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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 개 질환 (rotator cuff disease) 중 회전근 개

파열의 원인으로 건 자체의 퇴행성 변화, 외상, 과도한

사용 및 충돌 증후군, 기질 단백 분해 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이나 세포 고사 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기저 병리 및 선행 인자에

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적다.1,2)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에서 견봉하 점액낭염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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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 개 파열의 원인은 크게 외재적, 내재적 원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전근 개 파열의 외재적 원인으

로 견봉 하방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및 견봉하 점

액낭의 조직학적 변화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하지만 회전근 개 파열이 단순히 외재적 요인

뿐 아니라 건 자체의 내재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도 제기된다. 퇴행성 변화는 이 같은 내재적 요소의 하

나로서 여겨지며, 퇴행성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

되는 회전근 개 내부의 혈관 분포 감소는 극상 건 관절

면의 퇴행성 변화에 일차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 개 파열의

주요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 (inflammatory cytokine)

은 회전근 개 병변을 유발하는 내재적 변화의 원인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구심성 신경 말단을 자극

함으로서 통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견봉하 점액낭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외 기질의 이화 작용으로 인한 퇴행

과정에도 향을 미친다고도 알려져 있다.6,7)

Gotoh 등8)은 견봉하 점액낭 내의 인터루킨-1β

(interleukin-1β, IL-1β)와 IL-1β수용체 항체의 발현

이 견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 으며, Blaine 등9)은 견봉하 점액낭염이 사이토카

인, MMP, 시클로옥시게나아제 (cyclooxygenase,

COX)와 같은 염증 매개체를 분비함으로서, 회전근 개

질환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특히

회전근 개 파열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특징

적으로 견봉하 점액낭에서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3,8,9)

이와 같이 견봉하 점액낭염은 회전근 개 질환에서의

주된 통증의 원인이 되며, 회전근 개 파열의 한 원인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전근 개 전층 파열을 가진 환

자의 수술적 치료시 수술 후 회전근 개의 회복 및 통증

완화를 위하여, 견봉하 점액낭의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

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관절경 수술 소견중 상

당 수에서 견봉하 점액낭염 뿐만 아니라, 관절와 상완

관절내에서 활액막염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저자들은 이러한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또한

회전근 개 파열 환자들에게 있어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Gotoh 등10)의 연구에서 회전근 개 질환이 있는 견봉

하 점액낭염 조직에서 생성된 IL-1β이 파열로 인한 천

공을 통해 관절와 상완 관절에 향을 미쳐 활액막염을

유발한다고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회전근 개

파열 환자들에 있어 견봉하 점액낭 및 관절와 상완 관

절 활액막 조직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에 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의 견

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

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두 염증성 조직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 실험 상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술전 심한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회전근 개 전층 파열에 해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하 던 환자

들 중 견봉하 점액낭염 및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을 둘 다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던 9명을 상으로

하 다. 술전 모든 환자들은 심한 야간통 (night pain)

과 에리는 양상의 통증 (deep aching pain)을 호소하

으며, 통증에 한 시각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는 평균 7.2 (5~9) 다. 남자가 3명, 여

자가 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1세 (51~68세) 다.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의 채취는 회전근 간

(rotator interval) 부위에서 채취하 으며, 견봉하 점

액낭염 조직은 견봉하 감압술 과정에서 채취하 다.   

모든 조직은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

PCR) 분석을 시행하기 전까지 조직 은행에 냉동 보관

(-80℃)하 다.

수술 중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여, IL-1β, IL-6, 종양

괴사 인자-α(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COX-1, COX-2 및 기질 세포 유래 인자-1 (stromal

cell derived factor-1, SDF-1)에 하여 RT-PCR

및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RT-PCR법으로 부터

얻은 결과를 통하여, 각각의 사이토카인의 전령 RNA

(messenger RNA, mRNA) 발현 양상을 비교하 다.

2. 방법

1)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Reverse tran-

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rizol reagent (Invitrogen, San Diego, USA)

의 프로토콜을 따라 조직으로부터 총 (total) RNA를

추출하 다. RT-PCR을 시행하기 위해 1㎍의 RNA에

하여, Superscript First-Strand Synthesis Sys-

tem (Invitrogen, San Diego, USA)을 이용한 역전

사를 시행하 다. 

