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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통증과 관절 구축을 동반하는 흔한 어깨 질

환이다[1].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어깨 통증이 먼저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가 점차 감소된다[2,3]. 병태생리학적으로 어깨 관절낭의 염증성 변화

에 의해 관절낭의 섬유화와 비후가 진행되어, 임상적으로 어깨 통증과 관절 구축이 

나타난다[4,5]. 그러므로 염증 조절을 통한 어깨 통증의 경감과 관절 가동 범위의 회

복이 치료에 중요하다[2].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유착성 관절낭염의 가장 효과

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4,6,7].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주

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현재까지도 표준화

된 주사 위치가 없고, 여러가지 주사 방법에 따른 효과도 논란이 있다[3,8,9]. 최근 연

구에 의하면 오구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를 포함한 회전근 간격(rotator in-
terval)에 위치한 어깨 전방의 구조물들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중요한 병변으로 알려졌

고, 이에 따른 다양한 주사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3]. 본 종설에서는 유

착성 관절낭염의 개념과 병태생리 및 주요 해부학적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법의 최신 지견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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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ve capsulitis of the shoulder joint is a common disorder characterized by a 
gradual increase of pain and limitation in range of motion of the shoulder joint. The 
pathophysiological process involves fibrous inflammation of the capsule leading to 
capsular thickening and contracture.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injection is com-
monly performed in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However, there is no consen-
sus as to the best injection site. Corticosteroid injection sites for the treatment in-
clude posterior capsule approach, rotator interval approach, multi-site, and subacro-
mial injection. All injection methods lead to improvement in adhesive capsulitis 
cases. In this review article, we provide an overview of current corticosteroid injec-
tion methods for adhesive capsu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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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ophysiology and clinical 
presentations of adhesive capsulitis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행과정은 통증, 유병기간, 관절경과 병리

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0,11]. 1기 유착전

기, 염증기는 첫 3개월에 해당되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지만 관절가

동범위는 비교적 유지된다. 2기 동결진행기는 3-9개월에 해당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관절가동범위가 감소된다. 3기 동결기는 

9-15개월에 해당되고 통증은 점차 감소되지만 관절가동범위가 더

욱 감소된다. 4기 해동기는 15-24개월에 해당되고 통증은 거의 없

으며 관절가동범위도 점차 호전된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병기는 임

상 증상과 잘 맞지 않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병기를 결정

하기 위해 관절경이나 병리 검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2]. 그러나 

염증에 의해 통증이 심한 1기, 염증과 관절낭의 섬유화가 함께 진

행하는 2기, 염증은 소실되면서 섬유화가 최대한 진행하는 3기로 

구분하면 치료 방법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12].
최근에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석회성 건염, 어깨 회전근 파열, 및 점액낭염 

등의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를 유발하는 다른 어깨 질환의 감

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2]. 상기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들은 관절낭

이나 인대의 전체적인 섬유화(global fibroplasia)를 평가하는 데 유

용하나, 유착성 관절낭염의 일차적인 병태생리인 국소적인 구축

(localized contracture)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3]. 국소

적인 구축이 발생하는 주된 해부학적 병변의 위치는 회전근 간격, 

액와 오목(axillary recess) 및 비후된 오구상완인대 가 동반된 전방 

관절낭 부위이다[3,14]. 회전근 간격은 어깨의 전방 내측에 위치한 

삼각형의 원통 모양의 공간이며[15-17], 오구상완인대는 회전근 

간격의 지붕을 형성하는 불규칙한 사다리꼴 모양의 구조이다[18-
20].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구상완인대를 포함한 회전근 간격에 위

치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일차적인 병변으로 

알려졌다[3]. 그러므로 회전근 간격 주변의 전방 구조물들은 유착

성 관절낭염의 정확한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 결정에 매

우 중요하다.

