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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어깨 통증의 관리-임상적 특성과 보존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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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pain is a common problem in the elderly, which can frequently lead to disabilities. Adhesive capsulitis, rotator 
cuff disease, and osteoarthritis are main causes of shoulder pain in the elderly. Because the use of the upper extremity 
is especially pertinent to maintain independence in the elderly, proper management of shoulder pain is crucial to pre-
serve or restore functional independence by reducing the degree of pain as much as possible. Successful treatment 
of shoulder pain in the elderly depends on not only an accurate diagnosis of etiologies and appropriate treatments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but also understanding that the mechanisms of developing those diseas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degenerative changes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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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에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척추를 제외하

고) 유착성관절낭염(오십견), 회전근개 손상(건증 또는 파열), 

그리고 어깨를 침범하는 골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상완골 목(neck) 또는 대결절(great tuberosity)에 많이 발생하

는 골절, 어깨관절을 침범한 류마티스 관절염, 과도한 근긴장

과 통증 유발점을 특징으로 하는 근막통증, 저림 등을 유발하

는 말초신경의 포착 및 손상 등을 꼽을 수 있다1). 성남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코호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62.6%에서 상지 통증을, 45.5%는 어깨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 중장년기의 모든 근골격계 통증이 노년기에도 

이어질 수 있으나, 노인의 근골격계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특히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즉 생역학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 퇴행성 변화의 수준, 골다공증, 근육과 힘줄 

자체의 노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어깨 질환을 

다룬 논문은 매우 드물다. 각 질환을 모두 다룰 필요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접하게 되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 및 오십견, 그리고 어깨 골관절염에 대하여 진단 방법과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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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어깨 통증의 관리

1. 노인의 어깨 통증과 기능 장애

노령 인구에서의 어깨 통증은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25% 정도의 노인 인구에서 증상

과 장애를 초래한다3-5). 어깨 질환이 있는 노인을 3년 추적 

관찰한 한 연구에서 74%의 환자가 관절 범위의 제한이나 

동통성 궁(painful arc) 등의 신체 검진상 지속되는 징후를 가졌

으며, 21%에서 자기관리 장애, 27%에서 집안일 장애가 되는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움직임 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34%

였고, 치료를 받은 군과 치료를 받지 않은 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여 노인의 어깨 통증 만성화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 및 보건의료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 노인에

서 특히 지속되는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가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성 상지의 현저한 기능 손실

은 간단한 몸치장, 요리, 운전과 같은 일상생활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깨 통증이나 어깨 주변 근육의 근력 

약화가 있는 환자는 보행기와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7). 따라서 가능한 한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나, 노인에서 어깨 통증과 이로 인한 장애가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겨져 간과되거나, 참고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3,8). 그러나, 

고령이나 환자의 동반 질환들이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2. 어깨 통증에서 신체 검진 원칙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진단이 명확해야 한다. 진단

적 검사뿐만 아니라,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충실히 시행하

여 진단의 범위를 충분히 좁혀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상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신체 검진은 관절의 시진, 촉진, 관절 범위, 

근력 검사, 유발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시진

은 변형, 근위축, 부종 등의 유무 혹은 피부색 및 상태(texture)

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촉진은 견봉쇄골관절(acromiocla- 

vicular joint), 견봉(acromion)의 전방부(anterior edge) 근처의 

상완골, 이두구(bicipital groove), 전후 관절선(anterior and 

posterior joint line)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는 팔을 

스스로 전 범위에 걸쳐 움직이도록 하여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를 측정한다. 이 움직임은 외전(abduction)과 굴곡(flexion) 

두 경우에서 팔 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회전 동작(rota- 

tion)을 평가해야 한다. 능동적 움직임에서 제한이 있다면 

수동적 관절 움직임을 평가해야 한다. 능동 및 수동적 관절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면 동통성 관절 주위 상태(painful periar- 

ticular condition), 회전근개 파열(rotator cuff tear), 또는 신경

학적 결손을 의미한다. 게다가 견갑골의 위치를 포함하는 

어깨의 생역학(biomechanics)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어깨와 견갑골의 들어올림(hiking)은 종종 회전근개 대파열 

