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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견관절 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인공관절 주위 감염은 드물지만 심각하고 치료
가 힘든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1]. 인공관절 주위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치료에 동반하
여 주위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이후 발생한 결손에 대하여 적절한 어깨 재건을 시행해야 한다
[2]. 하지만 인공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 및 미생물막 형성으로 감염 조절이 어렵고, 감염이 
조절된 후에도 인공관절이 노출된 경우가 흔하며, 어깨의 구조가 복잡하여 어깨 재건이 쉽지 
않다[3,4]. 저자들은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성공적으로 치
료하고 이후 발생한 인공관절 노출이 동반된 어깨의 광범위한 결손을 광배근 유경피판을 이용
하여 성공적으로 재건한 사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출판을 위해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증 례

고혈압과 부정맥이 있었던 78세 여자 환자로 낙상 후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1주 뒤 타병원에 내
원하여 어깨 탈구 및 오구돌기 골절을 진단받고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 없어 본
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가슴봉우리동맥
(thoracoacromial artery)의 첫 번째 가지 손상으로 수술 후 1일째 수술 주위 부위 및 흉벽에 대
량의 혈종이 발생하였다. 이후 환자는 색전술을 시행 받아 급성 출혈은 호전되었고, 컴퓨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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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thetic joint infection is a rare but serious complication of total shoulder replacement. After infection control, shoulder reconstruction is 
also required to repair the shoulder defect. The shoulder is a complex structure consisting of mechanical soft tissue and the joint, making 
reconstruction challenging. A 78-year-old female patient was diagnosed of wound necrosis and exposed prosthesis due to prosthetic joint 
infection after reverse total shoulder replacement. The infection was controlled with appropriate antibiotic treatment, and the necrotic tissue 
was removed by radical debridement. To reduce the size of the massive shoulder defect and minimize exposure of the prosthesis,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NPWT) was administered for 8 weeks and shoulder reconstruction was performed using a pedicled latissimus 
dorsi (LD) flap and split-thickness skin graft.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any complications, and no reinfection of the surgical site or 
other complications were observed during follow-up visits. This report demonstrates that antibiotic treatment, radical debridement of ne-
crotic tissue, NPWT, and shoulder reconstruction using a pedicled LD flap can be an effective method of treatment for prosthetic joint in-
fection with exposed prosthesis, tissue necrosis, and massive shoulder defect.

Keywords: Shoulder; Superficial back muscles; Negative-pressure wound therapy

pISSN 2586-0402 
eISSN 2586-0410

https://orcid.org/0000-0003-4125-8043
https://orcid.org/0000-0003-3079-9223
https://orcid.org/0000-0001-8947-4154
https://orcid.org/0000-0003-0307-5545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7/jwmr.2017.00108&domain=pdf&date_stamp=2017-05-30


Choi JA et al.
Reconstruction of shoulder

www.jwmr.org 103https://doi.org/10.22467/jwmr.2020.01109 

층촬영(computed tomography)상 견관절 치환물은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어깨 부위의 지속된 창상 파열 및 괴사 소견으로 
수술 후 2주째 본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의뢰 시 환자의 우측 어깨에 
10 ×10 cm, 가슴에 5× 5 cm 크기의 창상 괴사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창상은 가피에 덮여 있었고 가피 결손 부위 아래로 악취를 동반한 
대량의 혼탁한 분비물이 어깨와 가슴의 가피, 그리고 흉벽 사이에 고
여 있었다. 가피 제거 시 지방 괴사 소견이 관찰되었고 근육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비물의 배출을 위하여 가피 및 주위 지방 괴사 조
직을 제거하였고 분비물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 
검사상 백혈구 12,730/mm3, 적혈구 침강속도 34 mmHg/hr, C-반응성
단백 15.03 mg/L로 관찰되었고, 창상 주위 분비물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상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감염 내과 협진 하
에 정맥 항생제 vancomycin 1 g (1일 2회)와 aztreonam 2 g (1일 3회)을 
8주간 유지하며 매일 대량 세척과 무균적 소독을 지속하였다. 정맥 
항생제 사용 3주 뒤 시행한 혈액 검사상 백혈구 6,260/mm3, 적혈구 침
강속도 3 mmHg/hr, C-반응성단백 0.90 mg/L로 감소하였고, 창상 주
위 분비물에 대한 세균 배양 검사상 균음전 소견이 관찰되었다. 수술 
후 8주째 창상의 경계가 명확히 관찰되어 광범위하게 죽은 조직 제거
술을 시행하였다. 어깨의 15×15 cm 크기의 개방성 창상 내부로 인공
관절이 노출되어 있고 인공관절 주위로 육아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으
나 정상적인 근육 및 인대 등의 구조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슴의 7
× 5 cm 크기의 창상은 피부 결손으로 인하여 피하 지방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어깨의 개방성 창상과 흉벽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다(Fig. 2).
수술 후 8주부터 16주까지 8주간 각각의 창상에 음압 창상 치료를 

