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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견 환자의 초음파치료 시 신장여부에 따른 
관절가동범위 회복과 통증감소 효과 벼교 

양회송 
순천청암대학 물리치료과 

Abstract 

Comparison of the Effect in ROM Increase and Pain Reduction 
on Stretching During Ultrasound Treatment in Patients 

With Frozen Shoulder 

Yang Hoe-song, M.Sc., P.T. 
Dept. of Physical Therapy, Suncheon-Chongam College 

A single subject experimenta1 design (altemating treatment design) was used to 
compare the effects of only ultrasound and ultrasound combined with stretching of the 
joint capsule on the ROM increase and pain reduction in patients with frozen 
shoulder. Two subjects were included in each group. In the only ultrasound treatment 
sessions, ultrasound was applied at the pain point of the shoulder joint in supine 
position. In the ultrasound combined with stretching treatment sessions, ultrasound 
was applied at the pain point of the shoulder joint positioned in extemal rotation and 
abduction in sitting position. Only ultrasound treatment and ultrasound combined with 
stretching treatment were altemately performed on each patient. Pain and disability 
was measured by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 and range of motion 
(ROM) was measured by scratch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ltrasound combined with stretching treatment were more effective than only 
ultrasound treatment in ROM increase and pain reduction. However, disability sco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Key W ords: Frozen sho띠der; Scratch test;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lndex (SPADI). 

1 . 셔론 

동결견은 관절낭의 제한으로 인한 견갑상 

완관절 경직 (glenohumeral stiffness)으로 정 

의되고， 유착성 관절낭염 (a빼lesive capsulitis), 

관절주위염 (periarthitis) , 통증성 어깨와 경직 

성 어깨 (painful and stiff shoulder) , 관절상완 

관절 주위 염 (scapulohumeral perai따thrits) , 위 

팔두갈래근 건초염 (bicipital tenosynovitis) , 
삼각근하 활액낭염 (subdeltoid bursitis) 둥으 

로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다(Ca퍼iet， 1981). 동 

결견은 Nash와 Hazleman (1989)에 의해 원인 

을 알 수 없고 어깨관절의 능동， 수동운동 모 

두에서 고통스러우며 모든 방향에서 제한(특 

히 외회전)이 있는 일차 통결견과 임상적으로 

명확한 다른 장애나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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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동결견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동결견은 

50세 전 · 후에 호발하고， 일 반적 으로 남자보 

다 여자에 많으며， 34% 이상의 환자에서 5년 

내지 7년 사이에 반대측도 같은 증세가 나타 

난다. 이들은 어깨주변의 문제점으로 인한 통 

증도 함께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통중과 관철운동범위의 제한은 일 

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다(이임근， 1997; 이충휘， 1997). Alvemalm 동 

(1996)은 정상인의 근육， 관절 그리고 피부에 

는 감각올 위한 수용기가 있는데， 만약 어떤 

손상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운동감각에 영 

향을 주어 관절가동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동 

작의 제한으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 

리적인 문제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동 

결견에 대한 진단과 치료시기는 다른 합병증 

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동결견에 대한 

진단은 주로 관절가동역이나 통증에 대한 검 

사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진단에 따라 통증감소 

와 관절범위 회복에 대한 치료가 실시된다. 동 

결견의 일반적인 치료에는 예방교육， NSAIDS 

와 구강용 corticosteroids와 같은 다양한 약 

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증상이 심각하고 사 

라지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수술적 요법 둥 

이 있다(Pearsall과 Speer, 1998). 물리치료로 

는 열치료， 냉치료와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치료， 초음파치료 등의 전기치료를 적 

용한다. 또한 능동관절운동과 수동신장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이충휘， 1997). Lehmann 등 

