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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충돌 증후군에서 초음파하 견봉하 점액낭내 스테로이드 국소 주
사의 임상적 결과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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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1972년 Neer11)에 의해 널

리 알려 졌으며, 견봉 전하면, 견봉 쇄골관절, 오구

견봉인 로 이루어지는 오구견봉궁과 상완 골두사

이를 지나는 연부 조직에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회전

근 개에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군으로 견관절 동통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치료 방법으

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부분의

경우 충돌 증후군은 보존적 치료로 잘 치료되며 이

중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는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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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trospectively studied the outcomes of the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for the treatment of the
ultrasound-guided subacromial bursal steroid injection.
Materials and Methods: Sixty-six shoulders of sixty-two patients with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treated from
March, 2006 to April, 2009 were involved in this study. All cases underwent standardized, nonoperative treatment pro-
tocol consisting of 5~12 MHz high resolution ultrasound-guided local steroid injection into the subacromial bursa in
modified Crass position. The shoulder range of motion, VAS score and impingement signs were evaluated during the
initial and 1year visits. After injection, shoulder elevation exercise was encouraged. Statistical analysis with ANOVA
model and Tukey’s post-hoc test with the significance level at 5% were performed using SAS program.
Results: All cases showed improved range of motion without limitation of shoulder function at immediate post-injec-
tion, 6-week, 3-month and 1year visits. The average VAS score at one year follow-up decreased to 2.85 from 6.47
before injection. In all cases the impingement signs became negative immediate after injection. However, 6 cases
showed positive impingement signs after 6-week, which became negative after reinjection. The range of motion and
VAS score were improved at one-year follow-up compared to initial visit (p<0.0001). No complication was noted at all
follow-up period.
Conclusion: Ultrasound-guided subacromial steroid injection alleviated the need of surgery, because it was success-
ful in all our cases to improve pain and function of the shoulders until one year follow-u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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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저자들에 의해 국

소 주사에 의한 합병증으로 건파열, 피하지방의 위

축, 감염, 회전근개 봉합시 문제점1-3,12)과 부정확한

주사에 의한 통증 감소 실패9)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점액낭내 스

테로이드 국소주사의 임상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

석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2006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만성 견관절통

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이

환 기간을 가지고 이학적 검사상 명확한 압통점이

존재하며 상완 거상 시 70�~ 120�10) 에서 동통을

호소하고 Neer/Hawkins 및 외전-내회전 충돌 검

사상 양성을 보이며 전에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투여한 병력이 없는 견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 62명

66예를 상으로 하 다. 평균 연령은 55.6세 고

남자가 18명 여자는 44명이었으며, 우측 38예, 좌

측 28예 고, 최소 1년 이상 추시 되었다. 시술 전

이학적 검사와 supraspinatus outlet view를 포함

한 단순 방사선 촬 과 초음파 촬 을 시행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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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is clinical photo shows pre-injection preparation and patient’s position (modified Crass position). (B)
The positioning of the transducer and injection site, respectively. (C) Real-time ultrasound guidance. (D)
The static ultrasound image demonstrating proper placement of the needle within the subacromial bu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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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절조

자기공명촬 (MRA)을 하 고, 파열이 있는 경우

는 연구 상에서 제외 시켰다. 이학적 검사상 불안

정성이 있거나, 환측 견관절에 수술적 가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 석회화 건염을 포함한 명백한 일

차 요인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최초 방문 시 1회 주사를 원칙으로 하 고 6주 후

재평가하여 주사 유무를 결정 하 다. 66예의 모든

환자에 하여 2% Lidocaine 1 cc와 Depomedrol

40 mg 1 cc를 혼합하여 견관절을 내회전하여 결

절이 견봉 앞쪽으로 위치하게 하고(modified

Crass position) 견봉하 점액낭의 전방부에 5~12

MHz 고해상도 선형 탐촉자를 위치 시켜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확한 부위를 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

에 국소 주사를 시행하 다(Fig. 1). 투여 시 모든

환자에게 회전근 개 파열의 가능성을 설명 하 고 4

주까지는 심한 물건 들어 올리기와 머리위로 들기를

피할 것을 권장하 다. 주사 후 견관절 거상운동

(shoulder elevation exercise)(Fig. 2)을 시행 하

다.

평가 방법은 주사 직 후(5분 이내), 6주, 3개월,

12개월을 기점으로 견관절 운동범위, 동통 VAS 점

수 및 Neer/Hawkins 및 외전 내회전 충돌검사 등

의 충돌 징후를 비교하 다. 통계학적 검정은 SAS

를 이용하여 ANOVA와 Tukey’s post-hoc test로

유의성을 조사하 으며, 유의 수준은 5%로 하 다.

