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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불안정성
진단 및 치료방침의 결정

구가톨릭 학병원 정형외과

최창혁

진 단

1. 병력 및 신체검사

부분의 전방 불안정성14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징적으로 투구동작을 취하기

가 힘들게 되나 수면이 힘들거나, 물건을 머리 위로 들기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

체검사를 시행할 때는 먼저 정상적인 관절의 이완성(laxity)와 불안정성(instability)을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병적인 관절낭 이완(pathologic laxity)은 선천적으로나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 성

별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정상 이완과의 명백한 구분은 힘들다. 전방 불안정성의 경우 전방 불안검사

(anterior apprehension test) 및 원위치검사(relocation test)를 시행할 수 있는데, 전방불안검사는 환자를 앙

와위에서 어깨를 외전, 팔꿈치를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외회전할 때 환자의 증상이 발현되어 불안해짐을 확

인하는 것이며, 원위치검사 검사는 이 상태에서 검사자가 환자의 상완골두 전면을 후방으로 눌러주면 불안

감이 없어질 때 양성으로 판정하여 불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 시 전방 관절낭의 이완을 줄여

줌으로써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Load and shift test는 관절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로써,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팔을 20도 굴곡 및 외전 시킨 후 검사자가 상완골 두를 관절와에 압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

방 및 후방으로 전위시키며 그 정도를 건측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검사이다.

2. 방사선학적 검사

관절와상완관절의 이완정도와 관절와 및 상완골두의 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촬 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 후면, 액와면 및 stryker notch view를 찍어 확인할 수 있다. CT는 상완골 및 관절와의 골결

손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수술적 치료시 관절경적 치료 및 개방성 치료 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MRI 및 관절조 MRI는 견관절 불안정성 검사에 있어 가장 유용한 검사이며, 관절순 및 관절낭 손상의 정도

와 동반된 회전근 개 손상을 확인하여 수술적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마취하 검사 및 관절경적 검사

마취하 검사(EUA)는 수술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마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불안정상태를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관절경을 통해서는 Bankart 병변과 Hill-Sach’s 병변외에 회전근 개의 상태나

관절내 이완상태(Drive-through sign)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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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방침의 결정

견관절의 가동성은 정상적인 관절의 이완(laxity)로 부터 병적인 이완(pathologic laxity), 즉 불안정성

(instability)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상적인 관절운동과 증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는 중복되

어 명확하게 그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견관절의 불안정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

며, 병력과 신체검사 소견 및 진단적 검사 소견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방침을 선택하게 된다.

20 전 후의 연령층에서 전방 외상성탈구 및 재탈구를 경험한 후 부분 Bankart 병변 및 Hill-Sach’s 병

변을 볼 수 있으며, 경도의 관절낭 이완이 동반된다.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탈구의 빈도는 다양하게 나타

나며, 최초 탈구 시의 치료 또한 저자들에 따라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에 해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20

전 후의 젊은 연령층에서 첫 탈구 후 재탈구를 막기 위해 조기에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태이며, Kirkley등은 통상적인 고정 및 재활치료로 47~67% 정도의 재탈구 빈도를 보이

나 조기에 관절경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재탈구의 빈도가 15%정도로 감소하 음을 보고하 고, Arcieroe

등도 미육군 사관학교 생도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기 관절경 수술치료가 재탈구빈도를 줄이는데 유용하

다고 보고하 으나, 조사 상이 위험도가 높은 군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 그 결과를 그 로 적

용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결과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안정성

자체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측면(disease specific quality of life)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감안해야 하

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분의 저자들은 일차 탈구 후 보존적 치료 및 활동의 변화를 통한 치료결과를 확

인해 본 후, 재차 탈구를 경험하 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을 권하는 경향이다.