(1970)은 열치료， 신장운동， 그리고 신장중에 

열치료를 적용하였는데 열치료 혹은 신장운 

동의 독립적인 적용은 짧아진 조직을 늘리지 

못한 반면， 신장과 열치료를 병행하였을 때는 

조직이 유의하게 늘어남을 보고하였다. 또 

Waπen(1976)은 선돼적으로 관절낭에 열과 

함께 중증정도의 지속적인 신장을 같이 적용 

했을 때 관절낭이 최대로 신장한다고 보고하 

였다. 초음파는 다른 치료도구보다 심부열을 

상승시 키 므로 통증감소에 효과적 이 고(Griffin， 

1966), 동결견은 관절낭 하부의 발병이 흔하 

며 그곳에 초음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완 

이 외전과 외회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 

사는 목적한 부위 관절낭의 신장과 함께 초음 

파를 적 용해 야 한다(Hugo， 1980). 그리 고 초 

음파 적용시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적용부위 조직의 신전성이 증가되어야 한 

다(Lehmann， 1990).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치료를 관절낭 신장 

과 병행할 때 통증과 불편함 정도 그리고 관 

절범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 

았다.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동결견으로 진단 받고 

순천 소재 병원에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험참여에 동의한 2인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가. 동결견에 의해 통증과 관절범위에 제 

한을 가지고 있는 환자 

나. 어깨관절을 수술한 경험이 없는 환자 

다. 어깨관절에 정형외과적 손상이 없는 환 

자 

라.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환자 

마.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 

치료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 

지 8회 실시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개별실험연구방법 (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교차연구설계 (alternating 

design)를 이용하였다. 치료기간 중 초음파치 

료와 관절낭 신장올 병행한 초음파치료를 격 

일로 적용하였고， 두 가지 방법을 각각 4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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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적용하였다. 측정은 치료직전， 치료직후 10 평가에 사용되는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분간의 휴식 기 간 후에 관절가동범 위 와 통증과 Index (SPADD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평 가 

불편함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은 치료 방법은 동통의 5가지 항목과 불편함의 8가지 

사에 의한 오차를 제외하기 위해 치료에 참여 항목에 대한 정도를 환자가 직접 표시하였고， 

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실험방법 

각 항목은 시 각 통중 척 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인용하였다. 측정방법은 10 cm 

의 수평선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수평선의 한 

쪽 끝은 통중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반대편 

가. 초음파 적용방법 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상태로 가정하 

초음파 적용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바로 여 자신의 통증정도를 수평선 위에 표시하도 

누운 자세에서 어깨관절올 신장하지 않고 통 록 하였다. 각 항목은 치료전과 치료가 끝나 

점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앉은 자세에 고 10분간의 휴식시간 후에 측정하였다. 동통 

서 어깨관절을 신장한 상태에서 통점에 적용 정도는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기록하였고， 불 

하는 방법이다. 어깨관절의 신장은 환자가 동 편함 정도는 환자가 집에서 기록하도록 하였 

통을 호소하기 바로 전까지 외 전과 외 회 전을 다. SPADI의 항목은 부록 1과 같고， 각 항목 

시행하였고， 자세유지를 위해 높낮이 조절이 에 대한 기록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가능한 받침대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적용시 

간은 5분， 적 용강도는 지 속적 으로 1.5 W/c며 4. 분석 방법 

적용면적은 27 mm로 하였다. 치료는 두 가지 분석을 위해서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를 격일로 적용하였고， 환자는 과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받던 물리치료를 그대로 받았다. 

m. 결과 
나. ROM 측정방법 

ROM은 동결견 환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어 1. 동결견 환자 1 

지는 scratch test 4가지 항목 중 환자가 가장 초음파 적용과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 

수행하기 힘든 어깨관절의 외전과 외회전 후 용 전과 후의 어깨관절의 외전과 외회전 후 

목 뒤 반대편 견갑골의 상극에 대기 (ROM1) 목 뒤 반대편 견갑골의 상극에 대기 (ROM1) 

와 내전과 내회전 후 둥 뒤 밑으로 반대편 견 를 비교하였다(그림 l}, 1차 검사에서 초음파 

갑골의 하극에 대기 (ROM2)로 측정하였다. 측 만을 적용했을 때 적용 전보다 2 mm 감소했 

정부위는 두 가지 항목에서 정해진 부위， 즉 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를 적용했을 때 

