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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is one of the manuals of East-west integrative medicine which was cre-
ated by the Committee on integrative medicine of Chung-Yeon Korean Medicine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manual is to support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communication dur-
ing the rehabilitation of patients after shoulder surgery.
Methods The drafting was done by two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Korean medicine. 
After a rehabilitation specialist in western medicine reviewed the draft and exchanged their 
ideas, a revised version that reflects the goal of consultation was made. Then the 
Committee agreed to adopt the manuals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 and feedback in 
addition to face-to-face discussions.
Results This manual describes clinical decision making for rehabilitation after arthro-
scopic rotator cuff repair, SLAP repair, and arthrolysis. Therefore it contains the schedule of 
rehabilitation treatment through the surgical technique, general goal of the rehabilitation by 
phase, guide for patients and postoperative infection management.
Conclusions The proposal of this manual has a significance for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decision making process and contents of treatment in one medical institution for 
East-west integrative rehabilitation treatment after shoulder surgery. (J Korean Med 
Rehabil 2018;28(1):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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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깨 통증은 요통에 이어 외래로 내원하는 근골격계 

증상 중 2위를 차지하며1), 일차진료환경에서 매년 1,000명

당 15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2).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어깨 통증

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3),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어깨 통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 주위의 뼈, 근육, 건, 인대의 문제

로 발생하며, 흔한 원인으로 회전근개의 파열이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관절염 등을 들 수 있다4). 

다수 어깨 통증의 원인 질환이 보존적 처치로도 잘 관

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어깨 수술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최근 10년 동안 

회전근개 복원술(rotator cuff repair)의 비율은 약 600% 

늘어났다는 보고도 발표된 바 있다6). 이는 관절경적 수술 

기법이 소개된 이후 어깨의 수술 적응증 환자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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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저위험의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에 따라 어깨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수술 후의 관리는 수술치

료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의 목적은 수술 부위 해부학적 구조

물의 조직학적 치유 및 감염관리와 수술 후 잔여 통증의 

완화 및 어깨 관절 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단계별 목표로 

들 수 있다8).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 프로토콜이 제안 및 사용되고 있다7). 

한편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각종 수술 후 재활 상태

에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재활치료와 함께 한의

학적 치료를 병용하는 경우 상기 재활치료의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관

절경적 견봉성형술 또는 Bankart 복원 시술을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UCLA 

shoulder scale 및 통증강도를 비롯하여 진통제 사용량, 외

전각도, 삶의 질, 수면의 질 등에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들과 더불어9,10),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또는 회전

근개 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더불어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근력 및 일상생활동작에 있어서 유

의하게 더 나은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하였

다11). 이러한 사례들은 어깨 수술 후 재활에 있어서도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기존의 재

활치료 프로그램만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더욱 효

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수술 후 재활치료에 있어 한의진

료를 적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참조표준이 될 만한 가이

드라인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한양방협진과 관

련해서는 선행연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일개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의료진의 협동작업을 

바탕으로 어깨 수술 후 재활 매뉴얼을 작성하여 진료에 활

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합의 등의 지침개발 절차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한양방협진 수행 및 매뉴얼 개발 주체

본 매뉴얼을 제안한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6인

과 의사 전문의 3인으로 이루어진 ‘동서의학융합위원회’
라는 명칭의 협진팀을 구성하여 한양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협진을 담당하는 한의사 인력으로서 

한방재활의학과 3인, 침구의학과 1인, 한방신경정신과 1

인, 한방부인과 1인의 과별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 인력으로는 재활의학과 2인, 가정의학과 1인이 참여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운영은 상시적인 의료진간 진

료협의 및 의사교환을 목표로 진행되며,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은 본 의료기관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방재활의학

과학회지에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12).

2. 매뉴얼 개발 과정 

본 매뉴얼의 개발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 활발하게 수

행되고 있던 수술 후 환자의 한양방협진 재활의 작업절차

를 명료화하여 진료시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목적으로 시

작하였다. 또한 양질의 의학적 근거들을 확인하여 인용함

으로써 한양방 의료진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원활하게 하

고자 하는 목표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하였다. 