주 2–3회 시행하였다. 음압 창상 치료 시행 8주 후 어깨 창상의 인공관

절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으나 인공관절 주위로 육아 조직이 형성되
며 결손의 크기가 12 ×10 cm로 감소하였고, 가슴 창상도 결손의 크기
가 5× 5cm로 감소하였다(Fig. 3). 이에 전신 마취 하에 광배근 유경피
판술을 이용하여 어깨 재건을 시행하고, 가슴의 피부 결손 부위에는 
부분층 피부 이식을 시행하였다(Fig. 4).
수술 4주 뒤 환자는 특이 합병증 없이 호전되었으며 수술 후 재활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형외과로 전과 후 1주 뒤 퇴원하였다. 환
자는 수술 후 1년간 창상의 재발이나 합병증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
이다. 혈종 발생시부터 동반되어 있었던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재
활 치료를 위하여 퇴원 후 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으나, 고령
의 환자로 재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져 어깨 기능의 호전은 유
의미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다. 

고 찰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견관
절 치환술의 시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5]. 견관절 치환술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발생률은 약 1%, 이 
중 본 증례와 같은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후에는 그보다 높은 3.8%
로 보고되고 있다[1,6]. 
인공관절 주위 감염으로 인한 심부 감염은 주위 조직에 대한 세균 

배양을 통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병행하며 세척 및 죽은 조직의 광
범위 절제 후, 필요시 어깨 재건 및 치환물의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인공관절 주위 감염은 관절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 후 재치환술을 고려하여야 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

Fig. 1. Preoperative view: wound prior to radical debridement. Fig. 2. Immediate postoperative view: wound after radical de-
brid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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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하지만, 재치환술을 하는 경우 결과 및 예후는 일차적으로 치
환술을 시행 받았던 진단 및 재치환을 하게 되는 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한 재치환술의 경우 골 결손으
로 인해 재치환을 하는 경우보다 높은 합병증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
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항생제 사용 기간, 재치환
술의 필요 여부, 재치환술의 시행 시기 등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발생
시 치료 원칙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료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7]. 이전에 보고
되었던 논문에 따르면 수술 후 4주에서 6주 이내에 급성 감염이 발생
한 고령 환자에서, 창상 주위 균 배양 검사상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좋은 균이 배양되고, 치환물이 잘 고정되어 있어 불안정성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 연부 조직으로 어깨 재건이 가능하다면 치환물을 보존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권고되었다[8]. 이에 본 증례에서
는 79세 고령 환자에서 수술 후 4주 이내 발생한 급성 감염으로 수술 
후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치환물이 잘 고정되어 있었으며 항생제 
치료 후 균의 음전이 확인되어 치환물을 보존하여 연부 조직 결손의 
재건을 시행하여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치환술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 주위 감염이 조절된 이후 발생한 

어깨의 피부 및 연부 조직의 광범위한 결손에 대하여 적절한 재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깨 결손은 육종 등과 같은 연부조직의 절제
나, 외상, 만성 창상 또는 만성 창상의 광범위 죽은 조직 제거술 후 흔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어깨는 인간의 관절 중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 중 하나로 구조가 복잡하고 볼록한 형태를 이

루고 있으며, 본 증례와 같이 인공관절 주위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는 
삽입물이나 뼈의 노출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여 재건이 쉽지 않다
[3,4]. 어깨 재건 시 일차 봉합은 추후 구축으로 인한 어깨 움직임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 결손의 크기가 작고 양측의 장력이 적으며 중
요한 구조물의 노출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4]. 
이에 창상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근육 피판을 이용한 결손의 재건이 
중요하다. 

1906년 Tasini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광배근 유경피판은 어깨 
재건을 위한 좋은 공여부로 고려돼왔다[4]. 광배근 유경피판은 부채
꼴 형태의 큰 근육을 포함하고 있어 불룩한 어깨의 형태를 복원하기
에 충분한 부피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수여부에 혈관이 풍부한 넓은 
표면을 제공할 수 있어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4]. 또한 흉배동맥
이 피판에 길고 튼튼한 혈관경을 제공해 주어 어깨 뒷면, 윗면, 앞면
의 결손까지 재건이 가능하다[10]. 특히 본 증례와 같이 어깨 앞면의 
결손에 대한 재건 시 광배근 유경피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적
으로 대흉근 및 소흉근을 이용한 피판이 제한적인 경우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리 피판이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
되고 있다[10].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흉배동맥 손상이 없음을 확인 
후 어깨 앞면의 광범위 어깨 결손을 광배근 유경피판을 이용하여 재
건하였다.
저자들은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혈종과 인공관절 주

위 감염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공관절 노출이 동반된 어깨 결손을 적
절한 항생제 치료 및 광범위 죽은 조직 제거술, 음압 창상 치료, 그리
고 광배근 유경피판을 이용한 어깨 재건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료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치료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Fig. 3. Postoperative view: after 8 weeks of serial negative-pres-
sure wound therapy.  

Fig. 4. Four weeks after shoulder reconstruction with pedicled 
latissimus dorsi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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