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의 여러 군데에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하나
둘씩 병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어느 날 조금씩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팔이 올라
가지 않으며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차차로 어깨가 굳어가고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오십 어깨』라고 부르는 병이 있다. 노인성변화를 바탕으로 생기는 병으로 주로 50대
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흔히 오십견이라 부른다.
외국에서는 어깨가 차가워져 얼어붙는 것처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언
다.’는 의미로 Frozen Shoulder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이병으
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계통에 종사하는 20대 젊은이들도 치료를 받고자 내원을 해 환자의
연령층이 예전보다 젊어지는 경향이 있어 오십견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때가 있다.
어깨관절에는 마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점액포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러한
부위 또는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힘줄에 노인성 변화로 인하여 염증이나 변성을
일으켜서 이병이 생기게 된다. 특히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
며 일반 환자에 비해 회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인에 따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있다. 첫 번째는 유착성
관절염, 두 번째는 석회화 건염, 세 번째는 회전근개파열, 네 번째는 목디스크 연관통
이다.
증상은 두 가지 양상을 띄우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파 잠을 깨게 되는
경우와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 점점 어깨가 아파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
다. 물론 초기에 격렬한 통증이 나타날 때에는 안정을 취하고, 급격한 운동은 피하며
찜질이나 적당한 치료를 해야겠지만 급성기가 지나면 오히려 적극적인 운동으로 이
병을 이겨내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
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아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아끼다 보면 심
하게 근육의 위축이 와서 오른팔일 경우 식사를 하기 위해 수저조차 들기 힘들게 되
는 경우까지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이 병은 예후가 좋아 반
드시 회복되는 병이므로 자신을 갖고 열심히 움직여 주어야 한다.
오십견이 오면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팔을 여
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까지 힘껏 움직여서 가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에서는 방걸레질을 할 때 넓게 원을 그리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리
미를 손에 쥐고 시계추처럼 왕복운동을 하거나, 봉을 이용하여 어깨 뒤로 양손은 마

주잡고 움직이는 봉체조도 도움이 된다. 요령은 막대기를 양손으로 쥐고 아프지 않은
쪽의 손을 써서 반대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하면 아픈 쪽의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또 손을 뒤로 돌려서 굳은 쪽의 어깨를 아프지 않은 쪽의 손으로 잡아당김으로
써 움직여주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다. 그냥 편하게 하려면 하루 5분 정도 수건양끝
을 쥐고 등밀이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풍한습의 사기가 경락을 막아 어깨주위를 흐르는 경락이나 근육에 기혈이
응체되어 일어난다고 본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근육의 피로손상과 노화로 인해서 기
혈이 허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다.
오십견 환자는 어깨부위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운찜질이 필요하고 정기를 도와 습을 제거하고 근육을 자양하는 한
약을 복용하면서 적당한 침 치료나, 부항요법, 물리치료 등을 받게 되면 치료기간을
훨씬 단축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십견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 크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
심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