초안의 작성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이 협업하여 

담당하였으며, 인용 근거에 대한 의견 상충은 2인 합의를 

통하여 정하였다. 근거검색을 위하여 사용한 검색어는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SLAP　repair’, ‘arthro-

lysis’, ‘rehabilitation’, ‘shoulder’, ‘scapula’ ‘post oper-

ative’, ‘acupuncture’, ‘integrative medicine’ 등이었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임상진료지침과 같은 특정 중재 대상

의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의 문서가 아니므

로 양적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동서의학

융합위원회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기반 근거를 선정하였다.

초안 작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먼저 의과 재활의학과 전

문의 1인의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의과의 협진 

목표 등을 상세하게 반영한 수정본을 제작하였다. 이후 작

성된 수정본을 동서의학융합위원회 참여자 전원의 사전검

토 및 피드백 수집, 대면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해당 문서를 

의료기관 내 수술 후 재활 매뉴얼로 채택하는 것을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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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ype Character 

Type I Degenerative changes of superior labrum

Type II Isolation of biceps tendon and superior glenoid

Type III Bucket handle tear of superior labrum with normal 
biceps anchor

Type IV Tear of superior labrum and accompanying biceps 
tendon injury

Type V Type II SLAP lesion and accompanying Bankart 
injury

Type VI Type II SLAP lesion and accompanying labrum 
flap instability

Type VII SLAP lesionfindings extend to the middle 
glenohumeral joint

Table I. Subtypes of SLAP Lesion (According to Snyder and 
Maffet)

였다. 특히, 최종 절차에서 의학적 의사결정시 논란이 되

는 부분(초기 운동의 시점, 능동ROM의 각도, 정상 운동

의 복귀 시점 등)에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3. 매뉴얼의 범위 

본 매뉴얼에서는 실제 사용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하

여 어깨 수술 후 내원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관절와

순 재건술(SLAP repair), 관절해리술(arthrolysis)을 시술 

받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을 기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최근 회전근개 봉합술 후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초기 단

계부터 수술부위의 적극적 초기 운동을 주장하는 조기 재

활(early rehabilitation)과 수술 후 6주간의 기간 동안 고정

을 주장하는 지연 재활(delayed rehabilitation) 전략 간의 

우열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의 연구에 있어서 두 재활치료 전략 사이의 결과차이가 크

지 않다는 임상시험이 보고된 바도 있다13). 따라서 본 매

뉴얼은 전통적인 단계별 재활치료의 일반론을 소개하며, 

조기재활 또는 지연재활 전략 중 특정 입장의 관점에서 의

거하여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1. 어깨의 주요 수술 기법 및 적응증 

회전근개의 손상은 힘줄 손상의 부위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분별할 수 있다. 손상의 정도는 힘줄의 부분파열과 

전층파열로 구분하며, 전층파열이란 힘줄의 articular side

와 bursal side가 완전히 찢어진 것을 말한다. 손상의 부위

는 전방(anterior), 전상방(anterosuperior), 상방(superior) 

및 후상방(posterosuprerior)로 나눌 수 있다. 회전근개 파

열은 스스로 호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부분파열의 경

우 보존적 치료로가 가능하나, 전층파열이 확인되고 그 넓

이가 1 cm2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14). 회전근개 손상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수술기법인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은 회전근개

의 급성 외상성 손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손상 및 외상성 

어깨관절 탈구에 의한 회전근개의 파열에 적용된다15). 

Snyder와 Maffet에 따르면 상부관절와순 손상(SLAP　le-

sion)은 7가지의 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I)16,17). 

SLAP lesion의 아형에 따라 Type I은 보존적 치료(con-

servative treatment)를, Type III는 관절경적 관절와순 절

제술(arthroscopic labrum resection)을, Type II와 IV-VII는 

관절경적 관절와순 복원술(arthroscopic refixation)을 적

용한다18).

유착성 관절낭염(frozen shoulder)의 경우 보존적 치료

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3기 또는 4기에 이른 경우 관절

경적 관절박리술(arthroscopic arthrolysis)의 적응증이 된

다19).