Therapeutic approaches to adhesive 
capsulitis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낭의 염증으로 인한 어깨 통증과 관절낭 

섬유화와 비후가 진행되면서 관절 구축이 서서히 심해지는 질환이

므로, 염증 조절을 통한 통증의 경감과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치

료의 목표이다[2].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는 소염진통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열전기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및 스트레칭 운동 등이 

있으며 모든 진행과정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21]. 그러나 상기 

보존적 치료는 호전을 보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적극적이

며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22]. 더욱 빠른 통증 감소와 관절 가

동 범위 향상을 위한 중재적 시술은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관

절강 수압팽창술 및 마취하 도수조작법 등이 있다[4].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서 어깨 통

증을 빨리 경감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3]. 특히 어깨 통증이 심한 유착성 관절낭염 초기 단

계의 환자에게 윤활막의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어 더

욱 효과적이다[4,5].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에서 항염증 효과가 임

상 증상 호전과 관절낭 섬유화 예방에 필수적이므로, 강력한 항염

증 작용을 하는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매우 효과적이다

[24,25]. 그러나 주사 시에 관절낭이 파열되거나 관절강 이외의 부

위로 부정확하게 시술하면 주사 효과가 감소될 뿐 아니라 주변 연

부조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이 누출되어 지방 위축, 피부 변색, 힘

줄이나 인대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26].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절강내 스테로

이드를 주사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하 어깨 후방 관절낭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였다[24,27]. 견봉하 윤활낭(subacromial bursa)은 유착

성 관절낭염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25,28], 견봉하 

주사는 관절강내 주사에 비해 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9-31]. 최근에는 유착성 관절낭염의 일차적인 해부학적 병변인 

회전근 간격을 통하여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고 있다[3]. 그러나 회전근 간격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를 주사는 각 연구마다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15,18,32-34].

Current trends in intra-articular 
corticosteroid injection

1. 관절강내 주사에서 전방 접근법과 후방 접근법의 비교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깨 후방 

관절낭 접근법을 많이 사용한다[24,27]. 오구상완인대를 포함하는 

회전근 간격은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된 병소로 알려져 있으나, 회

전근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

란이 있다[15,18,32-34].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서 회전근 간격 접근법, 후방 관절낭 접

근법 및 견봉하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회전근 

간격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후방 관절낭 접근법과 견

봉하 부위 주사에 비해 빠른 통증의 감소와 어깨 기능의 호전을 보

였다[32]. 후방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와 회전근 간격 

및 후방 접근법의 동시 주사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시술법의 통증, 

어깨 기능,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효과는 주사 후 6개월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3]. Kim et al.[35] 이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회전

근 간격 접근법과 후방 관절낭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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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하였고, 두 주사법 모두 주사 전에 비해 유의한 주사 효

과를 보였으며, 후방 접근법은 전방 접근법에 비해 유의한 통증 감

소와 어깨 기능 호전을 보였다. 전방 접근법은 환자의 주사 자세를 

빨리 준비할 수 있어 주사 준비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었

으나, 총 시술 시간과 정확도는 두 시술법 간의 차이가 없었다[35]. 
그러나 최근의 회전근 간격 전방 접근법과 후방 관절낭 접근법 관

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접근법 모두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나, 회전근 간격 접

근법은 관절 가동 범위에서 후방 접근법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

였다[34].
회전근 간격 전방 접근법은 주사시 오구돌기로 전방 관절순을 

확인하기 어려워 손상의 위험이 있고, 바늘이 견갑하근 건을 직접 

통과해야 하고, 환자가 시술 과정을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에, 후방 관절낭 접근법은 주사시 후방 관절순을 쉽게 확인하여 손

상을 피할 수 있고, 바늘이 극하근 근육부위를 통과하며 환자가 주

사 시술 과정을 볼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35]. 그러나 회전근 간격

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요 병소인 점을 고려한다면 회전근 간격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

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34].

