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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 파열 종류와 정도에 따른 초음파 동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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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Sonographic Findings according to the Type and Severity of Rotator Cuff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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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and severity of rotator cuff tear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Method: Total 91 cases with rotator cuff tear were classified into partial- or full-thickness tear according to arthrographic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Partial-thickness tear
was divided into the tear on the bursal or articular side.
Full-thickness tear was divided into small (2 cm＜) or large
(2 cm≧) tear by the length of retraction. Combined findings
which included biceps tenosynovitis, subacromial-subdeltoid
(SASD) bursitis, acromio-clavicular (AC) joint osteoarthritis
and the cortical irregularity of greater tubercle (GT) were
evaluated by ultrasonography.
Results: Sixty five cases (71.9%) were full-thickness tear

and 26 cases (28.1%) were partial-thickness tear. Forty two
cases (46.1%) were SASD bursitis, 33 cases (36.2%) were
biceps tenosynovitis, 24 cases (26.3%) were cortical irregularity of GT, and 26 cases (28.5%) were AC joint osteoarthritis. The incidence of SASD bursitis was higher in fullthickness tear than partial-thickness tear. The SASD bursitis
and cortical irregularity of GT were more frequently shown
in large tear than small tear.
Conclusion: SASD bursitis showed higher association with
full-thickness tear than partial-thickness tear. The length of
retraction was more severe when SASD bursitis or cortical
irregularity of GT was associated with full-thickness tear. (J
Korean Acad Rehab Med 2005; 29: 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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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어깨 주위 윤활낭, 이두근, 견
봉쇄골관절, 및 대결절 등 어깨 주위 구조 이상도 쉽게 평가
7-9,25)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두근 건초염과 삼각근하 윤활낭염은 정상인에서 매우
2,12)
Middleton 등19)은 어깨 통증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이두근 건초염과
삼출 소견을 보인 20명 중 7명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
13)
었다고 보고하였다. Hollister 등 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삼각근하 윤활낭염이 특히 이두건 주위
삼출과 동반된 경우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있어 99%의 특
1)
이도와 95%의 양성 예측도를 보고하였다. 김 등 도 이두근
건초염, 대결절 피질골의 불규칙이 회전근개 파열과 빈번
4)
하게 동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Arslan 등 은 삼각
근하 윤활낭염과 이두건 주위 삼출 소견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있어 12%의 민감도, 94%의 특이도 및 54%의
양성 예측도를 보고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 회전근개 파
열과 동반 소견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태이
다. 본 연구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동반 소견을 조사
하여 파열 종류와 정도에 따른 동반 소견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론

어깨 관절은 큰 상완 골두와 작고 얕은 관절와로 인하여
다른 관절보다 가동 범위가 넒은 반면 골격의 지지를 충분
히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절의 불안정이 높아
보상 기전으로 어깨 회전근개와 인대 등이 안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직접적인 외상 혹은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깨 관절 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어깨 관절 통증을 진단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촬영, 관절 조영술,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 관
절조영술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깨 회전근개
26)
파열에 대한 일차적 선별검사로 제한이 있다. Seltzer 등 은
1979년 어깨 관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처음으로 시작하
였으며, 최근 초음파 장비의 발달과 함께 해상도가 개선되
면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에 일차적 검사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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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1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 91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26∼74세(평균 연령: 61세)였고, 성별 분포는 남자
28명, 여자 57명이었으며, 환측은 우측이 61례, 좌측이 30례
였다.
2) 연구방법

측 영상에서 회전근개 힘줄이 대 결절에서 분리된 정도가
2 cm 미만이면 소 파열, 2 cm 이상이면 대 파열로 구분하였
다. 초음파 검사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단일 어깨 관절
조영술을 시행하여 주사한 조영제가 관절낭에서 삼각근하
윤활낭으로 누출되는 경우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누출되
지 않는 경우 부분 파열로 확진하였다. 회전근개 파열에 따
른 동반 소견은 초음파 검사에서 삼각근하 윤활낭염, 이두
근 건초염, 견봉쇄골관절의 골관절염, 대결절 피질골 불규
칙성을 조사하였다. 삼각근하 윤활낭염은 윤활낭 두께가 2
mm 이상이면서 삼출액 저류로 인한 저음영이 관찰되거나,
활액막으로 증식에 따른 고음영이 관찰되는 경우로(Fig.

