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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유용성
- 관절와 골절을 동반한 2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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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ness of Arthroscopy on Treatment of Double disruption
of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

- Two cases including Fracture of Glen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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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 (SSSC) maintains a normal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extremity and the axial skeleton. Traumatic double disruptions of the SSSC frequently create an unstable anatomic
situation and is difficult-to-treat. When this double disruption is managed conservatively, significant displacement
can occur at either or both sites and result in long-term problems and functional disabilities. Therefore surgical man-
agement is generally necessary. The authors experienced two cases of double disruptions of the SSSC treated with
arthroscopic surgery & and reported goo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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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SSSC,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는 견갑골의

관절와, 오구돌기, 오구쇄골 인대, 원위쇄골, 견

봉쇄골 관절, 견봉으로 구성된 골 또는 연부 조직

의 고리로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형성하고 이들

각각의 요소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복합체를 형

성하여 견갑부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9 )(Fig. 1). 심한 외상으로 발생되는 상부 견

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는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복합체의 파괴를 가져와 해부학적

으로 불안정하고 보존적 치유시 회복기간이 길고

기능적으로 부정 유합 등의 골유합 문제나 견봉하

충돌 증후군, 근력 저하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권장 된다3 , 9 ). 저자들은 관절와의

골절을 동반한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

리가 있는 2례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후

그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증례 1

3 3세 남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하며 우측 어깨

의 전방부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발생한 우

측 견관절 동통으로 본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수상당시 환자는 진찰 소견상 견관절에 전반적인

심한 압통과 동통으로 인한 관절 운동제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관절와 상부의

관절내 골절 소견과 제1형의 오구 돌기 기저부 골

절, 극관절와 절흔 외측으로의 제1형 견봉 골절이

관찰되었다(Fig. 2). 동일한 소견이 3차원 입체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관찰되었으며, 자기 공명

영상에서 후방 관절순의 신호 증가소견을 보여 후

방 관절순 파열이 의심되었다(Fig. 3). 수술은

관절경하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오구

돌기 골절에 대해 유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견봉 골절에 대해 K -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분리된 2개의 요소를 모두 수술적으로

고정하였으며, 후방 관절순 파열은 봉합 나사를

이용하여 복원하였다(Fig. 4). 수술 후 재활 치

료는 술 후 3주까지 U l t r a - s l i n g을 이용하여 고

정하였으며, 이후에 관절운동을 시행하였고, 술

후 6주부터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 하였다. 1년

추시 결과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유합 소견이 관

찰되었고, 관절 운동범위는 큰 제한이 없었으며,

UCLA 점수는 3 0점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Fig. 5).

— 변재용 외: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유용성 —

Fig. 1. (A) lateral view of the bony/soft tissue ring of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 (B) The Ogawa classi-
fication of coracoid process fractu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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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3. The CT & MRI findings of case 1 (A, B) 3D CT shows displaced acromial & coracoid base fracture (C) axial
MRI show high signal of posterior labrum suggested labral tear. (D) sagittal MRI show displaced glenoid
articular surface. 

A B

C D

Fig. 2. The radiographs of case 1, a 32-year-old man with double disruption (A) the preoperative shoulder AP view
(B) the preoperative supraspinatus outlet view (C) the postoperative scapula AP view (D) the postoperative
supraspinatus outlet view (E) the scapula AP view after removal of K-wires fixed on acromion and (F) the
scapula lateral view after removal of K-wires fixed on acromion.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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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2 4세 남자가 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우측 견

관절 동통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다. 수상 당

시 심한 차체 파손으로 우측 어깨를 자동차의 핸

들에 부딪혔다고 하였다. 진찰 소견상 전방 및 후

방 관절와-상완 관절과 오구 돌기 부위에 압통 소

견과 함께 동통으로 인한 관절 운동제한이 있었

— 변재용 외: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유용성 —

Fig. 4. The arthroscopic findings of case 1 (A) superior glenoid fracture before reduction (B) torn posterior labrum before
repair (C) superior glenoid fracture after reduction and (D) repaired posterior labrum with suture anchor and PDS.

Fig. 5. The Clinical photographs of case 1 at post-operative 12 months shows nearly full range of motion (A) forward
flexion: 140°(B) internal rotation: T10 (C) external rotation: 60°and (D) abduction-external rotation: 90°.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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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관절와 상부까지 침범한

제 1형 오구 돌기의 기저부 골절과 극관절와 절흔

외측의 제 1형 견봉 골절이 관찰되었다(Fig. 6).

동일한 소견이 3차원 입체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관찰되었으며, 자기 공명 영상에서 후방 관절순의

신호 증가소견을 보여 후방 관절순 파열이 의심되

었다(Fig. 7). 수술은 관절경하 정복 및 내고정

술을 시행하였는데, 오구 돌기 골절에 대해 역시

유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분리된 1

개의 요소를 수술적으로 고정하였고, 전위가 적은

견봉 골절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후방 관

절순 및 전하방 관절순 파열이 관찰되어 봉합나사

를 이용하여 복원술을 시행하였다(Fig. 8).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술후 4주까지 U l t r a - s l i n g을 이

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술후 2주부터 진자 운동을

시행하였다. 술 후 8주부터 근력 강화 운동을 추

가 하였다. 1년 추시 결과 방사선 검사상 골유합

소견이 관찰되었고, 관절 운동범위는 제한이 없었

으며, UCLA 점수는 3 2점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

였다(Fig. 9). 

