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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골편을	임시	고정할	수도	있다.	골편의	크기와	골	강

도,	분쇄	정도에	따라	위에	기술한	세	가지의	방법	중의	하

나로	고정을	시행한	후	견관절을	움직여	정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수술	후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

여	정복	정도와	고정	기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관절경적 정복 및 내고정술

관절경을	이용하여	척추	바늘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그림 5-A)	봉합	나사못을	극상건을	통해	삽입한다

(그림 5-B).	관절경을	견봉하	공간으로	위치시킨뒤	술자의	선

호도에	따라	골절편을	고정한다(그림 5-C).	

재활

결절	골절의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아직	확실히	정립된	방

법은	없으나	회전근	개	병변에	대한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의	재활	치료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조기를	사

용하여	팔을	고정하고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는

데,	수술	직후부터	시계추	운동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누운	

상태에서	수동적	거상,	내회전	운동을	시작한다.	대결절	골

절에서	초기에	내전이나	체간을	넘어가는	내회전	운동은	고

정	기기에	과도한	긴장을	줄	수	있어	피하도록	한다.	치료	

시간	외에는	항상	보조기를	착용하여	수술	부위를	보호하도

록	한다.	약	6~8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능동적	혹은	능동적	

보조	관절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3개월부터는	등장성	근

력	운동을	시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허락한다.7,8) 

그림 5.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 대한 관절경적 정복 및 내고정술. A. 골절 위치 확인. B. 봉합 나사못 삽입. C. 교량형 봉합술.

그림 4. 관절경하 경피적 해면골 나

사못 고정술. A. 관절경 소견. B. 수

술 후 방사선 사진.
A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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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사선 검사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데	중립위에서	진성	전

후방(그림 1-A),	견갑	Y	영상(그림 1-B)	및	액와면	영상(그림 

1-C)	사진들의	견관절	외상	촬영법을	시행하여	대결절의	골

절	및	견관절	탈구	유무를	확인한다.	액와면	영상에서는	대

결절	골절의	전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잠재

성	골절	및	전위	정도를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하여	내	외회

전	상태에서	진성	전후방(그림 1-D, E)	및	15˚	미방	경사

(caudal	tilt)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3)	

특히	진성	전후방을	외회전(그림 1-E)	상태에서	촬영	시	2	

mm	미만의	경미한	전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여	기존	외상	

촬영법에	외회전	촬영을	추가하는	것이	골절	진단에	더	바

람직하겠다.

특수 영상 검사

최근	들어	CT(그림 2)는	응급실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와	

함께	시행되는	빈도가	늘고	있으며,	잠재적	골절을	진단하

거나	비만	혹은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단순	방사선	검

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유용한	검사이다.	특히	골절의	미

세한	전위나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연장된	골

절선,	골절의	관절면	침범	유무,	골편의	크기,	분쇄	유무	등	

더	자세한	특징들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CT	영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	수

술	전	접근법	및	수술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

와준다.	액와면	영상(그림 2-A)은	골편의	후방	전위	유무,	관

상면	영상(그림 2-B)은	상방	전위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	

	MRI	및	초음파	검사는	대다수의	결절	골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회전근	개	파열	혹은	골절과	

동반된	회전근	개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촬영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방사선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나	지속

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동반	병변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한	비침습적	검사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그림 1.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단순 방사선 

사진. A. 진성 전후방 영상. B. 견갑 Y 영상. 

C. 액와면 영상. D. 외회전 진성 전후방 영상. 

E. 외회전 진성 전후방 영상.

A

D

B

E

C

Chapter 22  인공관절 재치환술 335

그림 14. 감염에 대한 재치환술. A. 회전근 개 봉합술 후 감염. B. 상완골 두와 견갑골까지 침범된 감염. C. 골 두 절제술 및 소파술 후 항생제

가 혼합된 골 시멘트 삽입. D. 4개월 후 견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E. 견관절 전치환술 13개월 경과 후 감염의 재발 및 상완골 두 침강이 관찰

됨. F. 관절와 치환물의 해리. G. 치환물 제거 후 골 시멘트 삽입, 6개월 경과 후 관절와 및 상완골 광범위 골 소실이 관찰됨. H. 상완골 두 반

치환술로 재치환술을 시행함.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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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의	단순	방사선	검사로	진성	견관절	

전후면	영상(true	anteroposterior	view),	액와면	영상(axil-

lary	lateral	view),	견갑골	Y	영상(scapular	Y	view)을	기본

적으로	시행한다.	진성	견관절	전후면	영상은	방사선이	견

갑면에	수직이	되도록	환자를	후방으로	돌려	세우거나	카세

트를	어깨	후방에	밀착시키고	방사선을	35~40°	외측으로	

주사하여	정	외측	영상(glenoid	in	profile)을	얻는다.	이를	

통하여	관절와	및	상완골	두의	관절면	상태	및	관절	간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절와	하방의	골성	Bankart	병변,	상완골	

두의	Hill-Sachs	병변	유무를	관찰한다(그림 3).	

