켜주며, 회전근 개의 일부가 파열되어도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

하게 한다. 그러나 각 층마다 다른 방향의 섬유 조직은 건내 파열 (intratendinous tear)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1) 부착 부위에서의 회전근 개와 관절낭 복합체의 현미경학적 층(Fig. 8)

가. 제 1층; 오구 상완 인 의 표층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근 개 방향과 사선으로 주행하여 상완골

결절 부위의 골막으로 이어진다.

나. 제 2층; 회전근 개 인 부분으로서 크고 규칙적인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제 3층; 작고 불규칙한 섬유속을 가진 두꺼운 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라. 제 4층; 굵은 교원 섬유 를 가진 이완성 결합 조직과 오구 상완 인 의 심층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는 회전 색 (rotator cable)으로 알려진 두꺼운 회전근 개 섬유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측의 회

전 반월 (rotator crescent)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Fig. 9). 회전 색의 기능은 자세히 알려져 있

지 않지만 상완골에 마치 현수교처럼 아치를 이루면서 부착되어 이를 통해 힘이 흡수되고 분산

되어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외측의 회전 반월은 응력 방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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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tress shielding)가 발생하여 회전근 개 파열이 잘 발생한다. 회전근 개는 연령에 따라 크게

반월 우세 (crescent dominant)와 색 우세(cable dominant)로 분류할 수 있다. 반월 우세는 상

적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며 색 보다 얇은 반월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장력의

힘이 반월에 충분히 전달된 후 색으로 분산되어진다. 이에 반해 나이가 들면서 색 우세가 많아

반월 부위는 매우 얇아지고, 허혈성 조직이 되어 점차 응력 방패 효과를 가져와 쉽게 파열될 수

있다. 회전 반월 내에 국한된 회전근 개 파열은 기능적 회전근 개 파열로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다.

마. 제 5층; 진성 관절 낭

2) 건의 골 부착부의 조직학적 구조

건이 골조직으로 부착하는 부위는 독특한 구조로 구성 되어 있다. 조직의 강도가 골조직으로 향할수록 점

점 강해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힘이 분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가능하게 된

다. 이들은 1) 건, 2) 비석회화 섬유 연골 (fibrocartilage), 3) 석회화 섬유 연골, 4) 골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섬유 연골 층은 경부 조직과 연부 조직 사이의 이행 부위를 제공함으로서 골과 건사이의 경계면에서 예각

을 갖는 근섬유를 보호해 준다. 또한 섬유 연골의 경계 지역은 충격 부하를 흡수하고 각도가 큰 반복되는 굴

곡 자세를 취할 때 생기는 과도한 전단력 (shearing force), 압박력 (compressive force), 장력 (tension)으로

부터 부착 부위를 보호해준다. 회전근 개 말단 섬유가 십자 모양으로 골조직에 부착하는 양상도 충격과 장력

흡수 및 분산에 도움을 주는 구조이다.

3) 회전근 개의 임계 (Critical Zone)

회전근 개 중 극상근의 상완골 부착 부위 직상방은 국소 허혈 부위로서, 이 부분은 파열되기 쉽고 석회 침

착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극하근과 견갑하근에는 허혈 부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 인 에서 석회화 건

염의 발생 빈도가 낮은 이유를 여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이 부분으로의 혈류는 노

화, 퇴행성 변화, 진행된 충돌증후군, 팔의 위치 특히 내전시에 따라 더욱 감소하게 되어 허혈성 변화를 악화

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Rathbun과 Macnab은 이 구역이 원래 풍부한 골과 건사이의 모세혈관 문합이 발달해

있으나 정상적인 굴곡력, 장력, 압박력에 의해서 혈류가 차단되어 허혈성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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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부착 부위에서의 회전근 개와 관절낭 복합체의