IL-1β, IL-6, TNF-α, COX-1, COX-2 및 SDF-1

— 김성규 :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에서 견봉하 점액낭염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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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각각의 프라이머 (primer)를 제작하 다.

모든 프라이머는 다른 알려진 인간 DNA 배열과 교차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 은행의 데이

터베이스와 조하여 확인하 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프라이머의 염기 배열 정보는 Table 1에 기술

하 다. 

PCR 반응 혼합액은 각각 cDNA 샘플 2 ㎕와 정배

열과 역배열의 프라이머 10 pM 및 총 20 ㎕의 다른

PCR 시약들로 구성되었다. PCR 시약, dNTP, Tag

DNA polymerase와 10X reaction buffer (40 mM

KCl, 10 mM Tris-HCl pH 9.0, 1.5 mM MgCl2,

stabilizer and tracking dye)는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Daejeon, Korea) 를 이용하 다.

PCR 반응은 Perkin-Elmer GeneAmp PCR sys-

tem 2700 (Norwalk, CT,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RT-PCR 산물들은 0.5 ㎍/㎖ ethidium bro-

mide를 포함하는 0.5 TBE buffer를 이용한 1% 아가

로스 겔 전기 동을 통해 나타냈다. RT-PCR의 정확

도는 예상된 cDNA 밴드에 한 증폭된 산물의 크기

비교 및 PCR 산물의 염기 서열 분석 (sequencing)을

통해 확인하 다. IL-1β, IL-6, TNF-α, COX-1,

COX-2 및 SDF-1 유전자들은 각각 Multi Gauge

V3.0 (FujiPhoto Film,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분석하 다.

3. 통계학적 분석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에서의 IL-1β, IL-6, TNF-α, COX-1, COX-2

및 SDF-1의 mRNA와 단백의 발현 정도를 평균 ±

표준 오차 (standard error)로 표시하 으며, SPSS

프로그램 (SPSS 14.0, Chicago, Illinois, USA)의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비교

하 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

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낭염

조직에서 각각 추출된 사이토카인의 mRNA의 양을

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RT-PCR 결과 견봉

하 점액낭염에서 mRNA의 상 적 발현 정도는 IL-1β

이 0.25±0.07 (0.06~0.80), IL-6이 0.16±0.02

(0.10~0.26), TNF-α가 0.40±0.03 (0.19~0.65),

COX-1은 1.12±0.06 (0.58~1.49), COX-2가 0.75

± 0.10 (0.36-1.37), SDF-1이 1.25± 0.04

(0.91~1.51)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에서의 mRNA의 상 적 발현 정도는

IL-1β가 0.29±0.08 (0.06~0.90), IL-6은 0.17±

0.01 (0.12~0.22), TNF-α은 0.38±0.02 (0.20

~049), COX-1이 1.00±0.04 (0.71~1.21), COX-

2가 0.52±0.07 (0.10~0.96), SDF-1이 1.17±0.04

(0.86~1.41)로 각각 나타났다 (Fig. 1).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에서 채취한 조직의 mRNA의 발현에서 두 군 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Fig. 2).

고 찰

견관절 통증 발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 한견∙주관절학회지 제 14 권 제 2 호 —

Table 1. Sequences of primers for RT-PCR

mRNA Template Primer sequence (Sense / Antisense) Annealing Temperature PCR Product Size 

IL*-1β 5′- AAGCAGCCATGGCAGAAGTA -3′ 60℃ 482
5′- GAACACCACTTGTTGCTCCA -3′

IL*-6 5′- CCAGTACCCCCAGGAGAAGAT -3′ 60℃ 420
5′- CGTTCTGAAGAGGTGAGTGGC -3′

TNF�-α 5′- CCCTGGTATGAGCCCATCTATC -3′ 60℃ 150
5′-AAAGTAGACCTGCCCAGACTCG -3′

COX�-1 5′-TGCCCAGCTCCTGGCCCGCCGCTT-3 55℃ 303
5′- GTGCATCAACACAGGCGCCTCTTC -3′

COX�-2 5′- TTCAAATGAGATTGTGGGAAAAT -3′ 55℃ 305
5′- AGATCATCTCTGCCTGAGTATCTT -3′

SDF§-1 5′- ACTGGGTTTGTGATTGCCTCTGAA -3′ 68℃ 515
5′- GGAACCTGAACCCCTGCTGTG -3′

β-actin 5′-TCATGAAGTGTGACGTTGACATCCGT-3′ 54℃ 280
5′-CCTAGAAGCATTTGCGGTGCACGATG-3′

*IL, Interleukin; �TNF, Tumor necrosis factor, �COX, Cyclooxygenase, §SDF, Stromal cell derived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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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문