액와면	영상은	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상완을	90°	외전

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관절와	상완	관

절의	중심을	향해	주사하여	얻는다.	정상적으로	상완골	두

는	관절와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상완골	두의	아탈구나	탈구	

유무를	관찰하는데	용이하며	골성	Bankart	병변	및	관절와

의	골	결손이	관찰될	수도	있다(그림 4).

견갑골	Y	영상은	환자가	서있는	자세에서	상지를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환자를	45°	전방으로	돌려	세운	후	방

사선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견갑골	극	돌기에	평행하게	주사

하여	촬영하므로	액와면	영상에	비해	촬영이	쉬워	급성	외

상의	경우	유용하다.	견갑골	체부와	오구	돌기	및	견봉이	Y

자	형태를	보이며	그	중심이	관절와의	중심부이다.	따라서	

이	사진에서는	상완골	두의	전방	및	후방	탈구를	관찰할	수	

있으며,	골성	Bankart	병변은	관절와	연의	중첩으로	관찰되

기	힘드나	액와면	영상에	비해	Hill-Sachs	병변의	관찰이	용

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탈구	여부의	확인과	동반	골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

그림 3. 진성 전후면 방사선 

촬영. A. 자세. B. 사진.

그림 4. 액와면 영상 방사선 촬영. A. 자세 B. 사진.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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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 삽입술(Anterograde technique) 

환자를	해변	의자에	반좌위(semisitting	position)를	취하

고	환측에	c-arm이	위치하도록	한다.	수술을	시작하기	앞서	

상완골	전장을	포함하는	방사선	사진으로	삽입할	골수내정

의	길이	및	두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	서서	환측	어깨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선

다.	견봉의	전측	모서리(anterolateral	corner)에	피부를	절

개한	후,	삼각근과	그	밑의	점액낭(subdeltoid	bursa)을	박

리한다.	극상건의	결을	따라	1~2cm의	종절개를	하고	관절

면의	바로	옆에	있는	대결절	부위를	진입점으로	정한다.	상

완골	대결절	외측	피질골의	의인성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상완골의	정렬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골절부의	정복	및	유도	철사(guide	wire)의	삽입	시에	

요골	신경의	포착이	생길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그

림 8, 9).

그림 8. 골수내정 전향 삽입술 기법. A. 피부 절개. B. c-arm으로 

진입점을 확인함. C. 수술 전 및 후 방사선 영상.

A

B

C

그림 9. 골수내정 전향 삽입술. A. 수술 전 영상. B. 수술 후 영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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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비교적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주관절	통증을	일

으키는	기타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수술	전	검사로는	유용하다(그림 7).

관절경적 검사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의	관절경적	치료가	시도되며	희망

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0)	단순한	후외측	회전	불안정

성에	대한	진단적	목적으로	관절경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절경적	수술을	시도할	때	관절	연골	상태를	확인

하고	유리체가	있을	경우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내반	

및	외반	부하를	하면서	내측	및	외측	관절이	벌어지는	간격

을	검사하여	측부	인대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로	이

용한다.26)

치료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며	수술적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된다.	후외측	회전	불

안정성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외측	척측	측부	인대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12)로	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수술	후	결과

들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생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에	대한	등

척점	연구에서	요측	측부	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15)	외측	

척측	인대가	단독으로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에	기여한다기	

보다	주변의	다른	인대들과	함께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를	

이루어	작용한다2,4)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재건술들이	소

개31,32,31)되고	있다.

비수술적 치료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환자의	보존적	치료	및	자연	경과

와	관련하여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통증이나	불안감	등

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시도될	수	있다.	전완부의	회외

전,	주관절에	가해지는	신전과	외반력	부하를	제한하는	보

조기	착용,	악화시키는	행동이나	동작을	피하게	하는	교육	

요법,	신전근	근력	강화를	비롯한	물리	치료가	주가	된다.6)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쉽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치료

 수술 적응증 

보존적인	요법에도	증상이나	불안정감이	지속될	경우	수

술적	치료의	적응이	된다.	하지만	소아처럼	성장판이	열린	

경우,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	체질적	인대	이완증(general-

ized	ligament	laxity),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탈구를	유발

하는	경우(volitional	recurrent	dislocation)는	인대	재건술

그림 7. MRI 검사. A. T2-강조 시상면에

서 요골 두가 소두 후방으로 아탈구된 소

견이 관찰되고 있음. B. T2-강조 관상면에

서 외측 상과에서 외측 측부 인대 복합체

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화살표). 