결 과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시행 후 견관절의 운동 범위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평가 하 고, 시술 전 평균 외전 150도, 굴곡 170

도, 외회전 50도, 내회전은 평균 제 3요추의 극돌기

이었고, 시술 직 후 평균 외전 168도, 굴곡 170도,

외회전 60도, 내회전 제 12흉추의 극돌기로 회복되

어, 전체 견관절 66예에서 아무도 수술을 시행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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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icacy of US-Guided Subacromial Bursal Steroid Injection.

VAS-pre VAS-immed VAS-6 wks VAS-3 mo VAS-1 yr P-value�

Total 6.47±2.03 3.50±2.561 2.78±1.951,2 2.83±1.931,2 2.85±1.891,2 <.0001
Male 6.83±1.98 3.83±2.751 2.96±1.581 3.06±1.631 3.22±1.831 <.0001
Female 6.33±2.06 3.38±2.501 2.69±1.881 2.75±2.051 2.71±1.911 <.0001
P-value* 0.3775 0.5206 0.5862 0.5716 0.3294

*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by t test
� By repeated measures ANOVA.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sex and time.

1 P<0.05 compared to VAS-pre by Tukey’s post-hoc test
2 P<0.05 compared to VAS-immed by Tukey’s post-hoc test

Fig. 2. (A) Shoulder elevation exercise showing backward and elevation position of both shoulder maintaining for 6
seconds, (B) and backward and drop position of both shoulder maintaining for 6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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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시술 6주, 3개월째, 1년째에는 거의 정상

범위의 제한 없는 견관절 운동기능을 회복하 다.

동통의 평가는 VAS 점수에 따라 시술 전 평균

6.47(2-10)점이었고, 시술 직후 3.50(0-10)점

으로 향상되었으며, 6주 째는 평균 2.78(0-10), 3

개월 째는 평균 2.83(0-10), 1년째는 평균

2.85(0-10)으로 시술전과 비교하여 향상된 임상

결과를 보 다(p<0.0001). 남녀간에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첫 외래 방문 후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 받고 1회 주사 직 후에는 66예

모두에서 충돌 징후가 사라졌으나, 6주 후 6예에서

충돌 징후가 다시 나타나 초음파하 견봉하 스테로이

드 재주사 후 모든 예에서 다음 외래 추시 관찰 시

충돌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또한 주사

후 외래 추시 시기에 따른 동통 VAS 점수에서도 유

의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1년 이상 추시된

66예 전예에서 치료하기 전보다 동통이 호전되었다

고 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가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을 받았던 환자 중 1회 주사 후 계속되는

동통과 충돌 징후가 양성이었던 6예의 환자가 관절

조 자기공명 상(MRA)을 시행하 으나 파열은

한 예도 없었다. 1예에서 경미한 회전근 개의 부분

파열이 있었으나 스테로이드 주사와의 연관성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찰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정형외과 의사나 일차 진

료 의료인에 의해 흔히 진단되는 질환이다. 원인으

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근력 약화, 견관절의 과사용, 회전

근 개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견

관절의 불안정성,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견봉 골

(Os acromiale), 오구 견봉 인 충돌, 오구 돌기

충돌, 후상방 관절와 충돌 등이 있다. 임상적으로 견

관절의 측부 위로 통증 및 동통이 보고되는 질환으

로 Neer10)는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을 그 진행 정도

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 는데 첫 단계는 보통

25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과도하

게 견관절을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발

생할 수 있다고 하 으며, 병리학적으로 점액낭의

부종과 충혈 등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상

태가 치료되지 않고 지속될 때 점액낭이 비후되고

섬유화되며 회전근 개에 건염을 초래하며, 결국 40

세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회전근 개의 파열을 초

래하여 견관절의 운동 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 다. 스테로이드의 국소 주입은 이러한 염증 반

응으로 인한 동통의 감소와 치유 과정의 촉진의 관

점에서 1953년 Hollander8)가 류마토이드 관절염

에서 관절내 주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형외과

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정상 조직의 복원을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 과사용 증후군, 골

낭종, 신경압박 등에 사용되나 류마토이드 관절염

이외의 질환에서는 절 적인 적응증이 될 만한 연구

자료가 극소수이다4,5,7).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시 안

정과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치

료가 가능하며 스테로이드의 견봉하 주사는 증상 완

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6) Ford와

Debender3)는 건주변 스테로이드 주사가 회전근 개

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 고, 이는 국소 주사

후 2주까지 콜라겐 괴사로 인한 정상 건의 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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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ses showing positive impingement sign after US-guided subacromial bursal steroid injection

