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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utcome of operative results in the impingement syndrome of 
the shoulder with and without the stiffness.

Material and Method: Seventy-six patients who had the impingement syndrome without stiffness were evaluated, and treated 
with the subacromial decompression and 24 patients who had the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were treated with the sub
acromial decompression and the manipulation.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32 months.

Result: The impingement syndrome of the shoulder with stiffness was more severe in the preoperative pain and worse in ASES 
score than without stiffness. The postoperative pain and ASES score improved in the both group. The satisfactory groups were 67% 
in the group with stiffness and 80% without stiffness. The satisfactory rate was 83% in the group with stiffness and 93% without 
stiffness. The satisfactory groups with diabetes were 47% in the group with stiffness and 81% without stiffness. Forward elevation, 
external rotation at the side and internal rotation improved in both groups postoperatively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ostoperatively. External rotation was restricted statistically in the group with stiffness.

Conclusion: Although patients may not regain the full range of motion, the technique of manipulation followed by arthroscopic 
subacromial decompression offers good pain relief and satisfactory functional recovery for the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However preoperative counseling is necessary for the impingement syndrome combined with diabetes and stiffness due to poor ou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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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충돌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서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까지 

발생되면 환자들은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Neer'"는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서 관절 운동 범위 

의 제한이 온다면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며 , 관절운동이 회 

복된 후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결견 혹은 강직견은 정의상 견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며, 때때로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강직견은 술후 골표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가능성으로 인하여 견봉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직견이 오래되 

고, 통증이 심하면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수 

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즉, 충돌 증후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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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inding of groups of impingement syndrome according to presence of stiffness

ISWOS* ISWSf

No. of patients 76 cases 24 cases
Average age 51 years (31-76 years) 54 years (40-70 years)
M시e: Female 29: 47 8: 16
Symptom duration 27 months (6-150 months) 30 months (5-240 months)
Improvement after 67 % (50-100 %) 65 % (50-100%)

impingemenet test
Rate of diabetis mellitus 13% 29%
Fasting blood glucose 223 mg/dl (116-375 mg/dl) 206 mg/dl (120-409 mg/dl)

of diabetic patients

* ISWOS: impingement syndrome without stiffness
'ISWS: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강직견에 대해서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반된 치료 원칙으로 강직이 동반된 충돌 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 결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저자들은 강직이 동반된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된 환 

자 중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수동적 조작술과 견봉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강직 

이 없는 충돌 증후군 환자의 치료 결과와 차이를 알아보고 

자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강직을 동반하지 않은 충돌 증후군 79례 중 76례(비강 

직군)와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군 26례 중 24례 

(강직군)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시가 되지 않은 5례 중 1 
례는 심폐기능 정지로, 1례는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3례는 

술 후 추시가 되지 않았다. 강직의 결정은 전방거상 100도 

이하이면서 주관절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의 외회전이 30도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비강직군의 평균 나이는 51세이었다. 과거력상의 당뇨 

비율은 13%, 공복 시 혈당수치는 평균 223 mg/dl 이었 

다. 강직군의 평균 나이는 54세이었고, 과거력 상의 당뇨 

비율은 29%, 공복시 혈당수치는 평균 206 mg/dl 이였 

다. 환자들의 증상 기간은 평균 28개월이었다(Table 1).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국소 압통이 극상근 부착 부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Neer와 Hawkins의 견관절 충돌 검사의 

양^ 소견이 극상근 부착 부위에 있을 때 의심하였다. 확진 

을 위해 전례에서 충돌 검사를 시행하였다. 충돌 검사로 8 
ml에서 10 ml의 국소마취제를 견봉의 외측방을 통하여 견 

봉하 점액낭에 주사하였으며 주사 전과 주사 후 10분에 충 

돌 징후와 연관이 있는 통증을 비교하였다. 이 때 와상완 

관절에 주사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주사 후 적 

어도 통증의 시각 통증 측정표(visual analog scale)로 

50% 이상이 감소하여야 충돌 검사 양성으로 진단하였다 

(Table 1)®. 만일 충돌 검사 후 관절 운동 범위가 강직 기 

준보다 좋아진 환자는 강직군에서 제외하였다. 술 전에 시 

행한 충돌 검사 후의 통증 감소는 비강직군이 67%, 강직 

군이 65%이었다.