2.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의 일반적 고려사항

어깨 수술의 재활치료의 일반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술 후 환자의 보호: 환자교육, 창상치유 및 조직회

복 시점과 관련된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지식의 인

지, 수술기법에 대한 지식 숙지, 환자의 순응도 파악 

- 어깨 및 견갑흉곽관절(scapulothoracic joint) 및 주변

조직의 운동성 개선 

- 부적절한 근육이 관련되는 상황의 방지 

- 견갑골 셋팅(scapular setting): 정적 및 동적 제어

(static and dynamic control) 

- 상완골두의 중심조정(centering)

- 코어 안정화 

- 운동: 전체 견갑대의 및 코어의 근력, 지구력 관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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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phase Physiological function/Body structure Daily activities/Participation

1st phase ㆍRelieve pain
ㆍPromote reabsorption
ㆍImprove and maintain joint mobility

ㆍPerform daily life by relieving the load on the 
surgical site arm

ㆍFacilitate mobilization (maintenance and change of 
body position, walking and other movement, 
carrying things)

ㆍSolve problems that interfere with daily activities 
such as depression

2nd phase ㆍPromote reabsorption ㆍReturn to daily life (housework, personal hygiene, 
preparation of basic necessities)ㆍImprove and maintain joint mobility

ㆍImprove joint stability ㆍCorrect posture (ergonomic posture/walking posture)
ㆍImprove physical function affecting sensory 

motor function
ㆍ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ㆍPerform independent self-training program

ㆍControl of vegetative function and 
neuromuscular dysfunction

3∼4th phase ㆍImprove physical function affecting sensory motor function
ㆍRestore joint mobility
ㆍRestore joint stability
ㆍRestore muscle strength and endurance

ㆍRestore physiologic movement pattern of shoulder

Table II. General Goal by Phase for Rehabilitation after Shoulder Surgery

3.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의 단계별 일반 목표

수술 후 재활협진의 단계(phase)는 통증의 강도나 기왕

력 등과 같은 환자의 개별 특성과 수술의 종류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활 치료

의 종류를 시기별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별 환자의 상태

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협진 매뉴

얼의 성격상 재활 협진을 위한 의료진 협의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참고 기준은 필요하다. 본 매뉴얼에서는 ‘염증

의 소견’,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강도’,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의 저하 정도’, ‘자가 안정화가 가능한 정도’ 등과 

같은 임상적 소견 및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등을 고

려하여 4개의 단계를 설정하여 재활치료를 배치하였다21). 

각 단계별 목적은 제 1기는 수술 후 급성기 관리, 제 2기 

및 제 3기는 점진적인 관절가동범위 및 중량부하의 증대, 

제 4기는 최종목표에 준하는 관절가동범위 및 중량부하의 

달성으로 하였다. 또한 제 3기까지의 치료 및 경과관찰 이

후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하였다.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의 단계별 일반 목표는 다음과 

같다(Table II)22,23). 

4. 수술 기법에 따른 재활치료 일정 

전방, 전상방, 상방, 후상방 회전근개 봉합술 후 일반적 

재활치료 일정은 다음과 같다(Table III, IV, V)22-25). 

관절와순 재건술(SLAP　repair) 후 일반적 재활치료 일

정은 다음과 같다(Table VI, VII)22,23,26). 적극적인 재활치

료는 수술 후 4주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

며, 6주 시점까지 외전-외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절

범위운동은 피해야한다. 

관절해리술(arthrolysis) 후 일반적 재활치료 일정은 다

음과 같다(Table VIII)22,23).

5.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의 환자 교육 내용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 관련 환자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기별 재활치료의 목표

- 시기별 제한 동작 및 보조기 착용과 관련한 설명

- 시기별 가능한 운동의 방향성 및 별도의 주의사항 

- 수술 후 통증 제거를 목표로 하는 통증관리에 대한 설명 

- 시각적, 촉각적 보조도구 등을 사용한 환자의 개인적 

병리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술과 관련된 제한사항들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팔의 

거상, 무거운 물건 운반, 빠르고 갑작스러운 동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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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1st phase 1 to 3 weeks Passive abduction/adduction: 90o/15o/0o† Passive flexion/extension: 
90o/15o/0o† 

Pass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No limit/0o/0o†

Assisted active external rotation: Up to 0o 

2nd phase 4 to 6 weeks Assisted active abduction/adduction: 90o/15o/0o† (Passive exercise: No 
limit)

Assisted active flexion/extension: 90o/15o/0o† (Passive exercise: No 
limit)

Pass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No limit/0o/0o†

Assisted active external rotation: Up to 0o

3rd phase From 7th week Assisted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9th week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12th week Jogging

4th phase From about 4 months Bicycle
Swimming (Not possible to have a method of lifting arms above head, 

such as freestyle, butterfly, etc.)

