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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Shoulder

충남 의학전문 학원

김 경 천

서 론

견관절 통증과 강직의 증상들에서 흔하게 직면하는 문제점은 증상들의 원인과 효과 주기(cause-and-

effect cycle of the symptoms)를 결정하는데 있다. 통증과 강직 중 어느 것이 선행되는지와 통증이 강직으

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강직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견관절 강직의 감별 진단과 병태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 단

특발성 동결견(유착성 견관절막염, idiopathic adhesive capsulitis, frozen shoulder, stiff shoulder)의 진

단은 통증과 견관절 운동 제한의 다른 원인들이 배제되었을 때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내려진다. 환자

의 병력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현재 상태의 병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학적 검사는 경추, 체

부, 그리고 양측 견관절에 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보이는 환자들은

전후 견관절낭의 촉지시 통증을 호소하고, 이 통증은 삼각근 부착부로 방사된다고 묘사된다. 초기에는 야간

통증과 휴식시의 통증이 자주 있으며,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범위에 한 충분한 평가가 병기 결정과 추후 치

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견관절 운동(glenohumeral motion)은 견갑흉추 운동 범위

(scapulothoracic range)에 한 견관절 운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견갑골을 안정화 시킨 후 측정 되어야만 한

다. 외회전, 외전, 그리고 내회전이 가장 많이 향을 받는다. 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범위는 측

정되어야만 한다. 수동적 운동범위는 환자가 누워 있고, 견봉에 손으로 압력을 가하여 견갑 흉추 운동이 제한

된 상태에서 측정된다.

견관절 경직증의 다른 원인인 견관절 관절염, 석회성 건염 또는 회전근개 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회

전과 외회전, 액와, 그리고 출구 사진 및 일상적인 전후면 사진이 필요하다. 동결견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

으로 단순 방사선촬 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 MRI는 견관절 경직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회전근

개의 부분 또는 완전파열을 인지하는데 유용하지만, 통상적으로 유착성 관절막염을 진단하는데 필요하지는

않다.

병태 생리

유착성 견관절막염의 일차적인 병리 반응이 염증인지 섬유화인지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5,28,32).

무엇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과정은 활액막(synovial lining)과 활액막하 조직

(subsynovial tissue)을 포함하는 관절 막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Neviaser와 Lundberg13,17,21)는 동결견의 진행

에서 염증의 역할을 관찰 하 는데 조직학적으로는 보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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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결견의 염증 반응은 수상, 염증성 인자, 화학적 매개체, 자가 면역반응에 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 하 다13). McLaughlin19)은 조직학적인 연구에서 부분의 표본에서 염증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염

증의 역할을 반박하 다. 오직 약 10%에서 염증 반응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는 동결견의 진행과정에서 초

기에는 활액막의 염증반응(synovial inflammation)이 일차적인 병적 반응을 보이며 이는 병의 후기에서 보

이는 반응성 관절막 섬유화(reactive capsular fibrosis)의 전구 증상이라고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에 의미

있는 뒷받침 되는 연구가 이후에도 발표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4,11,32).

Cytokines이 염증 반응과 일련의 관절막의 섬유화의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염증 초기의

cytokines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물질들의 지속적인 생산은 섬유아세포를 자극시킴으로써 섬유화

의 결과를 보여진다3,11). Rodeo 등28)은 동결견에서의 염증과 섬유화의 일련의 반응에서 특별한 cytokines

(PDGF, TGF-β, hepatocyte growth factor)의 역할을 연구하 다. 몇몇 연구자들은 관절막의 섬유화를 이끄

는 이러한 cytokine의 반응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약제의 발전이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믿고 있다12). 그

러나 아직까지 염증과 일련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초기 유발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역 학

일반인에서 동결견의 유병율은 2%를 약간 넘는다1). 부분의 연구에서 동결견을 가진 환자의 평균 연령

은 일반적으로 50 이며, 여성에서 좀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55~70%)1). 40세 이전 젊은 환자에서의 동결

견은 흔하지 않다. 비록 전형적으로 초기에 이환된 견관절이 회복된 후 지연형으로 나타나지만, 반 측 견관

절의 이환은 환자의 20~30%에서 나타난다. 특발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많은 내과적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26)

(당뇨, 허혈성 심근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갑상선 질환, 경추부 질환, 듀피트렌 구축증, 파킨슨 병과 편마비

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들).