현미경학적 층의 모식도.
IS: 극하근, SP: 극상근, Chl: 오구 상완 인



4) 단면적

극상근의 근육 부분의 단면적은 후방보다 전방이 더 넓다. 그러나 극상근의 상완골 부착 부위의 인 부분

의 단면적은 전방이 후방보다 더 적다. 이러한 건 단면적 응력의 비율 증가는 회전근 개 파열이 극상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전방부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5) 점액낭 면 (Bursa) 관절내 면의 건

극상건에 한 생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점액낭면의 건은 낮은 탄성 계수와 높은 최 응력 및 긴장력을 가

진다. 또한 점액낭 면보다 관절내 면에서 혈류의 공급이 더 적다. 따라서 관절내 면의 건에서 같은 크기의 힘

에 생역학적으로 파열이 더 잘 발생된다.

2. 회전근 개의 기능 (Function of Rotator Cuff) 

1) 회전근 개 기능

회전근 개는 크게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1) 상완골 회전 작용, 2) 견관절 역동적 안정화

(dynamic stabilizer) 작용, 3) 근육 균형 제공, 4) 간격 효과 (spacer effect)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완골에 한 회전 운동

상완골 운동에 한 회전근 개의 부하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상완골이 회전근 개 작용과 같은 방향으로 능

동적 운동을 할 때는 동심성 장력 부하 (concentric tension load)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완골이 회전근 개 운

동 방향과 반 로 움직이거나 또는 상완골의 운동에 저항할 때는 편심성 장력 부하 (eccentric tension load)

가 발생한다. 상완골두가 회전할 때 회전근 개 근섬유들은 굴곡력을 받기 쉽고 , 팔이 운동 범위 끝까지 운동

했을 때 관절와의 변연부는 건 부착부의 심부면에 전단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회전근 개 부착부와 관절

와 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내부 충돌 증후군 (internal impingement)이라 하며 주로 공을 던지

는 운동 선수들에서 발생한다.

(2) 견관절 역동적 안정화 작용

견관절 안정화에 있어서 주역할은 관절와 상완 관절 주변 근육들이며 그 중에서 회전근 개 및 삼각근이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전근 개는 4가지 다른 작용 기전을 통해 관절와 상완 관절에 역동적 안정성을 제공

한다.

ㄱ. 근육의 용적 효과 (bulk effect)에 의한 수동적 근육 장력 (passive muscle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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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극상건의 상완골 부착 부위의 혈류량이 상완골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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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안정화 작용에 있어 근육 용적에 의한 역할은 근육 제거시 수동적 운동 범위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

다. 회전근 개 근육을 제거하면 상완골두의 상, 하 전이가 최고 10 mm까지 증가한다. 즉 상완골두가 견봉에

충돌할 때까지 6 mm 정도 상방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도 상당 거리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

ㄴ. 관절면을 압박시키는 수축력 (compression of articular surface):

회전근 개를 자극하면 조절되고 균형을 유지한 근육 활동 없이도 상완골두를 관절와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는 관절와 상완 관절 주변의 인 를 이차적으로 긴장시켜 상완골두와 관절와의 접촉 면적 및 압력을 증가

시키며 견관절 안정화에 기여한다.

ㄷ. 이차적 정적 구조물의 긴장을 유발하는 역동적 요소 (secondary tightening of static constraints): 

회전근 개 근육은 작용 방향에 반 로 작용하는 인 를 긴장시켜서 견관절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킨다.

예를 들면 극상근은 상완골 전방 거상 및 외회전 작용이 동시에 있다. 이때 외회전은 하 관절와 상완 인 를

긴장시켜 전방 거상을 제한시킨다. 그러므로 회전근 개는 작용 방향의 반 작용을 하는 인 들을 긴장시켜

안정적인 회전을 유도한다.

ㄹ. 수축된 근육의 방어벽 효과 (barrier effect of the contracted muscles)

회전근 개의 수축은 상완골두의 안정화 구조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절와 상완 관절의 미세한 회전 운동

을 조절함으로서 관절내 전단력을 감소시킨다.