From about 6 months Sports training allowed under the supervision of medical staff (Golf, 
Tennis, Ski)

From about 9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he patient should wear a shoulder abduction orthosis of 15o abduction angle for 4 to 6 weeks. †Strengthened active ROM limit 
(not assisted).

Table III.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Anterior Rotator Cuff Repair (Subscapularis)*

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1st phase 1 to 3 weeks Passive abduction/adduction: 90o/3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90o/30o/0o†Pass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No limit/0o/0o†

Assisted active external rotation: Up to 0o

2nd phase 4 to 6 weeks Passive abduction/adduction: No limit/30o/0o†

Assisted active abduction/adduction: 90o/3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No limit/30o/0o†

Assisted active flexion/extension: 90o/30o/0o†

Pass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No limit/0o/0o†

Assisted active external rotation: Up to 0o

3rd phase From 7th week Assisted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9th week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12th week Jogging

4th phase From about 4 months Bicycle
Swimming (Not possible to have a method of lifting arms above 
head, such as freestyle, butterfly, etc.)

From about 6 months Sports training allowed under the supervision of medical staff (Golf, 
etc.)

From about 9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ennis, etc.)

*The patient should wear a shoulder abduction orthosis of 30o abduction angle for 4 to 6 weeks. †Strengthened active ROM limit 
(not assisted).

Table IV.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Anterosuperior Rotator Cuff Repair (Subscapularis and Supraspin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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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1st phase 1 to 3 weeks Passive abduction/adduction: 90o/30o/0o† 
Passive flexion/ extension: 90o/30o/0o† 
Pass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at 30o abduction posture: No 
limit

2nd phase 4 to 6 weeks Passive abduction/adduction: No limit/30o/0o†

Assisted active abduction/adduction: 90o/3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No limit/30o/0o†

Assisted active flexion: Up to 90o

Assisted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at abduction posture: No 
limit

3rd phase From 7th week Assisted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9th week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12th week Jogging

4th phase From about 4 months Bicycle
Swimming (Not possible to have a method of lifting arms above 
head, such as freestyle, butterfly, etc.)

From about 6 months Sports training allowed under the supervision of medical staff 
(Tennis, Golf, etc.)

From about 9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he patient should wear a shoulder abduction orthosis of 30o abduction angle for 4 to 6 weeks. †Strengthened active ROM limit 
(not assisted).

Table V.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Superior and Posterosuperior Rotator Cuff Repair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for 6 weeks Active biceps exercise prohibited

1st phase 1 to 3 weeks Active abduction/adduction: 45o/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90o/30o/0o†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80o/0o/0o†

2nd phase 4 to 6 weeks Active abduction/adduction: 60o/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90o/0o/0o†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80o/0o/0o†

From 7th week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3rd phase From about 7th week Jogging

From about 3 months Bicycle

4th phase From about 4 months Swimming (Not possible to have a method of lifting arms 
above head, such as freestyle, butterfly, etc.)

From about 6 months Sports training allowed under the supervision of medical staff 
(Tennis, Golf, etc.)

From about 9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he patient should wear a shoulder joint sling daily for 6 weeks. †Strengthened active ROM limit (not assisted).

Table VI.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SLAP II Repair*

6. 수술 후 감염관리 관련 사항 

어깨 부위 관절경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의 유병률은 

약 0.006%에서 3.4% 정도로 흔하지 않은 편이다. 황색포

도구균(staphylococcus aureus), 표피포도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 여드름유발균(propionibacterium acnes), 코

리네박테리움 종(corynebacterium species) 등이 수술 후 

감염 발생 시 가장 흔하게 배양되는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27-29).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는 남성, 수

술 날짜에 수행된 수술 중 첫 수술인 경우, 수술 시간의 

지연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상지 부위에서는 어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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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for 6 weeks Active biceps exercise prohibited

1st phase 1 to 3 weeks Active abduction/adduction: 45o/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45o/0o/0o†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80o/30o/0o†

2nd phase 4 to 6 weeks Active abduction/adduction: 60o/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90o/0o/0o†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80o/0o/0o†

7 to 8 weeks Active abduction/adduction: 60o/0o/0o†

Passive flexion/extension: No limit
Active internal/external rotation: No limit

3rd phase From 9th week Active exercise without limitation

From about 7th week Jogging 

From about 3 months Bicycle

4th phase From about 4 months Swimming (Not possible to have a method of lifting arms above 
head, such as freestyle, butterfly, etc.)