술 전 병력 및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완와 

관절염; 석회화 건염, 회전근 개의 전층 파열 및 부분 파 

열, 이두박근 장두건의 파열, 경추부 관절염, 경추부 추간 

판 탈출증, 견관절 주위에 외상이 잇었던 환자, 두부 손상 

의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수동적 조작술은 마취 하에서 시술자의 한손으로 견갑골 

을 잡아 고정시키고 다른 한손으로는 환측의 주관절부를 잡 

고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서히 거상시켜 충분한 

굴곡 운동 범위를 얻었다. 다음으로 상완을 90도 외전시키 

는 수동적 조작을 가한 상태에서 외회전에 대한 수동적 조 

작을 하였고, 상완을 몸에 붙힌 외회전에 대한 수동적 조작 

을 가한 후 마지막으로 내회전으로의 수동적 조작을 가하여 

와상완 관절낭의 안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측 

과 거의 같은 운동 범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까지 반복하였 

다®. 수동적 조작술 도중 파열음이나 갑작스런 관절 운동 

범위의 증가는 20례에서 발견되었다.

관절경적 시술은 환자를 해변 의자 위치 상태에서 견관절 

을 25도 외전, 15도 굴곡시키고, 상완골의 종축을 따라 4 
Kg에서 6 Kg의 무게로 견인하여 견봉하 공간 및 관절와 

상완 관절의 간격을 넓힌 후 시행하였다. 먼저 진단적 관절 

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활액막염에 대해서는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동적 조작술를 시행할 때 발생한 

출혈은 진단적 관절경 검사시 지혈되었으며 추가적인 수술 

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견봉하 공간에 관절경을 삽입 

한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견봉하 점액낭의 견봉측 일부 

와 견봉 하면의 연부 조직을 제거하여 견봉을 노출시켰다. 

견관절의 30도 하방 경사 촬영에서 쇄골의 전하방 골 피질 

보다 과도하게 나온 견봉의 전방부를 측정하고 수술시 이 

길이를 골 연마기로 제거하였다. 관절경을 외측에서 삽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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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stiffness
Table 2. Pre- and post-operative pain, range of motion and functional score of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with and with

ISWOS* ISWS，

Pain Preop. 7(5-10)f 8(5-10),
Postop. 1 (0-5) 1 (0-5)

ASES Preop. 33 (5-60), 24 (3-60),
functional score Postop. 91 (53-100) 88 (57-100)

Excellent 53 cases 14 cases
Good 8 cases 2 cases
Fair 10 cases 6 cases
Poor 5 cases 2 cases

Satisfactory rate 92% 83%

Fonvard flexion Preop. 127° (60°-160°)' 89° (60°-100°)*
Postop. 154° (140°-170°) 151° (135°-17O°)

External rotation Preop. 53° (10°-90°)' 12° (-10°-3"
Postop 71° (30°-80°尸 63° (30-80°)*

External rotation Preop. 68° (20°-90°)* 34° (0-60° )♦
At 90 abductionPostop. 79° (60°-90°) 78° (70-80°)
Internal rotation Preop. T12 (T4-buttock)* L4 (LI-buttock)*

Postop. T8 (T5-L4) T9 (T6-L1)
Diabetes mellitus 13% 29%
ASES Preop 28 (12-58) 29 (3-60)

functional score Postop. 88 (65-100) 80 (57-100)
Excellent 8 cases 3 cases
Good 1 case 0 cases
Fair 2 cases 2 cases
Poor 0 cases 2 cases

* ISWOS: impingement syndrome without stiffness 
'ISWS: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 p<0.05 between ISWOS and ISWS

고 골연마기를 후방에서 삽입하여 전방 견봉 하면이 후방 

견봉 하면과 평평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외측에 

서 골연마기를 넣어 외측 견봉이 아래로 경사진 것을 제거 

하여 주었다. 원위 쇄골의 통증은 강직군이 8명, 비강직군 

이 6명 있었으며 관절경적 원위 쇄골 절제술을 동반 시행 

하였다.

