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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roup exercise, manual therapy, and a home exercise program on VAS 
(visual analogue scale), ROM (range of motion) of shoulder, and functional outcome in adhesive capsuliti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45 patients. Al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3 groups: group exercise (n=15), manual 
therapy (n=15), home exercise (n=15). The subjects performed an intervention program 3 times a week for 4 weeks a total of 12 times. 
Outcome measurements were VAS, ROM, and Constant-Murley score outcome measures. Measurements were taken four times, at base-
line, 4 weeks later, 8 weeks later, and 12 weeks later. 
Results: VAS, ROM of the shoulder, and functional outcomes showed improvement in all groups at the final follow-up (p<0.05). VAS 
and ROM showed greater improvement with group exercise and manual therapy than home exercis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0.05). Functional outcomes show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group exercise at the final fol-
low-up. This improvement was greater than with manual therapy or home exercise (p<0.05). 
Conclusion: Group exercise and manual therapy were more effective for improving pain, ROM, and function than home exercise in ad-
hesive capsulitis. In particular, group exercise is more effective in functional recovery than other physiotherapy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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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착성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어깨관절의 내재적 질환 없이 

통증과 능동적 및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을 보이는 질환1으

로,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가 치유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유착성관절낭염 환자의 40%가 

지속적인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11%는 영구적인 어

깨 기능장애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3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착성관절낭염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기본 물리치료(therapeutic modali-

ties)와 운동치료, 약물 및 주사치료4, 수압팽창술5, 마취하 도수조작6

과 같은 보존적 요법이 유착성관절낭염 치료의 주 원칙으로 통용되

고 있지만7, 환자가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 체계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는 수술

적 접근이 고려되기도 한다.8 그러나, 질병의 자연경과를 두고 보았을 

때 수술적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증상 발현기간과 통증 양

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의 선택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9 

유착성관절낭염의 물리치료 중재방법으로 기본 물리치료와 도수

치료 그리고 능동 및 수동적 운동치료 등이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치료 방법의 선택과 적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

다.10,11 유착성관절낭염의 주요 증상인 통증을 경감하고 관절 강직

(joint stiffness)에 따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능동적인 의지가 

예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물리치료 중재방안으로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 임상지침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으나, 유착성관절낭염 물리치료의 표준 지침에 대한 근거가 부족

하다.12 유착성관절낭염의 임상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증

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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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향이 수동적인 방법보다 능동

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13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임상지침을 근거로, 유착

성관절낭염 물리치료 중재방법으로 임상에서 주로 적용되는 능동적

인 그룹운동과 치료사의 수동적인 도수치료,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통증과, 견관절의 관절가동범위, 견관절 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유착성관절낭염 치료에 유용한 임상적 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3가지 주요 물리치료 중재방법에 대한 치료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해 무작위 통제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J도에 소재하

고 있는 관절전문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로 

하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2014-12-019-003)의 심의를 거

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 제반절차에 따른 주의

할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에 동

의하고 서명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유착성관절낭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적합 기준과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

다. 적합 기준으로 어깨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와 통증이 자연 발생한 

경우, 방사선(X-ray)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정상측 외회전 및 내

회전 범위의 50% 미만 제한 등의 유착성관절낭염의 전형적인 특징으

로 정하였다.14 또한, 유착성관절낭염의 초기 “통증 우세”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증상을 지속하는 대

상자들로 하였다. 제외 기준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손상 측 어깨에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손상 측 어깨에 회전근개 손상, 골

절, 수술을 받은 경우, 경추 질환이 명백하거나 전신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약물을 제외하고 실험기간 동

안 다른 보조적 치료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각 치료군의 대상

자들이 일주일 이상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험

에서 제외하였다. 

유착성관절낭염 진단을 받은 60명의 환자가 최종 모집되었으며, 이

들 가운데 2명은 일차성 유착성관절낭염의 적합 기준에 맞지 않았

고, 2명은 참여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 전체 56명의 대상자를 세 군의 

물리치료 중재군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11명의 탈락자가 발생되어 최종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5명이었다.