비외상적인(Atraumatic) 원인에 의해 주로나타나는 다방향성 불안정성(Multidirectional) 은 양측성

(Bilateral)으로 나타나고 부분 재활치료(Rehabilitation)를 통해 호전을 볼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한 경우는 회전근 간극 봉합(Interval closure)과 하방관절막 이동술(Inferior capsular shift)dl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병태생리에 따른 치료 방법의 결정

관절와상완인 특히 전하방인 는 운동최 범위에서 과도한 회전이나 전위를 막아주는 check rein 역할

을 하게 되며, 이는 관상면에서 거상한 상태에서 최 한 외회전 및 신전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중간 범위의

운동시에도 관절순의 파열이나 관절와의 손상으로 인해 관절와 오목안정성(concavity compression)의 손상

을 입게 되며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다. Bigliani등은 생체 실험을 통해 견관절 전방 탈구 시 하 관절와 상

완인 의 파열이 관절와쪽에서 40%가 발생하 으며, 관절낭부위가 35%, 상완골쪽의 부착부위 손상이 25%

에서 일어났음을 보고하 으며, Speer등이 Bankart 병변 유발실험을 해본 결과 Bankart 병변 자체는 약 3.4

mm 정도의 경미한 전위를 유발하 음을 밝힘으로써 Bankart 병변만이 전방탈구 및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유일한 병변은 아니며, 동반된 관절낭의 소성변형(plastic deformity)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따라서 전방

불안정성에 한 수술적 치료 시 Bankart 병변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동반된 소성 변형의 교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Bankart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관절낭 및 상완골 부착부위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원인 병변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탈구 시 전방 관절와는 회전근 개 부착부위 및 후상방 상완골두와 부딪히게 되며, 20 전 후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관절순의 파열과 함께 관절와연의 골절, 후상방 골두손상(Hill-Sach’s 병변)이 주로 보이며, 35

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결절 및 회전근 개의 손상등 후방 병변이 빈번히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치

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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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방법의 선택

(1)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의 선택

견관절불안정성의 보존적 치료는 견관절 주위근육의 동적 안정성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조화된 강한 근육

안정성(coordinated, strong muscle)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절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며, 회전근 개, 삼각근 및 견갑주위근육을 조절된 근육강화운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존적 치료 후 재탈구의 빈도에 해서 Yoneda등은 5주간의 고정 후 재활치료를 한 결과 17%의 재탈구

를 보고하 으며, Aronen등은 운동량이 많은 미해군 사관학교생도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3주간의 고정

후 25%의 재탈구를 보고한 반면, Wheeler 등은 비슷한 상인 미육군사관학교생도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92%의 재탈구를 보고하 다. 이는 환자의 연령이나 손상의 정도 및 활동량 뿐만 아니라 고정방법 및 재활치

료방법 등이 재탈구의 빈도에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Itoi등은 탈구 후 통상적인 내회전 위치가 아니라 외

회전 고정을 통해 파열된 관절낭관절순 복합체가 해부학적인 위치에서 보다 긴장된 상태로 치유될 수 있어

재탈구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 다. 재활치료 시 근육강화운동의 효과에 해서는 부분의 저자들이

재탈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 지만 Burkhead 와 Rockwood는 외상성 아탈구의 경우 16%만

재활운동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 으며, 전방 비외상성 아탈구의 80%, 및

후방불안정성의 90%에서는 보존적 요법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 다.

(2) 관혈적 및 관절경적 술식의 선택

전방 견관절 불안정성에 한 수술적 치료는 Hippocrates가 처음 Pot를 이용한 thermal shrinkage를 시도

한 이래, 외회전을 제한시키는 관절외적 방법과, 관절내 방법으로 관절낭과 관절순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발

전되어 왔다. 1906년 Perthes가 전방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해 관절낭을 관절와에 재부착시키는 방법을 보

고한 바 있으며, 1938년 Bankart가“essential lesion”을 기술하여 관절낭과 관절순의 해부학적인 재건을 강

조한 이래 Bankart 술식이 견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술식으로 인정되었으나, 견관절와에

천공구멍을 만들어 봉합하는 수기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관절경 술식의 발달 및 suture ahchor의 개발

로 관절경하 수술 뿐만 아니라 관혈적 술식에 또한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어 많은 술자들이 Bankart 재건술

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혈적 술식과 관절경하 재건술은 각각 잇점이 있으며, 어느 술식이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나, 최근의 경향은 collision sports는 개방성

술식으로, non-atheletes이거나 throwing atheletes의 경우 관절경 술식으로 시행하는 추세이다.

