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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은 피부 절개를 시행한 후에 육안으

로 보고 수술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깊은 부위까지 도달이 가

능하며 확 된 상으로 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절경

렌즈가 30。또는 70。의 각도를 이루므로 인해서 시야의 제한

이 있으며, 전후로 이루어지는 원근감 등에 의하여 술자가 익

숙해 지는데 시간을 요할 수 있다. 특히 어깨 관절의 견봉하

공간은 다른 구조물과 달리 수술 시야 내에서 표식자(land-

mark)로 사용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서 공간에 한 위치 및

구조물에 익숙해 지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

특히 견봉하 공간에 한 검사나 조작이 어려운데, 이는 공

간이 협소하고 위치를 파악할 적절한 표식자가 없고 출혈이

나 점액낭의 비후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그나마 회전근 개의 파열 이상에서는 파열에 의해서 공

간이 비교적 늘어나고 파열 부위를 기준으로 시야를 이해하

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파열이 크지 않은 경우나 부분 파

열인 경우에는 어깨 관절경 수술에 능숙해질 때까지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상 구조물 및 병리 해부학적인 지

식과 삽입구(portal)에 한 이해가 관절경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론

관절경 수술에 있어서 적절한 삽입구를 만드는 것은 수술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이후 수술의 진행 과정을 쉽

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다. 수술

을 하고자 하는 견관절 내를 정확히 검사를 하고, 다음 삽입구

를 만드는 데에도 향을 미치며, 관절 내에서 기구를 조작하

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삽입구를 적절하게 만들지 못한 경

우에는 정상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수술 중에 도달하고

자 하는 부위로 적절히 도달을 못하게 되거나 수술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1-3)

표면 해부학 및 준비

피부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부학만으로 적절한 삽입

구의 위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환자 개개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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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깨 주변의 연부 조직의 두께와 견봉 및 상완골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관절 내로의 진입 각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기구의 조작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삽

입구를 만들기 전에 척추 침(spinal needle)을 이용하여 원

하는 구조물로의 진입 각도까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수술 준비를 마친 뒤에 전방으로는 쇄골과 오구 돌기의 위

치를 확인하고 외측으로는 견봉의 외측연, 내측으로는 견봉

쇄골 관절의 후연, 후방으로는 견갑골 극(scapular spine)의

후연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술자가 사용하고

자 하는 도달 경로는 견봉의 하연이라는 것이다. 즉, 견봉의

정확한 표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니라, 그 보다는 개인의 연부

조직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각도로 관절에 진입할 수 있

을 정도의 여유가 있게 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Fig. 1).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검지를 견봉 쇄골 관절의 후

연과 견봉이 이루는 와(fossa)에 위치를 시키고 엄지로서 견

봉 외연을 느껴 보면서 견봉의 외측연을 표시하면 된다. 견봉

하 공간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를 비하여‘bursal ori-

entation line’또는‘reference line’이라고 하는 선을 만

드는데, 견봉 쇄골 관절의 후연에서 시작해서 견봉의 외측연

에 수직이 되도록 원위부로 선을 긋는다. 견봉하 관절의 관절

경 수술 시 이 선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개 이 선은 견

봉의 전방 2/5와 후방 3/5를 나누게 된다. 이 때 전방 2/5부위

가 중요한데, 이는 견봉하 점액낭이 전방에 위치하며 이 곳에

이두근의 장건과 극상건이 위치하기 때문에 부분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부위이다. 이 선의 바로 후방에 견봉하 점액낭의

후벽(posterior bursal curtain)이 존재한다.

관절와 상완 관절의 관절경 삽입구

후방 삽입구는 최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 표식자를

잘 확인하여서 정확한 위치 선정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후방 삽입구는 관절와 중간보다 상부에 위치하며

견봉의 후외측 각에서 2~3 cm 내측, 3~4 cm 하방에 위치시

킨다(Fig. 1).4) 이 부위는 견관절에 있어서 soft spot에 해당

하며 극하건과 소원형건 사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수치

는 저자들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후방 삽입구는 사각 공

간(quadrangular space)의 액와 신경과 후 상완 회선 동맥

(posterior humeral circumflex artery)으로부터 2~4 cm

떨어져 있으며, 견갑상 신경(suprascapular nerve)으로부

터는 1 cm 외측에 위치한다.5) 그러므로 지나치게 내측을 향

하여 삽입하게 되면 견갑상 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오구 돌기를 향하도록 한다. 후하방 삽입구는 일반적인 후

방 삽입구보다 1~2 cm 하방에 위치를 시킨다.