2. 실험방법

본 연구는 2015년 2월 17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여 2주간의 예

비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 절차와 문제점을 수정 보완 후 2015년 3월

부터 5월까지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

들은 무작위로 세 군의 물리치료 중재군(그룹운동군, 도수치료군, 가

정운동군)에 할당되었다. 그룹운동군은 기본 물리치료와 그룹운동

(짐볼운동, 스톨바 운동, 견갑골설정운동, 흉추가동화운동, 견관절안

정화운동)을 주 3회, 각 운동별로 5분씩 시행하였다. 도수치료군은 

기본 물리치료와 주요 도수치료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기능적 마사

지와 신장운동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대원근, 대흉근 

및 승모근 상부섬유에 통증감소와 조직 이완시까지 적용하였고, 관

절가동화기법은 관절와상완관절에 하방 및 후방활주, 외측견인을 

적용하고, 흉추에는 굴곡 및 신전가동화운동을 시행하였다. 그룹운

동군과 가정운동군은 어깨 재활운동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치료사 3

명이 교대로 운동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였고, 도수치료군은 10년 이

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정형도수치료사가 전담하였다. 치료는 일주일

에 3회씩 4주 동안 총 12회 시행하였으며, 이후부터 모든 군은 가정운

동 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과 실험 후 4주, 8주, 12주 

각 시기별로 임상적 결과를 측정하였다.

3. 측정도구

1) 통증 척도

통증 척도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s)를 이용하여 측정 

시기별로 평가하였다. 시각적 상사척도 평가에서 최고치를 10, 최소

치를 0으로 하였다.15

2) 견관절 가동범위

관절운동 범위는 표준화된 검사 방법으로 측각기(Goniometer)를 이

용하여 바로선자세에서 능동 전방굴곡과 옆으로 누운자세에서 능

동 외회전, 능동 내회전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4 모든 관절운동범

위는 총 3번을 반복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을 구해 평가하였다.

3) The Constant-Murley (Constant) score

Constant score 는 어깨 질환에 대한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 및 재현성을 보여준

다.16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를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측정하며, 

일상활동, 관절운동범위, 통증 및 근력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수 변화의 판정 기준은 약 15점으로 정하

고 있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PASW 18.0 Windows 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정규성 분포는 Shapiro-Wilk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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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χ2 검정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각 물리치료 중재

방법들의 치료 효과 및 시기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측

정 이요인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각 물리치료 중재군에 유의한 주 효과에 대하여 Bonferroni 검정

법으로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검정에서 통계학적 유의수준 α

=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45명이 참가하였다. 그룹운동군은 14명(남성 4명, 여성 

10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1.1 ± 6.8세, 증상 지속기간은 6.2 ± 2.1개

월, 우세팔에 85.7%가 이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수치료군은 16명(남

성 5명, 여성 11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1.1± 6.5세, 증상 지속기간은 

6.3 ± 2.1개월, 우세팔에 75%가 이환되었다. 가정운동군은 15명(남성 5

명, 여성 10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3.7± 4.7세, 증상 지속기간은 5.7

± 2.1개월, 우세팔에 73.3%가 이환되었다. 각 군 간 성별 분포, 평균 나

이, 증상 지속기간, 우세 측 어깨 관련 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2. 통증

통증 척도를 나타내는 VAS score 는 최종 12주 추시 결과에서 세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치료 후 4주부터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

군은 가정운동군보다 통증 척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최종 추

시 결과에서도 가정운동군은 2.40 ± 0.63, 그룹운동군은 1.79 ± 0.42, 

도수치료군은 1.69 ± 0.47으로 나타나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최종 추시 결과에서 두 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999) (Table 1).

3. 견관절 가동범위

어깨 전방굴곡 각도는 최종 12주 추시 결과에서 세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치료 후 4주부터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가정운동

군과 비교하여 어깨 전방굴곡 각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p < 0.05). 

그러나, 최종 추시 결과에서 그룹운동군은 162.1± 9.3, 도수치료군은 

158.7± 7.1, 가정운동군은 155.0 ± 9.8 으로 나타나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104) (Table 2).