자연 경과

동결견의 자연경과는 특발성 또는 외상 후에 상관없이 다양한 환자 구성원과 치료 방법 때문에 비교 연구

를 수행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구가 어렵다. 그러나 동결견의 자연 경과에 한 지식과 이해는 적절한 치료 방

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동결견은 통증기, 강직기, 완화기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

한 단계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정의하기 보다는 질환의 과정의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1단계, 즉 통증기(painful phase)는 자발적(spontaneous onset) 견관절의 통증이 일어난다. 일차적으로

내회전, 굴곡, 외전 운동의 감소로 발현되어 서서히 관절의 경직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상완와 관절에 국소

마취제 주사 후 환자를 검사하면 이 시기는 통증성 활액막염이고 진정한 관절낭의 수축에 의한 관절운동의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절운동 범위는 많이 향상되어 나타난다. 동결견의 원인이 염증(inflammation)이라

는 관점에서 보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이는 염증기(inflammatory phase)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단

계는 전형적으로 2.5~9개월 정도 지속 될 수 있다26).

2단계, 즉 강직기(stiff phase)는 지속적으로 견관절의 강직성은 존재하나 통증의 불편감은 좋아진다. 전형

적으로 통증은 심한 통증 보다는 애매한 불편감으로 표현되어지고 종종 상지의 움직임시 통증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거의 마지막에서는 관절낭 용적의 감소와 상안와 관절의 섬유화, 상완와 관절의 국소 마취제의 주

사에도 변화지 않는 관절운동의 범위 때문에 강직은 좀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시기는 4~12개월 정도 지속

된다26).

3단계, 즉 완화기(resolution phase)는 상지와 견관절의 사용으로부터 관절낭이 재형성(cap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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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delling)되기 때문에 견관절의 관절운동 범위의 증가와 함께 서서히 기능적인 회복기로 특징지어 진다
11). 이시기는 5~26개월 정도 지속된다26). 동결견의 전형적인 과정은 평균 30개월(범위 12~42개월) 정도 지속

된다. 환자 중 39~76%정도는 특별히 내회전의 관절운동의 장애가 약간 남을 수 있으나, 기능적인 제한은 적

다22).

또한 Hanafin 등11)은 유착성 견관절막염의 관절경 병기와 임상 병기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에 주안점을 두

어 네 단계(stage 1, freezing stage, frozen stage, thawing phase)로 나누어 분류하 다(Table 1). 그러나 이

러한 단계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정의하기 보다는 질환의 과정의 연속성으로 나타나 painful or freezing

phase, stiffening or frozen phase, resolution or thawing phase로 구분하기도 한다.

치 료

1. 비수술적 치료

동결견 치료의 원칙은 예방이다. 수상 후 혹은 견통에 의한 견관절의 오랜 고정(immobilization)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의 중요성과는 다르게 분명한 치료 방침은 없다. 동결견에 한 병태생리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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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형태의 치료가 경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운동성과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치료의 목적은 공통적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것으로 동결견의 병기를 정하는 것은 적

절한 치료법을 정하는데 중요하다 (Table 2).

1) 운동 (Exercise)

운동은 동결견의 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23). 전형적인 운동요법은 관절운동 범위를 유지하고 회복

하기위해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 요법의 기초는 4-quadrant 스트레칭으로 전방 굴곡,

내회전, 외회전, 그리고 몸을 가로지르는 내전(cross-body adduction)이다. 이 운동들은 하루에 4~5회 시행

하여야 한다. 처음 이 운동을 시행할 때 앙와위 자세에서 시행하는 것이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관절와상완 관

절(glenohumeral joint)을 스트레칭 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앙와위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은 몸통 뒤틀기처럼

적절한 스트레칭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막아준다.

동결견의 스트레칭은 고통스러우므로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을 약간 지나 천천히 스트레칭하여 늘리는 것

이 필요하다. 스트레칭 시에 환자가 통증을 잘 견디도록 운동 30분 전에 예방적으로 진통제를 주기도 한다.

또한 관절와 상완부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도 운동 치료를 잘 견디고 더 진전하기 위한 통증 조절에 효

과적이다. 운동 후에 얼음 도포는 염증 및 자극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운동을 시작할 때 열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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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증 감소와 스트레칭의 진행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운동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물리치료사에게 의뢰 하는 것은‘hand-on’교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동결견에서 물리 치료사

의 역할은 환자가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초기 동결견 재활 시에

물리치료사와 함께 자주 방문하는 것이 환자가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루에 4~5번 일정

히 운동을 하고 있는지 동기 강화에 좋다. 적절한 가정 운동 프로그램(home exercise program)은 겉으로 보

기에 환자의 바쁜 일정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물리 치료사와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 운동을 완

수하기 위한 부가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주기적인 방문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방문으로 관절 운동 범위에

한 구체적인 기록을 문서화하고 환자들은 경과의 진행이 느려 기능의 회복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를 환기시킬 수 있게 한다.

