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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회전근 개 파열은 비교적 고령의 환자에서 견관절통의 흔

한 원인이며 상당한 운동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1,2) 회

전근 개 파열의 발생과 진행에 관한 몇 개의 연구가 시행되었

으며, 회전근 개 파열 후 발생하는 지방변성과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후 발생하는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 등은 그 예후 예

측과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3-15)

다양한 수술법이 회전근 개 파열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1,2,16-26) 회전근 개 파열에 한 초기의 치료는

관혈적 봉합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1,2) 근래에 수술 기구 및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관절경하 최소 관혈적 봉합술21) 및 관

절경하 봉합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관절경하 봉

합술 또한 여러 술기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16-20,22-29)

본 논문은 회전근 개 파열에 한 최신 지견을 그 진행에 따

른 변화와 관절경적 수술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론

1. 증상과 회전근 개 파열의 특성과의 연관성

Moosmayer 등12)은 회전근 개 파열이 내측-외측면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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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r in view of biomechanics. To maintain the benefit in biomechanics of double row technique and reduce the time of surge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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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이상이거나,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

ing, MRI) 상 양성 tangent sign이 있을 때, 또는 상견갑근

이나 하견갑근의 지방 침윤이 Goutallier grade 1 이상일 때

환자의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2. 회전근 개 파열의 진행

한 연구에서 발견 당시 증상이 없는 회전근 개 파열을 가진

45명의 환자 중 2.8년 후 23명(51%)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

이 보고되었다.15) 또한, Maman 등10)은 60세 이상의 나이, 회

전근 개 전층 파열, 1개 이상의 힘줄에 파열이 있을 때 그리고

회전근 개에 지방 침윤이 있을 때 파열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

고하 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평균

2.5년 후의 초음파 검사에서 49%의 환자가 파열 크기의 증가

를 보 다.13)

3. 회전근 개의 지방 침윤

1994년에 Goutallier 등7)은 컴퓨터 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CT)를 이용하여 회전근 개 파열환자의 지방

침윤 정도를 분류하 다(grade 0, 근육 내 지방이 없을 때;

grade 1, 약간의 지방 선이 있을때; grade 2, 지방보다 근육

이 많을 때; grade 3, 지방과 근육의 양이 비슷할 때; grade

4, 지방이 근육보다 많을 때). 한편 Fuchs 등3)은 MRI를 이용

하여 회전근 개 파열환자의 지방변성 정도를 분류하 다

(Goutallier grade 0 & 1, 정상 근육; Goutallier grade 2,

중등도로 병적인 근육; Goutallier grade 3 & 4, 진행된 변

성).

Gerber 등4)은 양의 회전근 개를 이용한 생역학적 연구에서

지방변성 및 근위축이 발생한 회전근 개에 지속적인 견인력

을 가해 연장했을 때 근위축의 회복 및 지방변성의 정지가 관

찰됨을 보고하 다. 반면, 다른 한 연구는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이 파열된 회전근 개의 위축이나 지방 침윤을 회복시

켜 주지는 못한다고 보고하 다.6)

Thomazeau 등14)은 Y 모양으로 보이는 오구 돌기의 내측

면을 따라 견갑골을 가로지르는 MRI의 시상면 사진에서 상

견갑근이 상견갑와의 굴곡면에서 보이는 양상에 따라 회전근

개의 위축을 분류하 다(group 1, 굴곡면 위까지 근육이 있

는 경우; group 2, 굴곡면에 근육이 맞닿은 경우; group 3,

굴곡면 아래에도 근육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또한, 파열

된 회전근 개의 지방 침윤 정도에 따른 최 수축 장력을 측정

한 한 연구에서는 Goutallier grade 0에서 200 N, 그리고

grade 3에서는 28 N의 최 수축 장력을 보 다.5)

4. 회전근 개 파열의 복원술 후 기능 회복의 예후인자

한 연구에서는 파열된 회전근 개가 Goutallier grade 2 이

상의 지방 침윤 및 양성 tangent sign을 보이면 불량한 예후

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11) 또한, Liem 등9)은 Goutallier

grade 2의 지방변성과 위축이 회전근 개 파열의 복원술 후

안 좋은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하 다. 한편 Melis 등
11)은 회전근 개 파열에서 증상 발생 후 4년 뒤에 중등도의 지

방변성이 나타났고 6년 뒤에 심한 지방 침윤이 발생했으며,

외상성 파열일 때 지방 침윤이 보다 빨리 진행하 다고 보고

하 다.11)

Hamada 등8)은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후에 오는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의 정도에 따라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을 분류

하 으며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은 견봉쇄골 간격

이 좁아지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 다. 이 분류에 따르

면 봉합된 회전근 개의 재파열율은 grade 2에서 grade 1보

다 높았으며,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grade 3-5로 진행

하지 않았다.

5. 관절경하 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의 최신 지견

1) 일열 봉합술(Single row repair) vs.