Initial visit Immediate injection 6 Weeks 3 Months 12 Months

Impingement sign (cases) 66 0 6 0 0

Table 3. Vas scores at OPD follow-up

VAS-immed VAS-6 wks VAS-3 mo VAS-1 yr

VAS-immed 0.802* 0.770** 0.618***
VAS-6 wks 0.842** 0.825***
VAS-3 mo 0.859***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1, **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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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하 다. 또한 Watson12)은 회전근 개의

수술 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기왕력을 가진 환자

들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회전근 개의 질이 좋지 않

으며 수술 결과도 나쁨을 지적하 다. 이에 저자들

은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파열이 있는 환

자에 하여는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 고 국소 주입을 받은 환자에 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하도록 권고하 다. 그러나 스

테로이드가 정확하게 점액낭내에 주입될 수 있다면

회전근 개에 미치는 향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 으

며, 초음파 감시하 주사는 정확한 점액낭내 주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 다.

Blair 등2)은 견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 40명을

상으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에 한 연구에서 스테

로이드군 19명 중 3명과 조군 21명 중 15명이

중등도 이상의 동통이 잔존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으나 30주 이상 경과된 경우 충돌 증상이 잔존하는

지 알 수 없다고 하 다. 저자들 역시 3개월 추시에

서 임상 결과의 호전을 확인하 으나 1년 이상 추시

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의 장기 치료 효과에 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견봉

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의 위치에 한 정확성은

Kang 등9)에 의한 연구에서 55명의 견관절 충돌증

후군 환자를 상으로 하여 정확한 주사 위치에 주

입한 39명중 35명에서(90%) 주사 후 수분 내에 즉

각적인 동통 완화를 보 지만 부정확한 위치에 주사

한 16명에서는 단지 9명만이(56%) 주사 후 수분

내에 동통 완화를 보 다. 이에 저자들은 정확한 스

테로이드 국소 주사가 환자의 동통 완화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려 하 다. 결론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는 초음파를 이

용하지 않고 직접 병변 부위에 주사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며 훨씬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결 론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부분 보존적 치료가 가능

하며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적절한 적응증을 바탕

으로 동통의 해소 및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는 초음파를 이

용하지 않는 국소 주사보다 그 정확성이 더욱 뛰어

나며 동시에 충돌 증후군 이외의 회전근 개 파열 등

을 역동적인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결론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스테로

이드 국소 주사는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효과적이며

유용한 보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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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서 초음파 상을 이용한 견봉하 점액낭내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의 임상적 결과를 후향적으

로 알아보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6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치료 받은 62명 66예의 견관절을 상으로

하 다. 견관절 내회전으로 견봉하 점액낭을 앞쪽으로 위치하게 하는 변형 크라스 자세를 취하고 5~12 MHz 고해상도

초음파 상 감시하에 스테로이드를 점액낭내에 정확하게 주사 하 다. 주사 전과 후 1년 간의 임상적 결과를 평가 하

다. 주사 후 견관절 거상운동(shoulder elevation exercise)을 시행하 다. 1년 간 견관절의 운동범위와 동통 VAS 점

수를 측정하 고 Neer/Hawkins 및 외전 내회전 충돌검사 등의 충돌 징후 검사를 하 다. 통계학적 검정은 SAS를 이

용하여 ANOVA와 Tukey’s post-hoc test로 유의성을 조사하 으며 유의 수준은 5%로 하 다.

결과: 시술 직 후, 6주, 3개월, 1년 후에 전 예에서 제한 없는 견관절 운동 범위를 나타내었다. VAS 점수는 시술 전 평

균 6.47(2-10)점이, 시술 직 후 3.50(0-7)점으로 향상되었고, 6주째 평균 2.78(0-6), 3개월째 평균 2.83(0-6), 1년째

는 평균 2.85(0-6)으로 시술 전 보다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p<0.0001). 1회 주사 직 후 전예에서 충돌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6주 후 6예에서 다시 나타났으나 재주사 후 모두 사라졌다. 치료 초기와 1년 후 견관절 운동 범위, VAS 점수

및 충돌 징후 검사에서 임상적 결과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초음파를 이용한 견봉하 점액낭내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한 모든 환자가 1년 추시 관찰한 결과 임상 증상이 호전

되어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견관절 충돌 증후군, 초음파, 견봉하 점액낭내 스테로이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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