최종적으로 기능적인 관절운동 범위가 얻어지고 통증이 좋아지면 근력 강화(strengthening)를 시작할 수

있다. 어깨 근육이 동결견의 강직성과 통증으로 초래된 비활동성으로 매우 약화된 상태이므로 근력 강화가

필요하며, 근력 강화는 어깨, 견갑골, 그리고 척추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중요하다. 동결견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시에 과도한 견갑골의 가동성(mobility)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견갑골이 안정화에 중용한 trapezius,

rhomboids, levator scapulae, serratus anterior, latissimus dorsi 근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견갑골의 안정화 운동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정상 관절운동 범위의 회복 이전에 시작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

전근 개를 비롯하여 관절와 상완 관절을 가로지르는 다른 근육의 근력 강화는 정상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 후

에 시작 되어야 한다. 

2) 약물 복용(medication)

NSAIDs와 같은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견관절 강직과 관련된 통증의 경감에 사용된다. 그러나 위약과 비교

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없다. 부분의 연구들은 어떤 종류의 NSAID와 다른 것을 비교한 것이다9). 경

구 스테로이드 제제는 자주 사용되나 일반적인 사용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는 거의 없다2). 한 연구에서는 일

정한 운동과 함께 진통제의 복용이 운동만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 다고 한다16). 통증을 줄여 환

자가 운동을 잘 견디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통제의 사용은 중요하다.

3) 주사제(injections)

스테로이드의 주사는 동결견과 연관된 통증과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문헌들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그 증거가 모호하다7,14,20). 스테로이드 주사는 동결견의 초기 단계에

서 통증이 심해 환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건

(tendon)과 연골에 한 스테로이드의 해로운 효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15,30).

관절와 상완관절 내와 견봉하 공간으로의 스테로이드 주입하는‘paired injection’술식이 발표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동결견에 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방법은 관절내 주사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 paired

injection의 통증 경감 효과를 입증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7,24,29). Rizk 등27)은 관절내(intra-

articular)와 점액낭 내(intra-bursal)의 주사를 비교하여 결과상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한 리도케인과

스테로이드의 혼합 투여는 리도케인의 단독 투여와 비교하여 견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회복에 잇점이 없었

으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2/3에서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통증 경감이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관절내로의 정확한 주사는 어려우며 특히 방사선학적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관절 공간의 위축

이 와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관절내 주사의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의 연구들은 운동 요법과 같은

다른 치료들을 병용하고 있어 주사의 단독 효과를 알기는 힘들다. Carette 등6)은 물리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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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사만을 시행한 경우와 두 가지 방법을 병합한 경우를 연구하 다. 그러나 주사를 시행

한 환자들에게도 가정 운동 프로그램(home exercise program)을 교육시켰다는데 감독 하에 물리 치료를 시

행 받은 환자들이 관절 운동 범위를 빨리 회복하 으며,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 경감과 과 기능

회복의 향상을 보 으나,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과의 뚜렷한 차이는 없

었다. 문헌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나 이론적으로 관절내 주사의 사용은 이로울 수 있다. 통증이 심해 적극적

인 재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신중이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 조직이나 연

골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반복적인 투여는 피해야 한다.

4) 통증 경감을 위한 보조 치료

동결견과 연관된 통증의 경감에 효과가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있으며 이중에는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초음파, 열요법, 동결 요법 등이 있다. 이들의 효과는 내과적 문헌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나 경험적으로 재활 요법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통증 경감 효과를 준다고 생각된다. TENS는

급성 통증의 경감에 가장 효과적이다18). TENS는 1과 3 단계의 동결견과 연관된 통증의 경감에 유용하다. 3단

계에서의 사용은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매우 탁월하다25). 초음파의 천부열과 심부

열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동결견의 스트레칭에 유용하다. 열(hyperthremia)은 혈관 확장과 이차적인 순환 증

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문헌상 동결견에서 초음파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것은 없다8). 마지막으로 동결

요법은 동경견 초기 급성기에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데 사용된다.

2. 수술적 치료

동결견에서 수술적 치료는 적어도 4~6개월의 적절한 구조적이고 감시하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반

응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견관절의 강직에서 적응이 된다10,13,31). 수술적인 치료는 마취하의 도수 조

작술(manipulation under anesthesia),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이완술(arthroscopic capsular release), 그

리고 개방적 술식을 이용한 관절낭 이완술(open surgical capsular release) 등이 있다.