어깨 외회전 각도는 최종 12주 추시 결과에서 세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치료 후 4주부터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가정운동

군과 비교하여 어깨 외회전 각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최종 추

시 결과에서도 그룹운동군은 53.9 ± 7.1, 도수치료군은 52.5 ± 7.3, 가정

Table 1.�VAS�score�for�each�intervention�group�over�time� � � � � � �

Group Initial 4�weeks 8�weeks 12�weeks Time�effects�p* Group�effects�p† Time�&�group�p‡

GE 6.93±1.20 2.64±0.92 2.07±0.47 1.79±0.42 <0.001 <0.001 <0.001

MT 7.13±0.80 2.56±1.50 1.94±0.68 1.69±0.47 <0.001

HE 6.93±1.38 4.60±1.05 3.93±0.79 2.40±0.63 <0.001

Values�are�Mean±SD�or�as�otherwise�indicated.� � � � � � �
GE:�group�exercise,�MT:�manual�therapy,�HE:�home�exercise.�� � � � � �
*p-values�for�with-i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p-values�for�betwee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p-values�for�time�and�group�interactions.� � � � � � �

Table 2.�Range�of�Motion�for�each�intervention�group�over�time�� � � � � � �

Group Initial 4�weeks 8�weeks 12�weeks Time�effects�p* Group�effects�P† Time�&�group�p‡

FF GE 92.5±16.6 140.0±17.4 152.8±12.5 162.1±9.3 <0.001 <0.05 <0.001

MT 100.6±14.1 138.4±14.6 150.3±12.4 158.7±7.1 <0.001

HE 96.6±13.1 115.3±12.4 133.0±11.6 155.0±9.8 <0.001

ER GE 16.1±4.4 45.0±10.1 47.8±8.0 53.9±7.1 <0.001 <0.001 <0.001

MT 16.5±5.0 45.6±10.7 47.8±8.1 52.5±7.3 <0.001

HE 18.0±6.4 26.0±8.0 30.6±7.5 39.0±7.1 <0.001

IR GE 12.0±1.7 15.3±0.9 15.8±1.2 17.2±0.9 <0.001 <0.001 <0.001

MT 11.3±1.1 14.8±1.5 16.0±0.7 17.7±0.8 <0.001

HE 11.8±1.2 12.7±1.8 13.6±1.8 14.8±1.3 <0.001

Values�are�Mean±SD�or�as�otherwise�indicated.� � � � � � � �
GE:�group�exercise,�MT:�manual�therapy,�HE:�home�exercise,�FF:�forward�flexion:�ER:�external�rotation,�IR:�internal�rotation�� � � �
*p�values�for�with-i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
†p�values�for�betwee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
‡p�values�for�time�and�group�interaction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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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군은 39.0 ± 7.1로 나타나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그

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최종 추시 결과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999)(Table 2).

어깨 내회전 각도는 최종 12주 추시 결과에서 세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치료 후 4주부터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가정운동

군과 비교하여 어깨 내회전 각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최종 추

시 결과에서도 그룹운동군은 17.2 ± 0.9, 도수치료군은 17.7± 0.8, 가정

운동군은 14.8± 1.3으로 나타나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최종 추시 결과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 = 0.999) (Table 2).

4. Constant-Murley (constant) score 결과

어깨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constant 점수는 최종 12주 추시 결과

에서 세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가정운동군과 비교하여 치료 후 4주부터 constant 점수가 더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최종 추시 결과에서도 그룹운동군은 83.7± 9.8, 도수치

료군은 75.0 ± 8.2, 가정운동군은 57.7± 7.1로 나타나 군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5).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모두 치료 후 빠른 

constant 점수의 향상을 나타냈지만, 최종 추시 결과에서는 두 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3)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유착성관절낭염 치료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그룹운동치

료, 도수치료, 자가운동치료 중재방법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룹운동군은 열, 전기치료를 포함하는 기본 물리치료와 자가 운동