임상적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 병력
청취와 Cyriax의 선택적 조직긴장 검사를 시행하여 수동 운
동, 능동 운동, 및 저항 운동시 통증, 동통궁, 운동 범위 및
근력 약화를 조사하였다. 병력과 이학적 검사에서 어깨 회
전근개의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
®
지 못한 근골격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HDI-5000 (ATL,
USA)과 주파수 7-13 MHz의 선형 탐침자(linear probe)를 사
용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부분 파열은 초음파 검
사에서 근육둘레띠의 비연속성(discontinuity)이 힘줄의 전
층에 걸쳐 관찰되거나 힘줄이 저음영이나 육아형성 조직으
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경계가 분명한 고음영 혹은 혼합음
3,7)
영을 보일 때 진단하였다(Fig. 1). 전층 파열은 회전근개
의 비연속성이 힘줄의 전층에 걸쳐 관찰되거나 근육둘레띠
가 대 결절에서 분리 (retraction)된 양상이 관찰되는 경우에
3,7)
5)
진단하였다(Fig. 2).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Bouffard 등
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부분 파열은 파열 위치에 따라
활액낭 파열과 관절낭 파열로 구분하였고, 전층 파열은 종

Fig. 2. A focal defect in the supraspinatus tendon created by a
retraction of the torn tendon end indicating full-thickness tear was
seen in long axis view.

Fig. 1. Focal hypoechogenic area indicating partial thickness tear
on the articular side of the supraspinatus tendon was seen in long
axis view.

Fig. 3. The distended subacromial-subdeltoid bursa (arrow) filled
with fluid indicating bursitis and the cortical irregularity of the
greater tubercle (arrow head) were seen in long ax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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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17) 이두근 건초염은 이두근 힘줄 저음영, 힘줄의 종창,
및 주위 삼출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Fig. 4),1,19,22,24) 견봉쇄골
관절의 골관절염은 골증식체, 관절낭의 비대, 및 팽륜 등이
1,4,9)
대결절 피질골 불규칙성은 대결
관찰되는 경우(Fig. 5),
절 피질골 미란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Fig. 3).4,28)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1.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성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과 전층 파열, 소 파열과 대 파열에서 초음파 동반 소견 비
교는 chi-square 검증을, 부분 파열의 위치에 따른 초음파 동
반 소견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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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상
어깨 회전근개 파열 91례 중 전층 파열은 65례, 부분 파열
은 26례였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 26례 중 윤활낭측 파열이
10례, 관절낭측 파열이 16례였다. 전층 파열 65례 중 소 파
열이 45례, 대 파열이 20례였으며 파열의 평균 크기는 소
파열이 1.67±0.87 mm,, 대 파열은 2.87±0.62 mm였다. 부분
파열 26례 중 해부학적으로 극상근 파열이 24례, 견갑하근
파열 1례, 극하근 파열이 1례였고, 전층 파열 65례 중 극상
근 파열이 45례, 극상근과 극하근 파열 11례, 극상근과 견갑
하근 파열 5례, 극상근, 극하근 및 견갑하근 파열 2례, 견갑
하근 파열 2례였다(Table 1).
2)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초음파 동반 소견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초음파 동반 소견은 삼각근하 윤
활낭염 42례(46.1%), 이두근 건초염 33례(36.2%), 대결절 피
질골 불규칙성 24례(26.3%), 견봉쇄골관절의 골관절염 26례
(28.5%) 순으로 관찰되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부분 파
열과 전층 파열로 구분하여 초음파 동반 소견을 비교하였
을 때 삼각근하 윤활낭염이 전층 파열에서 36례(55.3%)로
부분 파열의 6례(23.0%)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Table 2).
3)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부위와 전층파열 길이에
따른 초음파 동반 소견

Fig. 4. The swollen biceps tendon and sheath effusion indicating
biceps tenosynovitis were seen in short axis view.