이열 봉합술(Double row repair)

회전근 개 파열의 관절경적 봉합술은 크게 일열 봉합술과

이열 봉합술로 구분할 수 있다.22,26) 이열 봉합술은 하나의 열

에 봉합나사를 고정하는 일열 봉합술과 달리 내측열 및 외측

열에 모두 봉합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시간과 비용 그리

고 기술요구도 등에서는 일열 봉합술이 장점을 가지나, 생역

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열 봉합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Table 1).22)

2) 교량형 봉합술(suture-bridge repair)

회전근 개 파열에 이용되는 이열 봉합술의 생역학적인 장

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적은 시간에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도

록 개발된 기법이 교량형 봉합술이다.19,23,27-29) 2006년에 Park

등23)에 의해 소개된 이 기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회전

근 개 파열 봉합술 중의 하나이다(Fig. 1).

3) Mason-Allen 교량형 봉합술

Gerber 등30)은 봉합된 회전근 개의 국소 사 장애를 막고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 Mason-Allen 봉합술을 회전근 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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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ngle Row Repair vs. Double Row Repair

Single row Double row

cost less more

Technical aspect easy Technically demanding

time less more

Footprint coverage less better



열의 관혈적 봉합술에 도입하 다. 그 뒤 이 술기는 관절경하

수술법으로 발전하 으며,18,25) Rhee24)은 이를 발전시켜 관절

경하 Mason-Allen 교량형 봉합술을 시행하고 있다.

4) 일체(en-masse) 교량형 봉합술

회전근 개 파열의 층상화(delamination)는 38~71%로 보

고되었다.31-33) Sugaya 등26)은 층상으로 파열된 회전근 개를

아래층을 내측열에 고정시키고 위층을 외측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근 개 파열 및 광범위 파열에서 40%

의 재파열이 발생하 다고 발표하 다. 저자 등은 층상화 된

파열에 해 아래층과 위층을 모두 하나로 봉합하는 일체

(en-masse) 교량형 봉합술을 시행하고 있으며(Fig. 2), 이

는 Sugaya 등의 방법을 이용할 때, 견관절 운동시 봉합된 회

전근 개 파열의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전단력

(shear force)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L 또는 역위된 T 자 모양 등의 파열에서

구석 봉합술(corner suture)

몇몇의 정형외과의들은 회전근 개 파열의 교량형 봉합술

시에 파열의 형태를 인식하여 파열된 회전근 개의 해부학적

자취를 복원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제공하 다.20) 회전근 개

파열의 내측열 봉합나사 고정 후, L 자형 회전근 개 파열은 전

외측 구석에 봉합술을 시행하고 역위된 L 자형이나 U 자형

파열은 후외측 구석에 봉합술을 시행하여 해부학적 정복을

얻은 뒤 외측열 고정을 할 수 있다(Fig. 3).20) 또한 저자들은

역위된 T 자형 파열에서는 중앙에 봉합술을 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부학적 정복을 하고 있다(Fig. 4).

6) 결절 부위에 골낭종이 있는 환자의 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

회전근 개 파열의 교량형 봉합술을 시행할 때 결절 부위

의 골낭종이 있는 환자는 골낭종에 한 동종골 이식 후 시행

할 수 있다.16,17) 한편 저자들은 골낭종을 피해 봉합나사를 고

정하는 방법으로 봉합술을 시행하기도 한다(Fig. 5).

요 약

회전근 개 파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지거나 지

방 침윤 등의 변화가 나타나며, 광범위 파열의 경우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이 병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전근 개 파열의 진

행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여 수술의 방법, 시기 그리고 재활 등

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현재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

술에는 관절경적 봉합술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일열 및 이열

봉합술, 교량형 봉합술, Mason-Allen 교량형 봉합술, 일체

교량형 봉합술, 구석 봉합술 등이 있다. 또한 결절부에 골낭

종이 있을 때는 골이식 또는 낭종을 피해서 봉합나사를 고정

하여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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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ture-bridge technique.

Fig. 2. En-masse suture-bridge technique. Fig. 3. Corner suture in L-shape rotator cuff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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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echnique to avoid large bone cyst in repairing rotator cuff tear by suture-bridge technique. (A)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B) post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A B

Fig. 4. Corner suture in reverse T-shape rotator cuff tear. (A) Reverse T-shape rotator cuff tear, (B) anatomical reduction after corner

suture, (C) the final view of repaired tend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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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에서의 최신 지견∙황정택 외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은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회전근 개 파열의 자연사를 관찰하면 부분

의 경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회전근 개 파열의 후기에 오는 지방 침윤 및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후 발생하는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은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에서 예후를 예측하거나 수술 시기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회전근 개 파열시 증상 발생 후 3년 뒤에 중등도의 지방 침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

어 그 이전에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며, 또한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에서도 견봉상완골

간격이 감소하기 전에 봉합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회전근 개 파열의 관절경하 봉합술은 크게 일열 봉합술 및 이열

봉합술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전자가 장점이 있으나, 생역학적이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우수하다. 이열

봉합술의 생역학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적은 시간에 회전근 개의 봉합을 가능하게 한 교량형 봉합술이 개발되어 최

근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교량형 봉합술 내에서도 파열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술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색인단어: 회전근 개 파열, 지방 침윤,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 관절경 하 회전근 개 봉합술, 교량형 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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