치료를, 도수치료군은 기본 물리치료와 선택적 도수치료를, 가정운

동군은 기본 물리치료와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각각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은 가정운동군과 비교하여 

치료 후 4주부터 빠른 통증 감소, 어깨 관절운동범위의 향상, 기능적 

상태의 회복을 보였다. 최종 12주 추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과의 비교에서는 통증 척도와 관

절운동범위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어깨의 기능적 상

태를 평가하는 constant 점수는 그룹운동군에서 도수치료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이 가정운동군보다 빠른 통증 감소, 관

절가동범위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의 비교

에서는 치료 후 시기별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착

성관절낭염 환자의 통증 경감과 관절운동범위 회복을 위해서는 초

기에 적극적인 치료 방법의 선택과 치료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중

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그

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의 통증, 관절가동범위의 빠른 회복은 지속

적인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이 유착된 관절낭에 역학적, 신경생리학

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절 운동은 연골 기질과 활액 사이에 

흐름을 증가시키고, 유착된 관절 조직의 유리화 및 관절낭 교원섬유

의 재배열과 같은 역학적 변화를 통해 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18 Leung 등19은 유착성관절낭염 환자 30명을 대상

으로 4주간 기본 물리치료와 신장운동을 적용하여 유의한 통증 감

소와 관절가동범위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기본 물리치료 및 도수치

료를 포함한 운동치료는 마취하 도수교정이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와 같은 보다 침습적인 유착성관절낭염 치료와 비교 연구에서도 유

사한 임상적 결과를 보여 물리치료 중재방법들의 치료 효과를 지지

하고 있다.20 그러나 유착성관절낭염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기본 물리

치료를 포함한 가정운동과 항염증성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10년 간 

장기 추시한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없이 일상 활동에 복귀하였다고 하였다.16 본 연구와 다르게 가

정운동이 임상적 효과를 나타낸 선행 연구의 결과는 6개월에서 2년

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진 유착성관절낭염

의 자연 경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 추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기능적 평가에서 그룹운동군은 빠른 기능 회복을 

보였으며, 최종 추시 결과에서도 도수치료군과 가정운동군에 비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그룹운동은 재활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서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군이 모여 유착성관절낭염 

Table 3.�Constant-Murley�Score�for�each�intervention�group�over�time� � � � � � �

Group Initial 4�weeks 8�weeks 12�weeks Time�effects�p* Group�effects�p† Time�&�group�p‡

GE 39.7±4.8 71.2±10.1 78.4±10.3 83.7±9.8 <0.001 <0.001 <0.001

MT 37.2±9.9 67.2±11.5 71.1±8.7 75.0±8.2 <0.001

HE 38.6±7.2 47.5±8.0 53.3±6.1 57.7±7.1 <0.001

Values�are�Mean±SD�or�as�otherwise�indicated.� � � � � �
GE:�group�exercises,�MT:�manual�therapy,�HE,�home�exercises.� � � � � � �
*p-values�for�with-i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p-values�for�between-group�comparisons�at�different�evaluation�times.� � � � � � �
‡p-values�for�time�and�group�interaction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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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운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운동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

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동료의식을 고취시켜 재활운동을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유발하게 된다.21 환자들은 그룹운동

을 통해 유착성관절낭염의 임상 증상을 스스로 조절하며, 지속되는 

통증과 기능제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룹운

동은 유착성관절낭염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의료시설 이용

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인 증상 조절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판단된다. 

견관절에 적용된 안정화 운동방법들은 근활성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기능적 향상을 가져온다.22,23 그룹운동을 적용하여 만성 요통환

자를 대상으로 그룹운동을 시행한 결과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기본 물리치료의 횟수를 감소시켜 치료 비용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24 

본 연구에서 그룹운동군과 도수치료군에서 가정운동군과 비교하

여 빠른 치료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제한점으로 비교적 짧은 추시 

기간와 작은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단일 의료 기관에서 수행된 무

작위 실험 연구이므로 유착성관절낭염 전체 환자에게 일반화 하기

는 어렵다. 앞으로 유착성관절낭염의 자연 경과에 따른 이환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장기 추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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