그리고 중앙 후방 삽입구(central posterior portal)는 후

방 관절선의 중간 정도에서 관절와와 평행한 각도로 만들어

진다.6) 견봉의 후외측 각에서 1~2 cm 내측, 2~3 cm 하방에

위치시킨다. 액와 신경에 더 다가가며, 최소 1 cm 정도는 떨

어져 있다고 하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5)

전방 삽입구를 만들 때는 outside-in과 inside-out의 방

법이 가능하다. 항상 오구 돌기의 외측에 위치하여야 신경 손

상을 줄일 수 있다. 오구 돌기는 이러한 신경, 혈관 손상의 방

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이다. 오구 돌기의 내측,

아래쪽에 상완 신경총, 액와 동맥 및 정맥이 위치한다. 상완

신경총은 오구 돌기의 하방, 내측 5 cm에 위치한다.5) Outside-

in 방법은 후방 삽입구에 위치시킨 관절경으로 관절 내를 관

찰하면서, 오구 돌기의 외측에서 삽입한 척추 침이 회전근 간

격(rotator interval: 이두건 장두의 전방, 견갑하건의 상연,

내측의 관절와가 이루는 삼각형의 공간)으로 나오는 지를 확

인한다. Inside-out 방법은 후방 삽입구에 위치시킨 관절경

을 회전근 간격에 위치시킨 뒤, 관절경을 제거한 삽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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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showing a marking line along the boundary of the

acromion, clavicle, and coracoid process. The location

of the posterior and lateral portal was maked.

Fig. 2. Photo showing a anterosuperior portal at the anterolater-

al corner of the acromion (a switching stick was being

inserted).



(sheath)을 통하여 교환 막 (switching stick)를 어 넣

으면서 융기된 피부에 절개를 가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관절

경 시야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척추 침으로 수술을 시행

하고자 하는 구조물로의 접근 각도까지 확인이 가능한 out-

side-in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견봉과 오구 돌

기 사이에 만들며, central anterior portal은 상완골두, 관

절와, 이두박건으로 경계 지어지는 공간의 가운데 만든다. 전

삼각근을 통과하며 액와 신경에서 상방 2 cm, cephalic vein

에서 상외측 3 cm에 portal이 위치하게 된다.5) 전상방 삽입

구(anterosuperior portal)7)는 견봉의 전외측연에 위치시킨

다(Fig. 2). 이두건의 전방에 위치시키게 된다. 상부 관절와

순으로의 도달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Fig. 3), 전상방

삽입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키면 전하방에서부터 후하방의 구

조물까지 관찰이 용이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전하방 삽입구는 견갑하건의 상연보다 상부에 위치하나 오

구 돌기에서 기시하는 연합건(conjoined tendon)의 외측을

통과하여야 한다.8) 5시 삽입구(5 o’clock portal)라고도 한

다.9,10) 관절와에 보다 수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봉합 나사의

삽입에 용이하다. 전하방 삽입구를 만들 때는 근피 신경

(musculocutaneous nerve)을 주의하여야 하며 상완 신경

총 중에서 가장 외측에 위치하여서 손상되기 쉽다. 이 신경은

오구 돌기에서부터 1.5~4 cm (평균 2.9 cm)의 위치에 존재

하며, 오구 돌기에서 2~8 cm 하방에서 오구상완근(coraco-

brachialis)을 통과하게 된다.5) 근피 신경이 연합건으로 들어

가는 위치는 개인차가 심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후외측 삽입구(posterolateral portal)는‘Port of

Wilmington portal’이라고도 한다. 견봉의 후외측연에서 1

cm 전방, 1 cm 외측에 위치시킨다. 후방 삽입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킨 상태로 outside-in으로 만들 경우에 후외측 관절

와 연으로 45。각도로 도달이 가능하므로, 후외측 상부 관절

와 순의 봉합을 시행할 때 사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관절와로의 도달 각도를 얻고자 지나치게 외측에서 진

입하는 경우에는 극상건의 부착부의 손상을 만들어서 파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 의하면, 관절경

과 연관된 합병증으로 portal과 연관해서 생기고 증상과 관

련이 있는 회전근 개 파열을 보고하고 있다.

극상 와 삽입구(suprascapular fossa portal)는 초기에는

관류액의 주입(inflow)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상부에서의

기구 조작에도 사용되어진다.11,12) 전방으로는 쇄골, 외측으로

는 견봉의 내측연, 후방으로는 견갑골로 이루어진 상부의

soft spot에 만든다. 견봉의 내측연에서 1 cm 내측에 피부

절개를 가한 후, 전외측으로 삽입관을 진행시킨다. 이곳을 통

해서 견봉하 공간뿐 아니라 상완 관절 내로도 도달할 수 있다.

Neviaser 삽입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견봉하 공간에 도달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관절와 상완 관절 내로의 도달을 하기

위한 삽입구와는 구분을 요한다. 이 방법으로는 승모근

(trapezius)의 외측연, 극상건 일부, 상부 관절막을 관통하게

되며, 극상건의 건 부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팔의 외전 각

도에 따른 극상건의 손상을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0-30。외

전 상태에서 가장 극상건의 손상이 최소 다고 하므로, 이 곳

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견관절의 외전을 0-30。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주의를 한다. 견갑상 신경은 삽입관보

다 2 cm 내측을 지나므로, 삽입관을 지나치게 수직으로 삽입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5)

견봉하 공간의 관절경 삽입구

견봉하 공간에 관절경을 삽입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봉하 점액낭의 위치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관절와 상완 관절의 검사를 위한 후방 삽입구 외에

추가로 만드는 삽입구의 위치 선택은 술자의 판단과 하고자

하는 술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술자는 개개 상황에

맞추어서 삽입구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후방 삽입구는 관절와 상완 관절에 사용한 후방 삽입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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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rthroscopic photo showing the switching stick through

the anterosuperior portal.