환자에서 관찰된다. 다음은 저항을 주면서 어깨 주변 주요 

근육들의 근력을 평가한다. 내회전 및 외회전은 팔을 몸통 

옆에 둘 때 가장 잘 시행할 수 있어 이들의 근력은 이 상태에서 

통증이 없이 평가할 수 있다. 외전에 저항을 가하는 것은 극상근

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3,9,10). 보존적 치료 방법은 

휴식과 활동 수정(activity modification), 냉찜질, 소염제, 스테

로이드 제제(glucocorticosteroid) 주입, 물리 치료, 재활 운동

을 포함한다. 치료는 각각의 질환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

3. 회 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회전근개 상태이

다. 파열의 깊이에 따라 부분 파열(partial thickness tear)과 

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로 구분하고, 파열의 크기에 따라,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뚜렷한 파열 

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퇴행성 건증(tendinosis), 염증성 건염

(tendinitis) 등의 다양한 회전근개 상태들도 주요한 어깨 통증

과 상기 기능 저하를 만드는 회전근개 손상이다11). 나이가 

들수록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2,13). 그 이유로 상지의 과사용이나 퇴행성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11), 흉곽에서 견갑골의 위치가 연령이 증가하면

서 상방으로 회전(upward rotation)하면서 동시에 상지 거상 

시 후방 기울기(posterior tilting)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생역학적 변화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14). 노인에서 회전근개 

질환의 문제는 일상활동과 기능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질병 상태(morbidity)와 기능 장애로 발현될 수 있다. 치료 

목적은 정상 어깨 기능과 운동 역학(biomechanics)을 회복하고 

기능적 능력을 호전시키는데 있다15). 회전근개 파열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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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omechanism for cuff tear arthropathy (A) and plain film X-rays of right shoulder joint illustrating cuff tear
arthropathy (B).

인 비수술적 치료는 보통 파열의 크기와 환자의 활동 수준과 

관계가 있다. 활동적일수록,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된다16). 만약 급성으로 발생한 회전근개 손상으

로 파열이라면, 초기에는 단기간의 항염증 약물 투여와 함께 

수 일간의 상대적인 휴식과 활동 수정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절 범위를 유지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

면, 내회전 및 외회전근과 견갑골 주위 근육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 

물리치료의 목표는 근력과 관절운동 범위, 고유수용 감각의 

호전을 통해 관절 복합체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로 회전근개 파열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면, 스테로이드 제제(glucocorticosteroid) 주사를 통해 관련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17). 그러나, 반복된 스테로이

드 주입이 건의 내부 구조성(integrity)를 약화시키므로, 이러

한 주사는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17-19). 환자가 한 번 

혹은 두 번 정확한 위치에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 방법이 고려되거나 혹은 진단이 적절한지

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손상 환자들에서 어깨의 장기간 부적절

한 사용, 과사용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를 유발할 정도의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휴식이나 활동 수정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령 인구에서 역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20). 회전근개 손상이 제대로 관리와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점차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서 손상된 회전근의 근위

축이 진행한다. 특히 극상근 파열이 가장 흔하므로 극상근의 

근위축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 경우 팔을 들어 올릴 때 대부분 

삼각근 수축에 의존, 상완와관절(glenohumeral movement) 운

동 초기에 상완골이 외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방으로 전위되면

서 관절내 손상과 관절염이 진행하는 회전근개 관절병증(rota- 

tor cuff arthropathy)을 초래하게 된다(Fig. 1)21,22). 특별한 

외상력,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면서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전근개 문제는 노인에서 잘 진단되지 못하고, 치료도 경시되

는 경향이 있다. 노인 인구에서 높은 유병률을 인지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기능적 능력과 독립성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23). 

4. 유착성 낭염(오십견)

어깨 통증은 종종 관절의 움직임 제한을 동반한다. 많은 

환자들이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뒷주머니에 물건을 넣거나 

뺄 때 어려움을 호소한다. 관절이나 뼈의 내재 질환이 없이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된 것을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오십견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관절 주위 병변(periarticular 

problem), 뇌졸중, 외상 등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고, 오랜 

기간의 부동(immobilization) 혹은 불용(disuse)으로 인하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발전하기도 하나, 정확한 원인과 시작에 

대해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다. 보통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은 