(3) 근육의 균형 (Muscle Balance)

견관절은 주변의 근육들의 균형 있는 작용이 있어야 정상적이며 조절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각

근의 전방 섬유는 견관절의 전방 거상, 외회전 및 내전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삼각근의 전방 섬유에 의한 전

방 굴곡 작용을 위해서는 외회전 및 내전 작용을 중화시키는 삼각근의 후방 섬유 및 극하근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Burkhart는 짝힘 (force couple) 이란 용어로 이러한 작용과 회전근 개 파열

후 변화를 설명하 다(Fig. 10). 즉 정상적인 견관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상면에서는 삼각근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형근이 짝을 이루며, 횡단면에서는 견갑하근과 극하근이 짝을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 다. 회전근 개의 파열은 전통적으로 관절와 상완 관절의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역학적 활동을 유발하

는데 이는 관상면, 횡단면 또는 두면 모두에서 짝힘의 부전으로 인한 것이다.

(4) 회전근 개의 간격 효과 (Spacer Effect of the Cuff Tendon)

회전근 개의 건이 절단되면, 회전근 개의 간격 효과가 사라져 상완골두는 상방으로 6mm까지 이동하는데

이 지점에서 상완골두의 상방 부하가 견봉으로 직접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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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회전근 개 짝힘



2) 회전근 개의 역할

회전근 개 각각의 근육들은 견관절 능동적 운동시 상완골두를 관절와 중심에 위치시키는 기능적 단위로

작용한다.

(1) 극상근

모든 형태의 상지 거상에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주로 상완골두를 압박함으로서 팔을 외전의 시작부터 30�

까지의 거상에 관여한다. 그러나 짧은 지렛 와 근육의 작은 크기 때문에 극상근은 30�이상의 거상시 삼각근

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다.

(2) 극하근

회전근 개에서 두 번째로 작용을 많이 하며 상지 거상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주요 기능은 상완 골두의

외회전으로, 이때 후방 삼각근의 과도한 외회전과 과신전을 예방해주는 길항 작용도 동시에 한다.

(3) 견갑하근

흉근, 원형근, 광배근과 연합하여 상완골의 내회전을 담당한다. 역할은 삼각근에 의한 외회전을 감속

시키는데 이로 인해 전방 구조의 제한으로 전체적인 안정성에 기여한다.

(4) 소원형근

극하근과 연합하여 상완골을 외회전 시킨다. 추가로 중간 삼각근의 상방으로의 힘에 반하여 작용함으로서

하방 안정성에 기여한다.

3) 견관절 운동시 회전근 개의 기능

견관절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은 26개이며 이들은 각각 짝힘, 반 힘 등을 이루며 조절된 견관절 운동에 작

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전체에 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회전근 개 및 삼각근과

같이 중요한 근육들에 해서는 근전도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1) 외전

상완골 외전은 180�가 최 이며 극상근과 삼각근이 주로 작용한다.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극상근과 삼각

근 두 근육 모두 외전 운동 전체에 걸쳐 활동력을 보이며 특히 90�에서 180�사이에서 최 에 이른다. 승모근

과 전거근은 견갑골을 회전시켜 극상근과 삼각근의 외전 운동에 상승 효과를 준다. 견갑상 신경

(suprascapular nerve) 차단으로 극상근과 극하근의 작용을 상쇄시킨 실험에서 견갑골 면에서의 거상시 0�

에서는 35%, 60�에서는 60%, 150�에서는 30% 힘의 감소가 있었다. 또한 액와 신경 (axillary nerve) 차단으

로 삼각근 향을 상쇄시키면 30�거상에서는 5%, 150�거상에서는 60~80%의 근력 감소가 있다. 액와 신경

을 자극하면 40�까지만 외전이 가능하고, 견갑상 신경 자극시 90�거상과 45�외회전까지 가능하다.