From about 6 months Sports training allowed

From about 9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he patient should wear a shoulder joint sling daily for 6 weeks. †Strengthened active ROM limit (not assisted).

Table VII.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SLAP IV-VII Repair*

Rehabilitation phase Post-operative time Range of motion and allowable load by phase

1st phase Immediately after surgery Change posture once every 2 hours to prevent joint contracture
No restrictions on movement and intensive passive exercise (required 
several times a day)

Patient education considering independent activities

2nd phase 1 to 3 weeks Concentric/eccentric exercise of whole muscles related with shoulder 
girdle

Patient education for independent training including transition to active 
exercise

3rd phase From about 4th week Jogging/walking, bicycle, swimming, sports training

4th phase From about 3 months High risk sports allowed

Table VIII. Rehabilitation Schedule after Arthrolysis

과거력,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만성 림프부종, 정맥 혈전, 

혈관 압박(vascular compromise) 및 방사성 섬유화(radi-

ation fibrosis)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어깨 수술부위의 표층 감염 시에는 국소 항생제 처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심부 감염 시에는 외과적 처치 및 표

적항생제의 투여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수의 표층 감염이 

심부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료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prophylactic anti-

biotics) 및 최적의 건강상태 관리 등을 주요 감염관리 전

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32). 

최근에는 한약제제의 투약으로도 과도한 수술 후 염증

반응 및 지연된 면역억제 상태 등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임상시험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협진진료 

시 수술 부위 감염의 예방 목적으로 한약제제(보중익기탕 

등)의 동시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33). 

7. 협진 목표 

한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진료 목표를 위하여 

의과에 협진을 의뢰한다. 

- 어깨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체계적 재활치료를 제공해

야 할 경우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주요 증상 재발이 의심되어 상

세한 영상진단이 요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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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가 다음의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진 의뢰

를 적극적으로 고려

- 기타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재활의학과적 약물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진료 목표를 위하여 한

의과에 협진을 의뢰한다.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초기 통증 완화를 위한 적극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적극적인 견관절 기능회복이 필

요한 경우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신속한 창상유합 등을 촉진하는 

약물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다면적 건강관리를 위한 다학제

간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

증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깨수술 후 재활치료에서의 동서의학 협진의 공통 목

표는 다음과 같다. 

- 통합의학적 수술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증상 재발 예방 및 조기 통증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손상부위 기능의 완전한 회복 

- 어깨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조기 사회 복귀 

어깨 통증에 대한 원활한 협진을 위하여 환자의 주소에 

부합하는 이학적 소견에 대한 의무기록을 상세히 작성하

여 공유한다. 어깨 수술 후 환자인 경우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 중심으로 이학적 소견을 살핀다34). 

- Inspection: supraspinatus or inpraspinatus atrophy 

- Palpation: acromioclavicular tenderness 

- Range of motion (ROM): Restrictive active degree 

- Provocative test: Hawkins impingement, Drop-arm, 

Empty-can supraspinatus, External rotation/infra-

spinatus strength, Cross-body adduction etc. 

8. 협진 내용 

1) 의과 협진 내용 

환자 내원 시 내원 이유와 관련된 주소증, 현병력에 대

한 병력 청취 이후 주소증에 부합 하는 이학적 검사를 실

시하며 진료목표를 설정함. 이후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내

원 시의 어깨 가동범위와 보조기의 착용 여부를 확인함. 

환자의 진찰결과 따른 영상검사 및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진단 및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를 실시한다. 실

제 의과 협진진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Pharmacotherapy 

-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호소할 경우, 진통목적

의 약물(NSAIDS, Muscle relax ants) 등의 투약을 고

려할 수 있음. 