Fig. 4. Photo showing a suturing device through the modified

Neviaser portal.



그 로 사용하되 그 방향을 보다 상방으로 통과시켜서 견봉

하 공간에 도달한다. 삼각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견봉의

후연에 도달한 다음 견봉하 공간으로 진입한다. 이 때 시야 확

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견봉하 점액낭의 후벽을 제

로 뚫지 못한 경우이다. 삽입관을 잡지 않은 손으로 오구 돌기

를 확인하면서 견봉의 전방 경계를 향하도록 한다. 점액낭의

후벽을 뚫을 때의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전방 삽입구는 through-and-through technique로 만

들 수 있는데, 이는 관절경을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전진시

켜서 오구 견봉 인 의 외측에 위치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관

절경을 제거한 삽입관으로 교환 막 를 진행시켜서 만드는

방법이다. 보통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검사를 위하여 만든 전

방 삽입구를 그 로 이용하게 된다. 외측 삽입구는 견봉의 외

측연에서 외측으로 4 cm 위치에 만든다고 하나, 개개인의 해

부학적인 특성과 시행하고자 하는 수술 구조물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방 삽입구에 위치시킨 관절경으

로 척추 침이 견봉의 하연에 평행한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견봉 성형술을 시행할 때, 연마기(burr)의 도달 각도가 잘

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견봉 성형술이 될 수도 있다. 외측 삽입

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극상건 파열을 편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미식 축구의 중앙선에서 양측의 경기를 관

찰하기 쉽다는 의미의‘50 yard line view’라고도 표현한다.

회전근 개의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서 삽입구의 위치를

달리하면 봉합술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3) 후방에 위치

시킨 관절경 시야에서 척추 침을 이용하여서 극상건 파열 부

위의 가운데에 도달할 수 있는 각도로 견봉의 외측연으로부

터 3 cm 외측에 작업 삽입구(working portal)를 만든다. 또

한 견봉의 후외측 연에서 1 cm 외측에서 극상건 파열의 후방

연에 도달하도록 후방 관찰 삽입구(rear viewing portal)를

추가로 만들면 파열 부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시야를 확

보할 수 있다. 견봉 쇄골 관절에 도달하기 위한 삽입구는 견봉

쇄골 관절의 바로 전면에 만드는 방법이 있다. 원위 쇄골단 절

제술을 시행할 때 연마기의 도달 각도가 관절면에 평행하도

록 만들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후외측 삽입구에 관절경을

위치시키고 후내측 삽입구를 통하여 연마기를 견봉 쇄골 관

절에 평행하게 진입시킬 수 있다.

앞서 관절와 상완 관절의 삽입구에 한 설명을 하면서 극

상 와 삽입구에 하여 언급하 다. 견봉의 내측연에서 1 cm

내측, 견봉 쇄골 관절의 후내측연에서 2~3 cm에 피부 절개를

가한다. 견봉하 공간으로는 20。외측, 15。전방으로 삽입관을

진행시킨다. 변형 Neviaser 삽입구라고도 한다. 이 삽입구를

통하여 봉합 기구를 넣어서 내측으로 전위된 건에 한 봉합

사의 관통에 사용할 수 있다(Fig. 4). 극상 와 삽입구를 만드

는 경우에는, 삽입관이 위치하는 곳의 2 cm 내측에 견갑상 신

경 및 혈관이 지나므로 지나치게 내측이나 수직으로 삽입관

을 진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견봉하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삼각근의 손상이 불가피

하며, 액와 신경이 견봉의 외측연에서 하방 3~5 cm 가량에

위치하므로 지나치게 하방으로 삽입관이 향하지 않도록 주의

를 요한다.5) 두 정맥(cephalic vein)은 견봉의 전외측 연에서

전외측으로 지나가므로 피부 절개를 가할 때 지나치게 각도

가 발생하지 않는 한 흔하게 손상을 받지는 않는다.5) 흉견봉

동맥(thoracoaromial artery)의 분지가 오구 견봉 인 의

내측을 지나기 때문에 삽입구가 오구 견봉 인 의 외측에 위

치하도록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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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의 관절경 삽입구∙송현석

관절경 수술에 있어서 적절한 삽입구를 만드는 것은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이후 수술의 진행 과정을 쉽

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다.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견관절 내를 정확히 검사를 하고, 다음 삽입

구를 만드는 데에도 향을 미치며, 관절 내에서 기구를 조작하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정상 구조물 및 병리 해부학적인

지식과 삽입구(portal)에 한 이해가 관절경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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