견갑골의 상극과 하극을 중심으로 각각 반경 적용전보다 7 mm 감소하였다. 4차 검사에서 

3 cm의 원으로 정하였다. 가운데 손가락 끝을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 적용 전보다 20 mm 

원에 대면 성공으로 간주하고， 이때의 거리는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를 적용 

o mm로 표기하였고， 3 cm내에 다다르지 못한 했을 때 적용전보다 30 mm 감소하였다. 내전 

경우 이탈로 간주， 가운데 손가락 끝과 원사 과 내회전 후 동뒤 밑으로 반대편 견갑골의 

이의 거리를 mm 단위로 측정한다. 하극에 대기 (ROM2)를 비교하였다(그립 2). 1 

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는 치료 

다. 통증과 불편함 정도 측정방법 전 보다 4 mm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통증과 불편함의 정도는 어깨관절의 기능 초음파 적용했을 때는 적용전보다 8 mm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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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째관절 외전과 외회전 가동범위 검사(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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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깨관절의 내전과 내회전 가동범위 검사(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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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VAS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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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4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는 적용전보다 12 mm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올 때는 21.1 mm 감소 

하였다. 동결견 환자의 통증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SPADI 측정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1차 

2. 동결견 환자 2 
초음파 적용과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 

용 전과 후의 어깨관절의 외전과 외회전 후 

목 뒤 반대편 견갑골의 상극에 대기(ROMl) 

를 비교하였다(그림 4). 1차 검사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초음파만올 적용했올 때는 1.6 mm 만올 적용했을 때 적용 전보다 10 mm 감소했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를 적용 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을 때 

했을 때는 1.8 mm 감소하였다. 4차 검사에서 적용 전보다 25 mm 감소하였다.4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는 1.2 mm 감소했지만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 적용 전보다 4 mm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올 때는 4.6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 

mm 감소하였다. 동결견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올 때 적용 전보다 23 mm 감소하였다. 내전과 

의 어려움올 측정하기 위해 SPADI를 이용했 내회전 후 둥 뒤 밑으로 반대편 견갑골의 하 

지만 초음파만 적용했올 때와 신장된 자세에 극에 대기(ROM2)를 비교하였다(그림 5). 1차 

서 초음파 적용과는 가시적인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올 때는 치료 전 

지 않았다. 보다 8 mm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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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 어깨관절 외전과 외회전 가동범위 검사(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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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 어깨관절의 내전과 내회전 가동범위 검사(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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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적용했을 때는 적용 전보다 8 mm 

감소하였다.4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 

을 때는 적용 전보다 15 mm 감소했지만 신장 

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을 때는 23 mm 감 

소하였다. 동결견 환자의 통증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SPADI 측정결과는 그림 6과 같다. 

l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는 2 

mm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 

했을 때는 2.2 mm 감소하였다. 4차 검사에서 

초음파만을 적용했을 때는 3 mm 감소했지만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했을 때는 6 mm 

감소하였다. 동결견 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SPADI를 이용했지 

만 초음파만 적용했을 때와 신장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과는 가시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w. 고찰 

엄상에서 초음파는 동결견 환자의 통증완 

화와 관절가동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혼히 

사용되고 있다. 동결견 환자에게 열전기치료 

를 많이 시 행하고 있으며 표면열을 증가시키 

적 용방법 은 고정 치 료(stationary technique)와 

이동치료(stroking technique)로 나눌 수 있 

고， 고정 치 료(stationary technique)는 급격 한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조직내에서의 온도 조 

절이 어렵고， 공동현상(cativation)이나 hot 

spot을 유발하는 풍의 이 유로 잘 사용되 지 

않은 방법이다. 반면 이동치료(stroking 

technique)는 급격한 온도상승이 없어서 조직 

온도 상승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kottke와 Le미nann， 

1990). 초음파 치 료기 계는 주파수， 강도， 변환 

기의 면적， 치료대상， 부위의 면적， 매질의 두 

께， 연부조직의 두께， 그리고 치료방법 등에 

의 해 영 향을 받는다(kr없ner， 1984). Lehmann 

등(1970)은 초음파는 만성 동결견 환자에 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왜냐 

하면 선택적으로 온도상승을 일으켜 섬유질 

조직， 단축된 조직의 신장성을 증가시키기 때 

문이다. Nitz(1986)는 초음파가 관절낭과 관 

절구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동결견 환 

자는 관절낭 하부의 발병 이 흔하기 때문에 

그 곳에 초음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완이 

외전과 외회전이 되어야 하고， 초음파 적용 

는 것과 심부열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으며 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용부위 