(2) Physical therapy

- 통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냉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함

(3) Therapeutic exercise 

- 수술 후 초기 가동범위 확보를 위하여 기계를 이용한 

수동적 운동(CPM)을 우선 시행 

- 고정 상태에서의 기타 부위 muscle weakness 방지 

위하여 능동 운동을 병행 

(4) Manipulation 

- 통증 부위 주변의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인 움

직임을 유도할 목적의 도수치료 시행

(5) Injection 

- 일반적인 호전 경과에 부합하는 시간 이후에도 지속

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시행 

- 스테로이드 및 근막동통주사 등을 고려 

(6) Other therapy 

- extracorporeal shock wave, cryotherapy 등을 추가

적 처치로 고려할 수 있음 

- 급만성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염증 상태를 억제하고 

가동범위 호전을 보조할 목적 

2) 한의과 협진 내용

환자 내원 시 내원 이유와 관련된 주소증, 현병력에 대

한 병력청취 이후, 주소증에 부합하는 상세 감별진단을 통

하여 진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에게 안내함. ‘협진의

료 사유’ 및 ‘환자에 당면한 진료의 최우선 과제’를 확인

하고, 개인 맞춤의학이라는 한의과 진료의 원칙 및 이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를 실시. 실제 한의

과 협진진료 예시 자료는 하단과 같음. 

(1) 침구치료(약침, 부항 및 침전기자극술 포함)35,36) 

- 肩貞, 肩髃, 肩前, 肩井, 手三里, 支溝 및 통증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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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위에 하루 1∼2회 침구치료 시행 

- 부가적으로 동일 부위에 약침, 뜸, 부항, 침전기자극

술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함 

(2) 한약치료35,36)

- 한의과 진찰시의 적응증에 따라 다음의 예시 처방을 

투약할 수 있음

① 寒濕痺阻: 黨蔘 10 黃芪 10 杜仲 7.5 熟地黃 7.5 

白芍藥 7.5 牛膝 6 續斷 6 當歸 5 防風 5 秦艽 5 

炙甘草 5 川芎 5 桂心 0.5 / 2ch#TID P.O 

② 血瘀氣滯: 桃仁 4.5 紅花 4.5 當歸 4.5 牛膝 4.5 川

芎 3 甘草 3 沒藥 3 五靈脂(炒) 3 香附子 1.5 秦艽 
1.5 羌活 1.5 / 2ch#TID　P.O

③ 氣血虧虛: 黃芪 7.5 白芍藥 6 桂枝 5 制川烏 2.5 制

草烏 2.5 生薑 2 大棗 2 細辛 1.5 / 2ch#TID P.O

- 환자의 증상 및 변증에 따라 舒經湯, 疏經順氣散, 開

結舒經湯, 順氣化痰煎, 消痰除濕湯, 三合湯, 烏藥順氣

散, 五積散, 蠲痹湯, 二陳湯, 半夏芩朮湯, 養化二四湯 

등을 투약할 수 있음37)

- 기타 부가적인 증상에 따라 적절한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수 있음

(3) 한방물리요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경근한랭요법, 경피전기자극

치료, 경근중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

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근레이저치료법, 약물

욕 등을 증상에 따라 적절히 적용

(4) 추나요법 

- 근육이완강화기법 및 근육신장기법을 중심으로 적정

한 강도로 주기적 시행 

- 상완이두근의 장두 및 단두와 극상근건 등에 적절한 

근막추나를 통한 근력강화 

(5) 외치요법 

- 환자에 따라 한약을 응용한 습포제를 환부주변에 부

착하는 요법을 시행 

고찰»»»
상기와 같이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시의 한양방협진 매

뉴얼을 작성하였다. 매뉴얼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다빈도로 

내원하는 어깨의 손상 및 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술

의 종류를 필두로 하여 각 수술별 재활치료 일정, 환자에 

대한 안내사항, 수술 후 감염관리, 한방과 양방 각각의 협

진의뢰 사유 및 진료내용 등을 적시하여 각과별 의료진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술 후 재

활치료시의 협진을 주제로 다루는 선행연구가 현재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의 근거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

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의 연구는 물

론 일선의 진료현장에 일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안이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매뉴얼을 

