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방법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 은 무슨 말일까요? 
 

회전근개 근육들, 힘줄들, 그리고 윤활낭 (윤활액으로 채워진 주머니로 다른 구조물들 간의 마찰을 

감소)은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어깨를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구조물들입니다.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은 가장 흔한 어깨 문제이며, 근력의 약화, 통증, 기능 저하, 그리고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관련 어깨통증은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완전 파열, 힘줄증 (건증), 힘줄염 (건염), 건병증, 윤활낭염 

(점액낭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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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관리하기?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 (예를 들면, 흡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안감, 

불건전한 식습관, 과체중, 운동 부족 등)은 회전근개 관련 어깨통증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치료법도 (기다리기, 주사, 운동, 수술 

및 재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관련 

문서 및 영상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 
(Rotator Cuff Related Shoulder Pain) 

선택 2: 주사치료 
 5 명중 1 명 꼴로 (20%) 주사치료는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을 겪는 사람 모두가 주사치료를 받는다면, 녹색 얼굴의 비율만큼은 효과를 보고, 

나머지 적색 얼굴만큼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른쪽 그림 참조). 

 대부분의 경우 주사치료의 효과는 4~8 주 정도 지속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통증경감만을 보입니다. 

 모든 의학적 치료에는 부작용이 존재함으로주사 치료를 받기전에 철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선택 1: 기다리기 
 수술, 재활, 주사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전근개 관련 어깨 통증을 포함한 많은 어깨 질환들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아래에 있는 “스스로 관리하기” 단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깨에 가장 해롭습니다. 

 활동 중 나타나는 어깨통증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깨 통증을 느끼는 것은 어깨가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증의 정도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활동 수준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통증은 불편한 동작을 중단하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어깨 통증이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증가한다면, 활동양을 

살짝 줄이고 차도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 3 & 4:  운동 혹은 수술 및 재활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수술 이후 재활을 받은 그룹들 사이에 치료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방법 모두 3-6 개월 정도가 요구되며, 

하루 아침에 어깨를 고쳐주는 방법들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관련 문서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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