마취 후 도수 조작은 3~6개월간의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수동적으로 90도

이상의 전방 거상을 얻을 수 없을 때 시행하는 반면,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절의 위험이 큰 경우, 반사성 교감

신경성 위축증, 수술이나 골절 및 부정 유합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동결 견이 발생한 경우 및 도수 조작 후

시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금기증에 해당된다. 이 술식을 시행할 때 환자에게 관절경적

혹은 개방적 유리술이 추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취 하에 한 손으로 견갑골을 안정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 주관절의 직상방 혹은 지렛 효과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액와 부위 가까이에서 상완골을 잡고 견관절을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그리고 내회전 순서

로 도수 조작을 하며 이때 엄지, 시지 혹은 중지의 힘으로만 시술을 한다는 느낌으로 과격하지 않은 힘이 가

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축이 풀리는 소리를 듣거나, 손으로 느껴지면 좋은 예후를 기 할 수 있다.

관절경적 유리술은 동결견 뿐 아니라 동반된 병변의 평가와 치료에 효과적이다. 관절경하 관절낭 유리술

은 개방성 술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우선, 술자의 시야를 넓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병

적인 관절낭을 직접적으로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리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된 병

변을 확인하는데 또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이두박근 건 병변 시 동시에 건절제술이나 건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활액막염 시에도 개방성 술식보다 장점이 있으며 견봉 하 공간과 연부조직에 한 처치의 필요성

이 있을 시, 골에 한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술한 이

후 다소 무리한 물리치료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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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회전근 간격 및 전방 관절낭 유리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상 관절와 상완 인 부터 시행하며, 상 관

절와 상완 인 와 관절내 견갑하근의 상부 변연부의 전방 관절낭 사이를 유리하게 된다. 중 관절와 상완 인

는 견갑하근의 후방부를 가로질러 유리되어지며 전방 관절낭은 하 관절와 상완 인 의 전방 를 지나 하방

으로 유리하게 된다. 이 경우 액와신경이 후방 관절낭에 직접적으로 근위에 착되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

야 한다. 후방 관절낭 유리 시에는 후방 회전근개의 근성부위가 후방 관절낭과 겹쳐있어 후방 관절낭의 위치

를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완벽한 관절낭 유리술이 될 수 있게 한다. 하 관절와 상완 인 의 후방 를

통하여 하방으로 확장하면서 후방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한다. 이후 견봉 하 감압술을 시행하고 유착된 연부

조직에 한 유리술을 시행한다.

개방적 유리술은 심한 골다공증을 동반한 외상 후 견관절 강직증에서 이전에 골절이 있는 경우, 도수 조작

술이나 관절경적 유리술이 실패한 경우,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이전에 시행한 수술로 인

하여 도수 조작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와 동결견의 주 병변이 관절외 유착이 의심될 때 적응증이 된다. 마취

후 견봉 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 오구 상완 인 , 회전근 간격 및 관절와 순 주변의 관절낭 등을 유리하고, 견

갑하 건은 유리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길이를 연장시키기도 한다. 이때 액와 신경 및 근피 신경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수술 후 재활이 특히 중요하며, 관절경을 이용한 유리술 시 수동적 관

절운동을 수술 후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치료의 적절성 및 물리치료의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방적 유리술의 경우 수술 후 처치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 혹은 국소 수술 부위에 지속적으로 국소 마취제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통증을 조절하면서 수술장 안에서 얻어졌던 안전한 범위 내에서 즉시 수동

적 운동부터 시행할 수 있다.

REFERENCES

01. Binder A, Bulgen DY, Hazelman BL, Roverts S.: Frozen shoulder: a long-term prospective study. Ann
Rheum Dis 1984;43;361-4.

02. Binder A, Hazelman BL, Parr G, Roberts S.: Acontrolled study of oral prednisolone in frozen shoulder.
Br J Rheumatol 1986;25;228-92.

03. Border WA, Nobel NA.: Transferring growth factor beta in tissue fibrosis. N Engl J Med
1994;331;1286-92.

04. Bulgen DY, Binder A, Hazelman BL.: Immunological studies in frozen shoulder. J Rheumatol
1982;9:893-8.

05. Bunker TD, Anthony PP.: The pathology of frozen shoulder: a Dupuytren-like disease. J Bone Joint Surg
Br 1995;77;677-83.

06. Carette S, Moffet H, Tardif J et al.: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s, supervised physiotherapy, or a
combination of the two in the treatment of adhesive capsulitis of the shoulder: a placebo-controlled trial.
Arthritis Rheum 2003;48;829-38.