상완관절의 외전이나 전방굴곡 보다 회전에서 더 많이 발생한

다24-26). 임상 양상은 초기에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의 진행성 

소실로 나타나 2-6개월간 지속된다. 18개월 3년 내에 대부분



Eun Sil Koh and Jae-Young Lim: The Management of Shoulder Pain in the Elderly

4  J Korean Geriatr Soc 17(1) March 2013

의 환자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점차 전 가동 범위로 돌아오게 

된다. 3년 이상 지속되는 통증과 강직(stiffness)를 보이기도 

하나27,28), 주된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29).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 과정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팔을 움직

이지 않고 쉬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팔을 움직이는 

것이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항염증제 

혹은 진통제 투여 및 스트레칭 중심의 물리치료를 한다. 활동은 

손을 뻗어 도달하는 것이나 다른 일상활동에 필요한 정상적인 

형태로 팔을 움직이는 것을 시작하도록 한다.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팔을 전방굴곡, 수평 내전, 내회전, 외회전하도록 스트레칭

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건측의 팔은 환측의 팔을 돕는데 

사용한다. 유착 진행 과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운동들을 

낮 동안에 자주 수행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범위의 

스트레칭은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즉, 팔을 

관절 운동 범위의 끝(end range)까지 움직여서 이 범위를 조금 

더 넘도록 하여 10, 20초 정도 그 상태로 멈추고 유지하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의료진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물리 치료는 

스스로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필요하다. 

환자에게 이 상태가 6-9개월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은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데,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통증과 장애를 줄이는데 단기간의 효과를 보였다30). 관절강 

내 수압팽창은 스테로이드의 항염증 효과 뿐만 아니라, 주입된 

용액에 의한 관절낭의 팽창에 기인한 효과를 기대하므로, 관절

강 내에 정확히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31). 정확도는 방사선 

투시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시행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5. 골 염

골관절염은 가장 흔히 발생되는 관절 질환으로 관절의 

연골이 약해지고 변형이 와서 관절표면과 그 주위에 비정상적

으로 뼈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염증성 관절 질환이

다.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과 연골하골(subchondral bone)의 

정상적인 퇴화와 생성의 과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기계적, 

생물학적 현상으로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가동관절의 

모든 조직을 침범하여 관절기능 장해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상지에서는 주로 손가락 끝의 여러 관절을 침범해 손가락 

마디가 결절처럼 튀어나오게 수부 골관절염이 가장 흔하지만, 

어깨의 골관절염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어깨의 골관절염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고(골관절염의 약 3%) 노인에서의 어깨 

통증의 덜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진행하면, 상완와관절(gleno- 

humeral joint)이 좁아지고, 통증, 어깨 기능의 제한, 장애로 

발현된다32). 회전근개 질환이 골관절염에 동반하는데, 즉, 

일차적 관절염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회전근개 파열부터 회전근개 관절병증(rotator cuff arthrop-

athy)으로 나타나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까지 다양하다. 

치료의 초점은 적절한 통증 조절을 통해 전체적인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초기의 통증 조절을 위한 방법은 항염증 

혹은 진통제의 사용이다. 만약에 통증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을 

포함하는 물리 치료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이다. 그러나 급성기에 

심부열 치료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관절범위 증가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때때로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 치료 과정 중에 기능적이고, 통증이 없는 

운동 범위의 유지를 향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뇨병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등 동반된 질환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 

관절강 내 히알루론 산(hyaluronic acid) 주입은 관절염 환자의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로 연구되어 왔고, 최근 치료 효과

를 제시한 논문들이 나오기 있으나, 슬관절염에 비해 어깨 

관절에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33,34).

결   론

노인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급성 골절, 염좌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골격 계통의 만성 퇴행성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및 역학적 변화가 근육, 

관절, 힘줄에 병변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관절 내, 근육 내에 미치는 

영향도 중장년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즉 

통증으로 인한 기능 제한이 장애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근골격

계 질환과 손상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vicious 

cycle)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증을 경감시키려는 

대증적 치료가 간과되어서는 안되고, 증상 경감을 통해 어깨의 

적절한 사용과 기능 유지를 위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요   약

노년기에서 어깨 통증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장애는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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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는 문제이다. 노인의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어깨를 침범하는 골관절염

이 대표적이다. 노인에서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상지의 사용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깨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서의 어깨 통증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임상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환이 

대부분 만성 퇴행성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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