2. 후방 접근법 관절강내 주사와 견봉하 주사의 비교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견봉하 윤활낭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어 있다[28].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관절경 수술시에 관절

낭 뿐만 아니라 견봉하 윤활낭의 염증 소견도 동반되어 있으므로 

견봉하 윤활낭은 유착성 관절낭염의 병태생리와 연관성이 있을 것

이다[25]. 견봉하 스테로이드 주사는 후방 관절낭 접근법 관절강내 

주사에 비해 쉽고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몇몇 

연구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29-31].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후방 관절낭 접근법을 통한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와 견봉하 주사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서 관절강내 주사는 견봉하 주사에 비해 주사 3주 후 까지만 유의

하게 통증 감소를 나타내었고, 주사 6주, 12주 후 통증 변화 및 관

절 가동 범위와 어깨 기능적 점수(constant score)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31]. 전방 접근법을 통한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견봉하 주사 및 수압팽창술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수압팽창술

이 다른 두 주사법에 비해 유의한 통증 감소와 관절 가동 범위 호전

을 나타내었고,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와 견봉하 주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후방 관절낭 접근법을 통한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견봉하 주사, 두가지 주사를 모두 시행 및 경구 

소염진통제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가지 동시 주사는 각각의 

주사에 비해 빠른 통증의 감소를 보였으나, 관절 가동 범위, 만족

도, 기능적 호전은 주사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9]. 그러나 

Cho et al.[25]은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후방 관절낭 접

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 견봉하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두가지 주사를 모두 시행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관절강내 주사

와 두가지 동시 주사는 견봉하 주사에 비해 통증 감소 및 기능적 호

전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두가지 동시 주사는 관절강 주

사에 비해 관절 가동 범위 중 내전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25].
이와 같이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서 견봉하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견봉하 주사

에 비해 비슷하거나 좋은 임상적 효과를 보였고, 관절강내와 견봉

하 주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후방 접근법 관절강내 주사와 다중 부위 주사의 비교

40 mg으로 동일한 용량의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후방 관절낭을 

통한 관절강내 주사와 후방 관절낭, 견봉하 및 어깨 전방의 오구돌

기하의 3곳 동시에 주사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주사 방법 모

두 통증 감소, 관절 가동범위 증가 및 어깨 기능적 점수의 회복을 

보였고, 3곳 동시 주사 치료법이 더 빠른 통증 감소와 일상 생활 동

작의 회복을 보였다[36]. 후방 관절낭 접근법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와 후방 관절낭, 견봉하 공간, 상완 장이두근, 오구상완인대의 

다중 부위 주사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다중 부위 스테로이드 주

사는 후방 관절강 접근법 관절강내 주사에 비해 통증 감소, 관절 가

동 범위 증가 및 기능적 호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8]. 다중 

부위와 후방 접근법 관절강내 주사는 모두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었고, 다중 부위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 

완화, 관절 가동 범위 및 기능적 호전에서 후방 접근법 단일 부위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8,36]. 이와 같

은 결과로 회전근 주위의 활액낭, 건초 등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동

반하는 병변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스테로이드 용량에 따른 관절강내 주사 효과의 비교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트리암시놀론 40 mg과 20 mg
을 각각 후방 관절낭 접근법으로 관절강내 주사 하였을 때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주사 방법 모두 어깨의 기능적 점수 회복과 통

증 감소,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를 보였고, 주사 후 3개월간 트리암

시놀론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다[37]. 다른 연구

에서도 40 mg과 20 mg의 트리암시놀론을 후방 관절낭 접근법을 

통해 관절강내 주사하였을 때, 주사 3주까지 단기간 두 용량 간의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38]. 한편 전방 접근법을 통해 40 mg과 

20 mg의 트리암시놀론을 관절강내에 주사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는 

주사 후 18개월까지 어깨의 기능적 점수 회복과 통증 감소,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가 이환된 환

자에서 트리암시놀론 40 mg 주사는 20 mg 주사에 비해 주사 6주 

후 혈당이 유의하게 높았다[39].
이와 같이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용량에 따른 

관절강내 주사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트리암시놀론 40 mg과 20 
mg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당뇨병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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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부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용할 

것이며, 당뇨병 환자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onclusion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에서 관절낭의 염증 감소와 유연성 향상

을 통한 어깨 통증 감소와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이 중요하다.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장 효과적인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이나 아직 표준화된 주사 방법은 없다. 후방 관절낭 접근법

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된 병변인 어깨 전방 구조물을 목표로 

하는 회전근 간격 접근법과 여러 병변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다중 

부위 주사법은 효과가 있다. 쉽게 주사가 가능한 견봉하 스테로이

드 주사법도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스테로

이드 용량에 따른 관절강내 주사 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와 같은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법은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치

료에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치료법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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