술 후 2心］간 이내에 견관절의 수동적 전방 거상과 도르 

레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능동적 운동은 환자가 통 

증을 참을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였다. 술 후 10일에 막대 

기를 이용한 수동적 외회전 운동을 시작하였다. 술 후'4주 

에 Theraband（Hygenic Co., Akron, Ohio, 
U.S.A.）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통증은 10단계의 시각 측정표를 이용하였고 극심한 통증 

을 10으로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를 0으로 하여 10cm의 

길이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견관절 기능 평가는 미국 견 

주관절 학회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ASES）의 견관절 기능 평가법（이하, ASES 평 

가법에 의한 점수）盗을 이용한 합계 100점 점수법（일상 생 

활 지수 50점과 통증 50점）을 사용하였으며 , 수술 전과 최 

종 추시에 각각 조사하였다. 점수 평가는 ASES 91-100 
점을 우수, 81〜90점을 양호, 71〜80점을 보통, 70점 

이하를 불량으로 나누었다. 이중 우수와 양호군을 만족군 

（satisfactory group）으로 하였다. 최종 외래 추시가 되 

지 않을 경우는 전화 면접을 시행하였다. 추시 기간은 강직 

군 33 개월（범위, 6〜240개월）, 비강직군이 32 개월（범 

위, 6〜150개월） 이었다.

통계학적 분석은 환자 연령 및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하여 

student t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통증 정도와 일상 생활 

지수는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은 수 

술 전과 비교, 양군간의 비교로 평가하였다. p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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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 and post-operative pain, range of motion and functional score of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with and with
out diabetes mellitus

without diabetes with diabetes

Pain Preop. 7(5-10) 8(5-10)
Postop. 1 (0-5) 2(0-5)

ASES Preop. 31 (3-60) 28 (3-60)
functional score Postop. 91 (53-100) 86 (57-100)

Excellent 57 cases 10 cases
Good 9 cases 1 case
Fair 12 cases 4 cases
Poor 4 cases 3 cases

Satisfactory rate 93% 72%

Forward flexion Preop. 119° (60°-160°) 111° (70°-150°)
Postop. 154° (135°-170°) 152° (140°-160°)

External rotation Preop. 46° (-10°-90°)* 32(0°-30°)*
Postop. 71 (40°-80°)* 59° (30°-80°)*

External rotation Preop. 61(0°-90°) 52° (20°-80°)
At 90 abduction Postop. 79° (60°-90°) 78° (70°-90°)
Internal rotation Preop. LI (T4-buttock) L3 (T4-buttock)

Postop. T8 (T5-L2) * T10 (T7-L4) *

* p<0.05 between group with diabetes and group without diabetes
* ISWOS: impingement syndrome without stiffness
'ISWS: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0.05이하일 때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 과

강직군이 비강직군에 비하여 술 전의 통증이 심하였으며, 

ASES 점수도 나빴다(p〈0.05) (Table 2). 술 후 통증 및 

ASES 기능 평가는 양군에서 모두 향상되었다 

(p<0.05)(Table 2).
양군의 술 후 결과를 비교할 때 통증과 ASES 점수는 양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p〉0.05),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 

인 환자는 강직군에서 67% 이었으며, 비강직군에서80% 
이었다. 환자의 만족도는 강직군이 83%, 비강직군이 

93% 이었다(Table 2).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의 양호 이상은 강직군이 47%, 비 

강직군이 81%이었다. 강직군의 환자 7명 중 4명(57%) 
이, 비강직군의 환자 11명 중 9명(81%)이 수술에 만족하 

였다.

술 후 전방거상 및 90도 외전에서의 외회전, 내회전은 

강직군과 비강직군에 차이가 없었다. 외회전은 강직군에서 

작은 운동 범위를 보였다(p〈0.05)(Table 2).

고 찰

견갑부 통증의 흔한 원인은 극상근 건염 , 이두건염, 충돌 

증후군, 극상근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동결 견 등이며 동 

결 견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은 인구 비례로 2% 정도이나 

당뇨, 경추부 병변, 갑상선 비대증, 흉곽내 병변, 외상 등 

에 의해 증가한다. Neviaser'》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완 

골두 주위의 관절낭과 활액막에 병변이 있는 것이라 하였 

고, 제 1기는 충돌 증후군과 증상이 유사하다고 하였다'气 

Lundberg'"는 동결견을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나누어 특 

이한 원인 없이 운동장애가 온 경우는 원발성이고 상완견갑 

운동 사이 (humeroscapular motion interface)에 문제 

가 되어 오구견봉 궁(coracoacromial arch)의 하부■구조 

물과 삼각근 사이의 운동공간이 외상성 또는 수술 후 합병 

증으로 인해 심한 유착이 되는 경우를 이차성이라고 하였 

다. Nicholson15'^ 강직 견의 원인으로 수술 후, 특발성, 

외상후, 당뇨, 충돌증후군 등으로 나누면서 충돌 증후군에 

의하여 강직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創.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동결 견이 있을 때 일차성 동결견 

과 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Neer'》는 견 

봉하 주사요법으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동결 견은 관절와 

상완 관절의 동결견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충돌 증후 

군과 동반된 강직은 전방 거상, 내회전, 수평 내전(cross
body adduction)에 제한이 흔히 발생한다“'.