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1,12) 정상 건 조

직은 지속적으로 퇴화 및 재건을 반복하면서 리모델링

되는 유기적인 조직이다. 특히 견관절 내의 극상 건과

같이 많은 부하를 받는 건일 경우 다른 건에 비하여 많

은 양의 기질 리모델링 단백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Neer 등14)은 모든 회전근 개 파열 중 95%가 회전근

개의 상부에 위치한 견봉 전하방면으로 인한 자극에 의

해 발생한다고 보고하 으며 오구 견봉 인 (cora-

coacromial ligament) 또한 외측 충돌과 연관되어 있

다고 보고하 다. 또한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치료에

이용되는 항 염증 약물, 주사 및 물리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증상 호전을 기 하기 어렵기 때

문에, 견봉 성형술 (acromioplasty)과 같은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견봉하 공간

내의 견봉하 점액낭은 섬유 조직, 지방 조직 및 활액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견관절에서는

일차적으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15) 회전근

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견봉하 점액낭염이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견봉하 점액낭염이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의 통증

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견봉하

점액낭은 해부학적으로 마찰에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전근 개 병변 시 이차적인 견봉하 점액낭염

이 쉽게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견봉하 점액낭에 통

증 감각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말단을 포함하기 때문인

데,6) 견봉하 점액낭은 후방으로 상 견갑 신경 (supras-

capular nerve) 및 전방으로 외측 흉신경 (lateral

pectoral nerve)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두

신경들은 점액낭의 고유 수용성 감각 (propriocep-

tion) 및 통각 (nociception)을 담당하는 자유 신경 말

단 (free nerve ending) Aδ및 C를 포함하고 있다.7)

반면 내재적 건 병증은 건 자체에서 시작된 건의 병

적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과사용이나 과부하의 결과로

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콜라겐, 프로테오 리

칸, 혈관 분포 및 세포의 변화 등이 관찰되며,

Hashimoto 등16)은 손상된 회전근 개 건 내에서 건의

두께의 감소, 섬유소 변성, 퇴행, 석회화, 지방 조직 침

착, 혈관 증식 등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관찰한 바

있다. 하지만 회전근 개 질환에서 건의 염증이 미치는

향에 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5)

Fukuda 등17)은 회전근 개 건의 병리에서 염증 반응

과 연관된 세포의 침범이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Sarkar와 Uhthoff18) 또한 회전근 개 질환의 환자들에

게서 수술 중 채취한 점액낭염 조직에서 염증 세포를

확인하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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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i-quantitative RT-PCR findings of IL (interleukin)-
1β, IL-6,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COX (cyclooxyge-
nase-1), COX-2, SDF-1 (stromal cell derived factor-1) in sub-
acromial bursitis tissue and synovitis tissue of glenohumeral
joint. In subacromial bursal tissue, the relative mean mRNA
expression levels of IL-1β, IL-6, TNF-α, COX-1, COX-2 and
SDF-1, respecticely and in synovial tissue of glenohumoral
joint, the relative mean mRNA expression level of IL-1β, IL-6,
TNF-α, COX-1, COX-2 and SDF-1. 