ㄱ. 개방성 수술

전방 불안정성에 한 개방성 술식은 관절외 술식 및 관절내 술식으로 나누어지며, 관절외 술식으로

Magnuson-Stack 및 Putti-Platt술식은 견갑하건을 긴장 및 재배치시켜 외회전을 일부 감소시킴으로써 불안

정성을 치료할 수 있는 술식으로 재발율이 5% 이하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연성 관절와 상완관절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술식이며, Bristow술식 및 Latarjet 술식은 오구돌기를 이전시키는 술식으로써 관절와의 전후

면 지름을 증가시키는 골성효과(bone effect), 관절막을 오구견봉인 에 부착시키는 인 효과(ligament

effect)와 함께 견갑하근의 하방에 해먹작용을 기 할 수 있는 근육효과(muscle effect)등을 기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관절와골결손이 25% 이상인 경우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전방견관절의 재발성 탈구에 한

Bnkart 술식은 1923년 Bankart에 의해 처음 보고 되었다. 이는 관절내 술식으로 분리된 관절순의 해부학적

인 정복이 가능하며, 관절 외 술식의 단점인 정상 조직의 손상과 외회전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수기상 관절와에 안정적인 고정을 하기 힘들어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suture

anchor등 기구의 발달로 관절와 연에서 안정적인 고정이 가능하여 관절순의 관절와 깊이를 재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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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수술 시 과도한 관절막의 절제를 통하여 외회전 장애나 술 후 관절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분의 저자들은 개방적 Bankart 술식 후 95%전 후의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관절외 술식의 경우,

술 후 재발률은 Bankart 술식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Hattrup 등은 9.5%의 재발을 보고하 고, Morrey 등

은 11%의 재발률을 보고하 으나 그의 증례 중 Bankart 술식을 시행한 16례에서는 재발이 없었다고 하 다.

Hovelius등은 Putti-Platt술식 후 19%의 재발율을 보 으나, Bankart술식 후 2%의 재발율을 보고하 다. 

ㄴ 관절경적 수술

관절경하 수술은 1982년 capsular stapling이 처음 보고된 이래 경관절와 봉합(transglenoid suture), 유관

흡수성 봉합 나사못(cannulated bio-absorbable anchor)등의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최근 suture anchor등

기구의 발달로 관절와 연에서 관절순의 해부학적인 정복 및 고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상조직의 손상이

나 기능의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술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재발률은 staple의 경우 16~33%로 보

고되었으며, 경관절와 봉합 시 0~60%, absorbable tack의 경우 0~37%, 그리고 suture anchor를 이용한 경

우 0~30로써 개방성 술식에서 5% 이하의 재발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수기 및 기구의 발

달로 개방술식에 비견할 정도로 재발률이 감소되었으며 Gartsman등은 최소 2년의 추시관찰 상 4%의 재발

률을 보고하 다. 일반적인 관절경적 수술의 적응증은 외상성 불안정성, 단방향성 불안정성, 인 이완이 없

는 경우, 5회 이하의 탈구, 관절경검사상 관절막관절순이 건재한 경우 및 비접촉성운동선수 등이며, 성공적

인 결과는 술자의 경험, 술식 자체의 한계, 술 후 재활운동 등에 좌우된다.

(3) 재활치료의 효과

술 후 재활운동은 수술로 인한 통증의 소실 정도, 재 부착된 관절순의 치유, 그리고 관절운동 범위 회복의

정도에 따라 운동의 빈도 및 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운동이 치료 결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관

절경 및 관혈적 술식은 수술 후 치유되는 양상이 다르고, 운동범위의 제한 또한 관혈적 술식의 경우 관절경

술식에 비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재활운동 또한 재 손상을 막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재활운동 치료 중 견관절 기능회복의 시기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며,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전방 관절순에 한 수술적 치료 후 어느 정도의 외회전 제한은 재탈구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velius 등의 보고에 의하면 추시 관찰 상 평균 16도, Gill 등은 평균 12도 정도의 외회전 제한과 2%

의 재발률을 보고하 다. 그러나 Rowe 등은 146례의 수술 례를 평균 6년 추시 관찰한 결과 69%에서 완전한

외회전의 회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재발을 줄이기 위해 외회전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 다.

요 약

외상성 전방탈구의 경우 일차성 탈구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

및 비외상성 다방향 불안정성의 경우 보존적 치료가 바람직하며, 10 및 20 의 재탈구로 인한 불안정성이

유발될 경우 관절경적 혹은 개방성 Bankart 술식을 통하여 관절순의 해부학적 정복 및 술 후 잘 조절된 재활

치료를 시행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치료 방법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원하는 결과

를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불안정성의 원인, 정도, 탈구의 횟수, 환자의 활

동도 및 재활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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