Fig. 5. The hypertrophy and superior distension of the acromioclavicular joint capsule indicating osteoarthritis were seen in long
axis view.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윤활낭측 파열과 관절낭측
파열로 구분하여 초음파 동반 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대
파열과 소 파열로 구분하여 초음파 동반 소견을 비교하였
을 때, 대 파열에서 삼각근하 윤활낭염과 대결절 피질골 불

Table 1. Anatomical Location of Full-thickness and Partial-thickness Rotator Cuff Tear
ꠧꠧꠧꠧꠧꠧꠧꠧꠧꠧꠧꠧꠧꠧꠧꠧꠧꠧꠧꠧꠧꠧꠧꠧꠧꠧꠧꠧꠧꠧꠧꠧꠧꠧꠧꠧꠧꠧꠧꠧꠧꠧꠧꠧꠧꠧꠧꠧꠧꠧꠧꠧꠧꠧꠧ
Partial-thickness Full-thickness
Affected muscle
tear
tea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praspinatus
24
45
Supraspinatus+infraspinatus
0
11
Supraspinatus+subscapularis
0
5
Supraspinatus+infraspinatus
0
2
+subscapularis
Subscapularis
1
2
Infraspinatus
1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26
6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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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tator Cuff Tear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
Combined finding
Partial-thickness tear (n=26)
Full-thickness tear (n=65)
Total (n=9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6 (23.0)
36 (55.3)*
42 (46.1)
Biceps tenosynovitis
10 (38.4)
23 (35.3)
33 (36.2)
Cortical irregularity of greater tubercle
7 (26.9)
17 (26.1)
24 (26.3)
Acromio-clavicular joint osteoarthritis
9 (34.6)
17 (26.1)
26 (28.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cases (%). *p＜0.05

Table 3. Ultrasonographic Findings according to Length of Retraction in Full-thickness Tear
ꠧꠧꠧꠧꠧꠧꠧꠧꠧꠧꠧꠧꠧꠧꠧꠧꠧꠧꠧꠧꠧꠧꠧꠧꠧꠧꠧꠧꠧꠧꠧꠧꠧꠧꠧꠧꠧꠧꠧꠧꠧꠧꠧꠧꠧꠧꠧꠧꠧꠧꠧꠧꠧꠧꠧ
Small tear
Large tear
Combined finding
(n=45)
(n=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21 (46.6)
15 (75.0)*
Biceps tenosynovitis
16 (35.5)
7 (35.0)
Cortical irregularity of
8 (17.7)
9 (45.0)*
greater tubercle
Acromio-clavicular
11 (24.4)
6 (30.0)
joint osteoarthriti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cases (%).
*p＜0.05

규칙이 각각 15례(75.0%), 9례(45.0%)로, 소 파열 군의 21례
(46.6%), 8례(17.7%)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Table 3).

고

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과 기능장애의 중요한
원인이다. 회전근개 파열의 기전은 반복적인 어깨 과사용
으로 인한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와 직접적인 어깨 외상 등
이 알려져 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조직학적으로 극상
근 힘줄이 상완 골두 대결절에 부착되기 1 cm 전후의 이완
부위(critical zone)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완
부위는 상대적으로 혈관 공급이 부족하고, 팔을 올릴 때 해
부학적으로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에서 빈번하게 부딪치기
11)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91례의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 모두에서 극상근 파열이 87례(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임
상적으로 어깨 통증, 어깨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 염발음,
어깨 외전근력의 약화, 및 극상근의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어깨 질환과 임상 양상이 유사하여 임상적 진
21)
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영상 진단으로 단순 방사
선 촬영, 관절 조영술,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
공명 관절조영술 등이 감별 진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회
15)
전근개 파열 환자의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Kaneko 등 은