Fig. 2. Average expression of RT-PCR of IL (interleukin)-1β,
IL-6,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COX (cyclooxygenase-
1), COX-2, SDF-1 (stromal cell derived factor-1) in subacromi-
al bursitis tissue and glenohumeral joint synovitis tissu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ression of mRNA level
between subacromial bursitis and glenohumeral joint synovit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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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반 로 회전근 개 파열과 염증 반응 및

염증 세포와의 연관성에 한 몇몇 보고가 있는데,

Voloshin 등19)은 회전근 개 파열을 가진 환자군과 견관

절 불안정성 환자 및 급성 근위 상완골 골절 환자를 포

함한 회전근 개 병변이 없는 환자군에 하여 견봉하

점액낭 조직을 채취하여 면역화학적 검사를 시행하 으

며, 회전근 개 파열을 가진 환자군에서 조직학적으로

저명한 염증 반응을 확인하 으며, IL-1, IL-6, TNF-

α, COX-1, COX-2, MMP-1 및 MMP-2에 한 염

색에서도 이들이 강하게 발현되었음을 보고하 다. 또한

Sakai 등20)의 연구 역시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의 견

봉하 점액낭에 하여 면역화학적 염색 결과 IL-1β,

TNF-α, 형질 전환 성장 인자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염기성 섬유 모세포 성장 인자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Gotoh 등8)은 IL-1β이 견봉하 점액낭염을 유발

하며 견관절 통증 정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견봉

하 점액낭 내의 IL-1β와 IL-1β수용체 항체의 발현이

견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Gotoh 등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회전근

개 질환을 가진 35명의 환자에 하여 수술 중 관절와

상완 관절에서 활액막 조직을 채취하 으며, 회전근 개

파열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면역화학적 연구를

시행하 는데, 회전근 개 파열을 가진 군이 파열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 조직에서 더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 mRNA가 추출되었으며, West-

ern blot상에서도 IL-1β단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 다. 이는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 있어서 견봉하

점액낭염 뿐만 아니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도 견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낭염과 회전근 개 질환과의 연관성에 해

Yanagisawa 등21)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염이

회전근 개 질환에서 통증의 발생에 미치는 향이 적다

고 보고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견봉하 점액낭의 손상 및 염증 반응이 회

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단

백 분해 효소, 시클로옥시제나아제와 같은 매개물들이

견관절 내 조직의 이화 작용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

하여, 회전근 개의 변성 및 파열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사이토카인 및 다른 단백들

의 정확한 역할에 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8)

이에 저자들은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 한 견봉하

점액낭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 카인 발현에 한 여러

조군을 이용한 연구 결과 중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에

서 mRNA의 고발현이 통증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되는

IL-1β, IL-6, TNF-α, COX-1, COX-2 및 SDF-1에

하여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과 견봉하 점액

낭염 조직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정도를 비교

해 봄으로써 그 발현 양상의 관계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 다. 결국,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관절와 상완 관

절 활액막염 조직에서 어깨 통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IL-1β, IL-6, TNF-α, COX-1, COX-2과

SDF-1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 양

상이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의 mRNA의 발현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회전근 개 전층

파열에서 존재하는 견봉하 점액낭염이 야기하는 어깨

통증을 포함한 일련의 역할을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

염도 마찬가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는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 어깨 통증 및 회전근

개 파열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견봉하 점액

낭염 조직 뿐만아니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

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분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절

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이 견봉하 점액낭염과 함께 견관

절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회전근 개 파열의 수술 과정중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술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상군의 수가

적다는 것으로, 추후 더 많은 환자군과 정상 또는비파

열 환자군을 조군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와 단백질 수

준에서의 발현 양상에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결 론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의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조직에서의 염증성 사이토

카인의 mRNA 발현 양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

염이 견봉하 점액낭염과 함께 술전 심한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에서 어깨 통증의 또 다른 주

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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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한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들의 견봉하 점액낭염과 관

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발현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술전 심한 통증을 동반하 던 전층 회전근 개 파열 환자들 중 수술 과정에서 충분

한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염 조직을 동시에 획득 가능하 던 9예를

상으로 하 다.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RT-PCR)을 시행하여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염 조직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 양상을 통계학적으

로 비교 분석하 다.  

결과: 견봉하 점액낭염 조직과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염 조직에서의 IL-1β, IL-6, TNF-α,

COX-1, COX-2 및 SDF-1 mRNA의 평균 상 적 발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결론: 저자들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활액막염이 견봉하 점액낭염과 함께 술전 심한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에서 견관절 통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색인 단어: 회전근 개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관절와 상완 관절 활액막염, 염증성 사이토카인,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초초 록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