Sharkey 등은 삼각근이 상지를 거상하는데 필요한 힘은 극상근의 작용과 함께 하면 72%가 감소하며, 극하근

/소원형근과 같이 작용하면 64% 감소, 모든 회전근 개와 함께 작용하면 41%로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상지

외전의 마지막 동작은 견갑골의 거상 및 회전과 관절와 상완 관절의 외회전이 필수적이다. 견갑하근, 극하근,

및 소원형근은 단 회전근 개 (short rotator)로서 상완골 외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전 동안에 단 회전근

개의 힘의 방향은 하방과 내부로 향함으로서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침강시키고 이로 인해서 삼각근과 극상근

에 의해 상방과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힘에 항하여 상완골두가 상방으로 아탈구 되거나 견봉 돌기에 충돌

하지 않게 해준다. 단 회전근 개의 역할은 고정된 지렛 를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짝힘을 통해 상완골의

거상을 가능하게 한다. 회전근 개 파열이 발생하 을 때 지렛 가 소실되므로 삼각근 단독 작용으로 상완골

두가 상방으로 아탈구가 유발된다.

(2) 내전과 신전

내전과 신전 운동에는 광배근, 원형근, 흉근의 하부, 후방 삼각근, 삼두근의 장두가 작용하고 회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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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거의 역할이 없다. 근전도 검사상 회전근 개는 내전과 신전 운동에서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굴곡

삼각근의 전두, 흉근의 쇄골 부분이 전 굴곡 운동에 작용한다. 오구 완근과 이두근은 처음 90�굴곡까지

만 주로 작용한다. 외전시와 마찬가지로 단 회전근 개는 상완 골두를 침강시키고, 삼각근의 상방으로 작용하

는 힘을 따라 상완골을 거상시키는 짝힘을 생성한다. 굴곡의 마지막 동작은 외전과 마찬가지로 견갑골과 관

절와 상완 관절의 외회전이 필요한데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내회전

견갑하근, 원형근, 광배근, 흉근, 전방 삼각근이 작용한다. 진정한 내회전근은 견갑하근으로서 견갑하

신경이 자극되면 팔은 견갑하근 단독 작용으로 25�내회전, 20�굴곡이 일어나게 된다.

(5) 외회전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주작용 근육이며 극하근은 전체 70�운동 범위에서 작용하고 소 원형근은 30�외회

전 이후에 능동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삼각근 또한 외회전에 작용하고 주로 0�에서 30�외회전까지 작

용한다. 외회전 동안 견갑골 안정화 구조물은 극상근, 상부 승모근, 거상근, 이두근, 삼각근 (30�외회전 이

후)이다. 견갑상 신경의 단독 자극은 극하근의 작용으로 45�외회전, 극상근의 작용으로 90�외전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회전근 개의 생역학 (Biomechanics of Rotator Cuff)

회전근 개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상완골의 염전력 (torque)은 모멘트 팔 (moment arm, 힘의 작용점과 운

동 중심 간의 거리)과 작용점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의 분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회전근 개에 의해 전달되

는 힘의 강도는 회전근 개의 크기, 상태, 관절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사체 실험에서 외회전에 필요한 힘은

극상건의 1/3이나 2/3정도의 파열에서는 5% 정도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극상건이 1/3,

2/3, 또는 완전히 파열 후 위축된 경우 외회전 힘은 각각 19%, 36%, 58%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관

절 운동에 작용하는 근육들의 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1) 근육의 힘과 염전력은 관절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근육 수축력은 보통 주행 경로 (excursion)의 중간

부근에서 더 강하고 양 끝에서 더 약하다.

(2) 근육 힘의 방향은 관절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극상근은 팔의 초기 위치에 따라 외전 또는 외회전에

기여한다.

(3) 상완골두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 개 건의 효과적인 상완골 작용점은 해부학적 부착 부위가 아니라 건이

처음 골두에 접히는 지점인 관절면에 보통 위치하고 있다.  