고 찰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SSSC,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의 상부 지주

골은 쇄골의 중간부이며, 하부 지주골은 견갑골의

체부와 극돌기부로 구성되어 있다8 , 3 , 9 ).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는 쇄골-견봉 쇄골 관절-견봉 지주골,

쇄골-쇄골 오구 인대-오구 돌기 연결, 세 돌기-견

갑체부 접합(clavicular- AC joint-acromial

strut, clavicular-CC ligamentous-Coracoid

linkage, three process-Scapular body junc-

tion) 등의 세가지 단위로 분류 된다9 ). 이들 각각

의 요소는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하여 견갑부의 안

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각각 가지고 있고, 근, 건

및 인대 구조물에 대해서 부착 부위를 제공하며,

제한적이지만 오구-쇄골 인대와 견봉-쇄골 관절의

중요한 운동을 제공하고, 상지와 체간 사이의 안

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 요

소의 단일 분리는 해부학적으로 안정하여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는 보존적 치유시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6. The radiographs of case 2, a 23-year-old man with double disruption (A) the preoperative scapula AP view (B)
the preoperative axillary lateral view (C) the preoperative supraspinatus outlet view (D) the postoperative
scapula AP view (E) the postoperative axillary lateral view and (F) the postoperative supraspinatus outlet view.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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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용 외: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유용성 —

Fig. 8. The arthroscopic findings of case 2 (A)superior glenoid fracture before reduction (B)torn posterior labrum
before repair (C)superior glenoid fracture after reduction (D)repaired posterior labrum with suture anchors.

A B

C D

Fig. 7. The CT & MRI findings of case 2 (A, B) 3D CT shows minimally displaced acromial fracture & severe dis-
placed coracoid base fracture (C, D ) axial & sagittal MRI show high signal of posterior labrum & displaced
glenoid frractur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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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간이 길고 불유합, 부정유합으로 인한 후유

증을 남길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된다4 , 9 ). 이

중 분리의 형태는 2개의 골-연부조직 고리 골절,

2개의 고리 인대파열, 고리의 골절 혹은 인대파

열, 양 지주골의 골절 또는 고리 분리를 동반한

지주골의 골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절

와, 견봉, 오구 돌기는 모두 상부 견갑 현수 복합

체의 구성 요소이므로 이중 분리는 견갑골과 연관

되어 있다. 견갑골 골절은 모든 골절의 1 %를 차

지하고 고에너지로 인한 외상, 특히 직접 가격에

의해서 잘생기며, 오구 돌기 골절이나 견봉 골절

이 있을 경우 상부 견갑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

를 고려해야 한다9 ). 본 연구의 2례 모두 심한 외

력에 의해 전방 견관절을 가격 당한 손상이었으며

손상의 형태 또한 비슷하여 견봉 골절과 오구 돌

기 골절이 있었다. 오구 돌기 골절은 견갑골 골절

의 7 %를 차지하며 Ogawa 등은7 ) 오구-쇄골 인대

부착 부위를 기준으로 제 1형과 제 2형으로 나누

며, 그 중 제 1형이 가장 흔하고 불안정하며 관혈

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 Ogawa의 제 1

형의 오구 돌기 골절과 관련된 이중 분리는 드물

고 치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7 , 9 ). 상당한

전위를 보이는 견봉 골절은 견봉 외의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 요소의 분리로 인한 불안정성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4 ). Ogawa와 N a n i-

w a6 )는 견봉 골절을 극관절와 절흔 외측부위의 제

1형 골절과 극관절와 절흔으로의 하향부위의 제

2형 골절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제 1형 골절의

경우 이중분리의 가능성이 많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부 견

갑 현수 복합체의 단일 분리가 있는 경우 상부 견

갑 현수 복합체의 다른 분리들을 주의깊게 찾아야

하며, 두개 이상의 분리가 있고 전위의 정도가 허

용 불가능 범위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1 - 3 , 5 , 9 ). Goss3 , 4 , 9 ) 등은 허용 불가능 범위에 대해 각

임상적 상태에 따른 상대적 상황이며 이것은 지연

유합, 불유합을 일으킬 만한 전위 상태나 생역학

적, 기능적으로 후유증을 낳을 만한 전위정도를

말한다고 하였고, Oh8 ) 등은 1 cm 이상의 전위를

보이는 견갑골 골절에 대해 고정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자들의 경우,

관절와 골절을 포함한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가 있는 환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관절

와 골절이 동반된 경우 견관절내 병변이 있을 가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9. The Clinical photographs of case 2 at post-operative 12 months shows nearly full range of motion (A)forward
flexion: 150°(B)internal rotation: T10 (C)external rotation: 60°and (D) abduction-external rotation: 9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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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용 외: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유용성 —

능성이 높다. 증례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3차

원 입체 전산화 단층 촬영상에서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가 확인되었고, 관절내 병변에

대해서는 자기 공명 영상에서 관절면의 전위 및

후방 관절순 파열을 확인하였다.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에 있어 후방 관절순의 손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나 저자들의 경험상 견관절의

전방에 대한 직접 가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해 상

완골 골두가 후방 전위가 되며 후방 관절순과 추

돌을 일으켜 관절순의 파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와 같이 저자들은 전방 가격에 의해 견

관절을 수상한 환자에서 후방 관절순의 파열을 경

험하였는바, 골절의 양상과 동반된 관절순의 손상

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

중 분리가 있는 환자에는 M R I가 좋은 진단 방법

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으로 골절의 양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는 3차원 단층 촬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전술한 대로 이중 분리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관절내 병변

치료를 위해 모두 관절경 하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후방 관절순의 파열을 확인

하여 봉합나사를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추

시 관찰 결과 모두 골유합을 얻었으며 운동범위의

제한은 관찰되지 않았고 UCLA 점수도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었다.

결 론

견관절 전방에 대한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된

관절와 골절을 동반한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가 있는 2례에서 후방 관절순 파열을 확

인하였다. 관절와 골절을 동반한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의 이중 분리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을 사용

한 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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