상완 골두의 상방 이동과 대결절 피질골 불규칙성이, Pear23)
sall 등 은 대결절 피질골 경화(sclerosis), 골증식체, 상완 골
두 피질하 포낭 형성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단순 방사선 촬영상의 변화는 대부분 회전근
개 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관찰되어 조기 진단에 제한
16)
이 있다.
어깨 관절 조영술은 조영제를 어깨 관절에 직접 주사하
여 관절과 삼각근하 윤활낭 사이에 교통성을 평가하여 회
전근개 완전 파열의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21)
다. 그러나 침습적이며 방사선 노출, 시설적 제약 및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의 제한 등의 단점이 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비침습적이며, 회전근개 파열과 더
불어 어깨 주위 구조의 이상 여부도 동시에 진단이 가능한
27)
검사이다. Shellock 등 은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있어 89% 민감도와 100%의 특이도를 가진다
10)
고 보고하였고, Farley 등 은 102명 어깨 통증 환자의게 시
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과 삼각근
하 점액낭염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작은 국소 회전근개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의 감별 진단
12,25)
또한 자기공명 관절
이 어렵고, 고 비용인 단점이 있다.
조영술은 작은 국소 전층 파열까지도 감별이 용이하나 침
습적이며 고 비용의 단점이 있다.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검사에 대한 환자 접근이
용이하고, 시간적 제약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의 일차적인 선별 검사로
7,19)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회전근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파열 진단에 있어 문헌에 따라 민감도는 58%에서 93%, 특
7,20)
이도는 25%에서 98%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의 동반 소견 중 삼각근하 윤활낭염의 민
4,29)
그러나 본 연구에
감도는 7%에서 22%로 보고되고 있다.
서는 46.1%로 높이 나타났는데 이는 첫째 이전 연구들이
1990년대 중반 전후로 진행되어 최근 초음파 장비 발달로
인한 해상력 개선에 따라 진단율이 향상되었고 둘째, 연구
에 따라 대상 환자군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셋째, 수술 혹은 어깨 관절 조영술과 같이 회전
근개 파열 확진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넷째, 초음파 검사자
의 어깨 관절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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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정도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Hollister 등13)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 삼각근하 윤
활낭염의 발생 기전으로 전층 파열시 어깨 관절낭과 삼각
근하 윤활낭간의 결손부위를 통해 관절 삼출액이 윤활낭으
로 이동하여 삼각근하 윤활낭염이 발생하고, 윤활낭측 부
분 파열시, 반복적 스트레스(chronic repetitive stress) 혹은 부
딪침(impingement)에 의해, 관절낭측 부분 파열시 힘줄 내부
의 개창현상(fenestration)으로 인해 삼각근하 윤활낭염이 발
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삼각근하 윤활낭염의
빈도가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서 부분 파열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아 이전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
므로 임상적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서 회전근개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의 구별
이 어려운 경우 삼각근하 윤활낭염 동반 여부 확인이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 파열의 삼각근하
윤활낭염의 빈도는 윤활낭측 2례(20%), 관절낭측 4례(25%)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분 파열 위치에 따른 발생기전
차이에 의한 동반 삼각근하 윤활낭염 빈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결절 피질골 불규칙성과 회전근개 파열시 발생하는 대
14,18)
본연
결절 피질골의 견인력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구에서 완전 파열 정도가 심할수록 대결절 피질골의 불규
칙성이 많이 발생한 것은 파열 정도가 심할수록 견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에서 회
전근개 완전 파열이 확인된 경우 삼각근하 윤활낭염과 대
결절 피질골 불규칙성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파열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어깨 통증과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정상인과 다른 어깨 질환을 가진 환자와 비교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부분 파열 위치에 따른 동반 소견 비교
에 있어 환자 수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 어깨 회전근개 파열
환자와 정상 혹은 다른 어깨 질환, 부분 파열 위치에 따른
초음파 동반 소견 차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어깨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서 삼각근하
윤활낭염이 동반된 경우 전층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환자에서 삼각근하 윤활낭염과 대결절
피질골 불규칙이 동반된 경우 전층 파열의 정도가 심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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