견관절 강직에 대한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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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요법3.6.73气 마취하 수동적 조작술".6.1g23>, 관절 팽창 

술气 관절막 유리술 財"加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Scarla가 Harryman19>ol 보고한 것처럼 증상 

이 6개월 이상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강직이 

있는 견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에 대하여 마취하 수동적 조 

작술을 시행하고 관절경을 통한 견봉 하면의 충돌 현상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였 

다. 이는 마취하 수동적 조작술 만을 시술할 때 남을 수 있 

는 충돌 증후군에 따른 통증을 제거하고자 함이었다 

4,15.18.22)

저자들은 모든 환자에서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지 않았 

지만 술 후 전방 거상과 내회전은 강직군과 비강직군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 볼 때 강직이 심한 충돌 증 

후군 환자는 Goldberg 등Q이 보고한 단계적 치료 중 완전 

관절낭 유리술(global capsular release)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직군의 외회전이 비강직군에 

비하여 감소 되어 있었으므로 Bennett11 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전근 간 유리술과 같은 외회전을 증가시키는 술식이 

강직이 있는 충돌 증후군 환자의 수술에 추가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과 동반된 강직견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것은 

여러 저자에 의하여 보고 되었다저자들의 결과도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치료 결과가 나빴으며 만족도 

도 떨어졌다(Table 2). 하지만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으 

로 나누었을 때 술후 통증이나 ASES 점수는 양군에서 차 

이 없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3). 이로 

볼 때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견관절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충돌 증후군이나 다른 진단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 

고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결 론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군에서 견봉하 감압술과 

수동적 조작술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할 때 통증 감소 및 

환자의 만족도와 외회전를 제외한 관절 운동 범위 증가는 

강직이 없는 충돌 증후군 환자와 유사하게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당뇨와 강직이 동반된 충돌 증후군은 술후 치 

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므로 수술여부에 신중을 기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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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적: 강직이 동반된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고 강직이 없는 충돌 증후군 환자의 

치료 결과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강직을 동반하지 않은 충돌 증후군 76 례와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군 24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은 강직이 없는 충돌 증후군은 견봉하 감압술 및 점액낭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강직이 있는 경 

우는 수동적 조작술을 추가하였다. 추시기간은 평균 32개월 이었다.

결과: 강직군이 비강직군에 비하여 술 전의 통증이 심하였으며,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의 기 

능 점수（ASES 점수）도 나빴다（p〈0.05）. 술 후 통증 및 ASES 기능 평가는 양군에서 모두 향상되었다（p〈0.05）. 양 

군의 술 후 결과를 비교할 때 통증과 ASES 점수는 양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p〉0.05）, 양호이상의 결과는 강직군 

에서 67% 였으며, 비강직군에서80% 이었다. 만족도는 강직군은 83%, 비강직군은 93% 이었다.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의 만족군는 강직군이 47%, 비강직군이 81%이었다. 강직군의 환자 7명중 4명（57%）이, 비강직군의 환자 11 
명중 9명（81%）이 수술에 만족하였다. 술 후 전방거상 및 90도 외전에서의 외회전, 내회전은 강직군과 비강직군에 

차이가 없었다. 외회전은 강직군에서 적은 운동 범위를 보였다（p〈0.05）.
결론: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군에서 견봉하 감압술과 수동적 조작술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할 때 통증 감 

소 및 환자의 만족도, 외회전를 제외한 관절 운동 범위 증가는 강직이 없는 충돌 증후군 환자와 유사하게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당뇨와 강직이 동반된 충돌 증후군은 술후 치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므로 수술여부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색인 단어: 견관절, 충돌 증후군, 강직, 견봉하 감압술, 수동적 조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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