심부열 치료도구 중에서 초음파는 동결견 환 의 신전성이 증가되어야 한다(Hugo， 1980; 

자에게 흔히 이용되고 있다. 임상에서 초음파 Lehmann, 1970). 본 연구에서도 동결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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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절가동역 증진과 통증감소를 위해 상완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는 

을 외전과 외회전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척용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4주간 동결견 환자에게 

신장 전 초음파 적용과 신장 중 초음파 적용 시 v. 결론 
통증， 관절가동역에서 증가하였다. Munting (1978) 

은 관절가동역운동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초음파를 병행했을 때 통증감소에 더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였다. Ginn 둥(1997)은 1달 동 

안 4-10번 물리치료 받는 군과 치료받지 않 

은 군 비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군에서 관 

절가동역， 근력， 기능적 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어깨관절 통증이 자연 치 

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깨관절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SPADI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여러 연구자들 

에 의 해 연구되 어 졌다(Roach， 1991; William, 

1995). SPADI는 자가진단설문지이며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통증과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활동이다. 환자가 모두 완성 

하는데는 5분에서 10분이 소요된다. 통증의 

항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적인 

활동은 일상생활동작에서 상지를 사용해서 

하는 동작의 불편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8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는 각 항목에 대해서 10 cm VAS 척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한다. 표시하기 어려울때 

는 통증은 “통증이 전혀 없다” 또는 “통증이 

아주 심하다”라고 하고， 기능적인 활동은 “어 

렵지 않다” 또는 도웅이 필요할 정도로 ”아 

주 어렵다“ 라고 말한다(He머d둥， 1997). 

Thistle(1969)은 어 깨 에 적 당한 초음파 강 

도는 .8- 1.5 W/c마이며， 적용시간은 5분이라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에 근거하여 

초음파 강도는 1.5 W/c마로 하였으며 적용시 

간은 5분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순천 소재 

의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연 

구조건에 충족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 

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에서 그 차이가 크지 

본 연구는 어깨관절의 관절낭과 관절내 구 

조를 신전시키기 위하여 상완올 외전과 외회 

전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적용했올 때 통증과 

관절가동역，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동결견을 가지고 있는 2명을 대 

상으로 4주간 신장 전 초음파 적용과 신장 

중 초음파 적용올 하여 통증과 관절가동역， 

일상생활동작올 조사했는데， 통증감소와 관절 

가동역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일상생활동작 

(SPADI)에서는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본 연구결과는 바로 누운자세에서 초음 

파 적용하는 것보다 환자가 가능한 범위내에 

서 관절낭이 신전된 자세에서 초음파 적용하 

는 것이 통증 감소와 관절가동역의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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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P ADI(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1) 통중의 정도: 당신의 통증은 얼마나 심하십니까? 

CD 하루 중 가장 심 할 때의 통중 정도 
@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의 통증 정도 

@ 아픈 쪽 팔로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향해 팔을 뻗을 때의 통증 정도 

@ 아픈 쪽 팔로 목 뒤를 만질 때의 통증 정도 

@ 아픈 쪽 팔로 벽올 밀 때의 통중 정도 

2) 불편함의 정도: 아래의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CD 머리 감올 때 불편한 정도 
@ 목욕 시 둥올 닦올 때 불편한 정도 

@ 러닝 셔츠나 스훼터를 업을 때 불편한 정도 

@ 앞쪽으로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바지를 입올 때 불편한 정도 

@ 높은 선반 위에 물건올 올릴 때 불편한 정도 

@ 약간 무거운(약 5 kg 정도 물건을 나를 때 불편한 정도 

@ 뒷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낼 때 불편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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