07. Dacre JE, Beeney N, Scott DC.: Injections and physiotherapy for the painful stiff shoulder. Ann Rheum
Dis 1989;48;322-5.

08. Downing DS, Weinstein A.: Ultrasound therapy of subacromial bursitis: a double blind trial. Phys Ther
1986;66;194-9.

09. Duke O, Zeclear E, Grahame R.: Anti-inflammatory drugs in periarthritis of the shoulder: a double-blind,
between-patients study of naproxen versus indeomethacin. Rheumatol Rehabil 1981;20;54-9.

10. Gartsman GM.: Stiffness. In: Shoulder arthroscopy. Philadelphia: WB Saunders; 2003. 143-51.
11. Hannafin JA, Chiaia TA.: Adhesive capsulitis, a treatment approach. Clin Orthop 2000;372;95-109.

- 168 -



12. Hannafin JA, DiCarlo ED, Wickiewicz TC, Warren RF.: Adhesive capsulitis: capsular fibroplasia of the
gleonohumeral joint. J Shoulder Elbow Surg 1994;3;5.

13. Harryman DT II, Lazarus MD, Rozencwaig R.: The stiff shoulder. In: Rockwood CA, Matsen FA III,
editors. The shoulder. Philadelphia: WB Saunders; 1998. 1064-112.

14. Hollingworth GR, Ellis R, Hattersley TS.: Comparison of injection techniques for frozen shoulder pain:
results of a double-blind, randomized study. BJM 1983;287;1339-41.

15. Kennedy JC, Willis RB.: The effect of local steroid injections on tendons: a biomechanical and
microscopic correlative study. Am J Sports Med 1976;4;11-21.

16. Lee M, Hag AM, Wright V, Longton E.: Periarthritis of the shoulder: a controlled trial of physiotherapy.
Physiotherapy 1973;59;312-5.

17. Lundberg BJ.: The frozen shoulder: clinical and radiographical observations: the effect of manipul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structure and glycosaminoglycan content of the joint capsule. Acta Orthop
Scand 1969;119;1-59.

18. Mannheimer J, Lampe G.: Pain and T.E.N.S in pain management. In: Clinical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Philadelphia: FA Davis; 1984.

19. McLaughlin HL.: On the “frozen”shoulder. Bull Hosp Joint Dis 1951;12;383-93.
20. Neviaser JS. Adhesive capsulitis and the stiff and painful shoulder. Orthop Clin North Am 1980;11;327-

31.
21. Neviaser JS.: Adhesive capsulitis of the shoulder: a study of the pathologic findings in periarthritis of the

shoulder. J Bone Joint Surh 1945;27;211-22.
22. Noel E, Thomas T,Schaverbeke T, Thomas P, Bonjean M, Revel M.: Frozen shoulder. Joint Bone Spine

2000;67;393-400.
23. Owens H.: Frozen shoulder. In: Donatelli RA, editor. Physical therapy of the shoulder.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7. 257-78.
24. Quinn CE.: Frozen shoulder: evaluation of treatment with hydrocortisone injections and exercises. Ann

Phys Med 1965;8:22-9.
25. Rizk TE, Christopher RP, Pinals RS.: Treatment of adhesive capsulitis(frozen shoulder): a new approach

to its management. Arch Phys Med Rehabil 1983;64;29-33.
26. Rizk TE, Pinals RS.: Frozen shoulder. Semin Arthritis Rheum 1982;11;440.
27. Rizk TE, Pinals RS, Talaiver AS.: Corticosteroid injections in adhesive capsulitis: investigation of their

value and site. Arch Phys Med Rehabil 1991;72:20-2.
28. Rodeo SA, Hannafin JA, Tom J, Warren RF, Wickiewicz TC.: Immunolocalization of cytokines and

their receptor in adhesive capsulitis of the shoulder. J Orthop Res 1997;15;427-36.
29. Roy S, Oldham R.: Management of the painful shoulder. Lancet 1976;1:1322-4.
30. [26] Sweetnam R. Corticosteroid arthropathy and tendon rupture. J Bone Joint Surg Br 1969;51;397-8.
31. Warner JP, Allen A, Marks PH, Wong P.: Arthroscopic release for chronic, refractory adhesive capsulitis

of the shoulder. J Bone Joint Surg Am 2000;82:1398-407.
32. Wiley Am.: Arthroscopic appearance of frozen shoulder. Anthroscopy 1991;7;138-43.

- 169 -

Miscellaneous Shoulder Topics v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