1) 관절와 상완 관절에서의 힘

상지 거상 중 관절와 상완 관절에 미치는 힘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관절와 상완 관절에

작용하는 힘은 팔의 무게, 외전 근육들의 힘, 상지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의 힘, 압박력, 관절와면에서의 상

완골두의 전단력 등이다. 삼각근 자체로는 최 상지 무게의 6배의 힘을, 극상근은 2.5배, 회전근 개는 5배의

힘을 견뎌낼 수 있다. 관절와 상완 관절에 작용하는 합성력 (resultant force)은 관절 압박력과 관절와면에

한 전단력의 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지를 효율적으로 외전시키고 상완골두를 관절와 면에서 단순히 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따라서 팔이 처음 외전될 때, 회전근 개 근육에 의해 생기는 압박력은 상완골두

를 관절와에 유지시켜주고, 외전근에 의해 생기는 관절와 위로 작용하는 전단력에 해 저항하게 해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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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60�미만의 외전시에는 압박력과 전단력이 같고 합성력은 증가한다. 60�에서 90�사이에서는 압박

력이 증가하고 전단력이 감소, 합성력은 증가한다. 90�이상의 외전시에는 압박력이 감소하고 전단력이 감

소, 합성력은 감소한다. 또한 합성력은 90�외전시 최 이고, 외전이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감소한다. 예를 들

면 30�와 150�외전시에는 합성력이 몸무게의 0.4배이고, 60�와 120�에서는 몸무게의 0.8배, 90�외전시에

는 최 로 몸무게의 1배이다. 낮은 각도에서의 상지 거상시 극상근이 큰 모멘트 팔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은

근력과 관절 합성력을 요구하므로 삼각근보다 생역학적으로 유리하다. 반 로 높은 각도의 상지 거상은 삼

각근이 생역학적으로 유리하다.

상지 운동은 각 근육들의 염전력이 균형을 이룸으로서 유지가 된다. 그러나 Ivey와 Rusche는 등속성 기계

를 이용한 상지 각 위치에 따른 최 염전력을 계산한 결과 굴곡-신전, 4:5, 외전-내전, 1:2, 내회전-외회전,

3:2 비율로 차이가 있음을 조사한 바 있다. 절 적으로는 내전 동작의 염전력이 가장 크며 신전, 굴곡, 외전,

내회전, 및 외회전 순이었다.

2) 합성력 벡터의 방향 (Direction of Resultant Force Vector)

외전시 상완 골두가 관절와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합성력의 벡터는 관절와의 안전 각도 (arc of enclosure)

및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팔이 30�와 60�외전시에 힘은 관절와의 상방연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전단

력이 발생하고, 외전이 계속 증가할수록 관절와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회전근 개 기능 소실 때 (특히 극

상근) 압박력의 감소와 전단력의 증가로 인해 합성력이 관절와 운동 범위 상방으로 이동하며 안전 각도 범위

밖으로 향하게 된다. 임상적으로 결과적인 불안정성이 관절와 위의 상완골두의 상방 아탈구와 함께 보이게

된다. 또한 관절와 상완 관절의 회전 중심도 정상 관절에서는 관절와와 상완골 중심에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회전근 개 질환이 있는 경우는 회전 중심이 상완골 중심으로부터 상당히 편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육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내회전보다는 외회전시 월등하다. 외회전시 작용하는 힘은 중립위의 힘과 비슷

하지만 합성력의 벡터는 삼각근 때문에 발생하는 압박력의 증가와 전단력의 감소로 인해서 좀 더 관절와 중

심을 향하게 된다. 내회전시의 힘의 벡터는 중립위와 외회전시보다 더 크고 전단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상

방을 향하게 된다. 내회전의 합성력은 90�외전 상태에서 외회전시보다 2배이다. 60�외전과 동시에 중립위

의 합성력의 벡터는 관절와 내의 안전 각도 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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