일차적으로 작성한 이후 향후의 개선을 목표로 후속연구

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논점

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재활치료의 기간과 관련된 접근전략에 대한 

논의는 어깨 수술 후 재활 매뉴얼의 개발 시에 가장 신중

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가 된다. 특히, 상단에서 기술한 것

처럼 수술 직후부터 조기에 운동요법을 적용하여 어깨의 

강직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와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일정기간 어깨를 고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결론들을 살펴보면 

2014년의 한 연구에서는 회전근개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

에게서 수술 직후의 운동과 6주간의 고정을 비교하였을 

때 안전성과 효과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3). 또

한 다른 연구에서는 회전근개 복원술 이후 4주간 어깨를 

고정한 군과 8주간 어깨를 고정한 군을 비교한 결과 회전

근개의 회복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어깨를 오래 고정

한 군에서 어깨 강직이 더 자주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38). 

반면, 2012년에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에 시행

하는 공격적인 어깨 움직임이 조직손상 회복에 별로 도움

이 되지 않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39). 이처럼 여러 임상시험 연구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 

이외에도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수술 후 어깨의 재활치료

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의 손상정도와 형태, 시술받은 수

술의 종류, 기타 손상회복을 지연시키는 위험인자 등 이질

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매뉴얼 제안에서는 상기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향후의 개선

에 있어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각 손상 및 수술별로 세분

화하여 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수술 후 어깨 재활에 대한 한양방협진이라는 동일한 주

제의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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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및 협진 시 각 과 의료진의 진료형태는 매우 다

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유의미한 지침

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델파이 기법 등과 같은 체

계적인 전문가 합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매뉴얼의 내용 중 

어느 수준까지의 의사결정을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

견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실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존재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임상

의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한 진술’이다40). 그러나 본 매뉴얼을 처음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

공기관이나 대학병원급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내의 한양

방협진 의료진의 원활한 의사합의만을 목표로 작성한 매

뉴얼이 갖는 본질적 한계가 된다. 향후에 본 매뉴얼의 내

용을 진료지침 등과 같은 보다 공적인 기능을 갖는 문서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방법 중 일

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성일 

것으로 여겨진다. 

한양방협진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뉴얼

에는 가능한 수준에서 진료와 관련성이 있는 한의과적 처

치의 근거를 일부 수록하였으나 본 보고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근거는 침 

치료 중심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많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검색한 다수의 연구는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환의 소견상 유사하다고 판

단되는 문헌을 의료진 합의를 통하여 차용하는 방식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 약물과 관련된 경우는 주제에 분명하게 

부합하는 선행문헌의 숫자가 더 적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춘 해외 전통의학 의료기관의 원

내 진료매뉴얼이나 해외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으

로 구성하였다. 향후 주제에 보다 부합하는 근거문헌의 

검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매뉴얼의 내용

을 추가적인 의학적 근거생산에 보다 친화적으로 개선하

는 것도 필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관련 환

자에 대하여 모든 의료진이 합의하는 증상 평가도구를 매

뉴얼 내에 기술하고 실제 진료에서 활용함으로써 관련한 

증례 및 관찰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한양방 협진이 어깨 수술 후 재활

에 있어 어떤 평가지표를 주로 개선시키는지 확인해 나간

다면, 현재의 부족한 선행연구의 빈틈을 채워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 사항 이외에도 본 매뉴얼은 개별 연구로써 

다양한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일개 민간 의료기관의 환

경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매뉴얼이므로 임상진료지

침에서와 같이 일반화된 의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는 

없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작성과정

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주제에 대하여 확

고한 진료 권고안을 도출해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거문헌의 숫자가 많지 않아 

기반문헌이 일관성 있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그러한 부

분을 의료진들의 합의와 의료기관의 진료 관행에 따라 작

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의 매뉴얼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순차적으

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결론»»»
상기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매뉴얼의 제안

은 어깨수술 후 한양방협진 재활치료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진료내용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작성 이후 

논의된 다양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이전에는 일반화된 진

료지침으로써 공적인 의의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

하다. 따라서 향후의 후속연구를 바탕으로 수술 후 어깨

재활의 한양방협진과 관련한 근거창출 및 의사결정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침으로의 개선을 모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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