A B



발간사

친애하는 견·주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2008년 제 1판 용어집이 발간된 이래 지속적인 견·주관절학 분야에 발전이 이루어

졌고, 특히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법 등의 변화에 따른 용어의 등장과 함께 더욱 명확

하고 세분화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0년간 변화된 진단과 치료 기법에 관련된 용어를 추가하고 통일하는 작업을 위

하여 김유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윤 간사, 문성훈, 이두형, 정석원, 현윤석 교수 등 

용어 편찬위원들의 노고로 제 2판의 출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새로이 발간된 본 용어집은 견주관절 교과서 2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10

년동안 변화된 학문의 발전을 반영하여 300여개의 용어가 업데이트되고 추가되었으

며 그동안 혼용되어왔던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견주관절 회원 여러분께서 이 용어집을 기반으로 논문과 저서에 유용하게 사용하시어 

많은 도움되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

신 모든 용어 편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장 | 문 영 래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견주관절 학회에서 2008년 용어집 1판을 출간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도 견주관절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서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었던 때고 견주관

절을 전공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도 급격하게 늘기 시작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

술기법과 병명 등 최신 트렌드를 맞추어야 했으며, 기존에 있던 체계화 되지 못한 한

글 용어도 정리하여야 하는 엄청난 작업을 하였던 초대 용어 편찬위원회 김영규 위원

장과 위원들의 발간 당시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번 편찬 작업을 통

하여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2판은 전임자 들의 업적 덕분에 비교적 쉽게 작업을 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특별히 더욱 발전한 관절경 분야와 인공관절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및 변경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용어편찬은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말을 쓰는 이순간에도 뭔

가 부족한 것 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견주관절 학회 여러분 들의 끊임없는 관

심과 격려 그리고 충고와 질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여러 번의 회의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용어 편찬위원회 여러분들, 

언제나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하여 주신 김재윤 간사, 그리고 견주관절 

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어편찬위원회 위원장 | 김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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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용어  |

견
관

절
 주

관
절

학
 용

어
집

 (분
야

편
)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견관절 용어
해부학
acromioclavicular	joint 견봉	쇄골	관절 어깨천장관절

acromioclavicular	ligament 견봉	쇄골	인대

acromion 견봉

anastomosis 문합

anatomical	neck 해부학적	경부

antagonist 길항근

anterior	humeral	circumflex	artery 전	상완	회선	동맥

articular	disc 관절	원판

arcuate	artery 활꼴	동맥

axillary	lymph	node 액와	림프	절

axillary	nerve 액와	신경 겨드랑이	신경

axillary	pouch 액와	주머니

axillary	recess 액와	오목

bare	area 민둥	부위

basilic	vein 기저	정맥

biceps	brachii 상완	이두근 알통근육

bicpes	pulley 이두근	활차

bicipital	groove 상완	이두근	구

bicipital	tuberosity 이두	조면

brachial	artery 상완	동맥

brachial	plexus 상완신경총 상완신경총

brachial	vein 상완	정맥

brachialis 상완근 상완근

brachioradialis 상완요근

Buford	complex 버포드	복합체

bursa 점액낭 윤활주머니

capsular	ligament 관절막	인대

capsulolabral	complex 관절막-관절순	복합체

capsulo-ligamentous	complex 관절막-인대	복합체

cartilagenus	joint 연골	관절

cephalic	vein 두	정맥

cervical	rib 경추	늑골

column 지주

conoid 원추체

contracture 구축 관절구축

cracoacromial	arch 오구	견봉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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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분야편)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crescent	shape	 초승달	형

coracoacromial	ligament 오구	견봉	인대

coracoclavicular	ligament 오구	쇄골	인대 부리빗장뼈인대

cracohumeral	ligament 오구	상완	인대

coracoid	process 오구	돌기 부리돌기

costoclavicular	ligament 늑쇄	인대

curved 만곡형

deltoid 삼각 삼각근육

dislocation 탈구

edge 모서리

external 바깥

fibrocartilage 섬유	연골

flat 편평

girdle 연결대

glenohumeral	joint 관절와	상완	관절 어깨관절

glenohumeral	rhythm 관절와	상완	리듬

glenoid	centerline 관절와	중심선

glenoid	labrum 관절와	순 관절테두리	연골

gothic	arc 고딕	아크

greater	tubercle 대	결절 대	결절

high	median	nerve	palsy 상위	정중	신경	마비

high	radial	nerve	palsy 상위	요골	신경	마비

high	ulnar	nerve	palsy 상위	척골	신경	마비

humerus 상완골

hyaline	cartiage 초자	연골

inferior	genohumeral	ligament 하	관절와	상완	인대

infraspinatus	fossa 극하	와

interclavicular	ligament 쇄골간	인대

intertubercular	sulcus 결절간	구

isometric	point		 등척점

joint	capsule 관절막 관절막

Klumpke's	palsy Klumpke	마비

lateral	acromion	angle	 외측	견봉각

lateral	brachial	cutaneous	nerve 외측	상완	피부	신경

latissimus	dorsi 광배근

lesser	tubercle 소	결절 소	결절

levator	scapulae 견갑거근 어깨올림근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알통	힘줄

lymph	vessel 림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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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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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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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L-shape L자	형

median	nerve 정중	신경 정중신경

median	vein 정중	정맥

metaphyseal	artery 골간단	동맥

middle	glenohumeral	ligament 중	관절와	상완	인대

musculocutaneous	nerve 근피	신경 근피부신경

neuropraxia 신경	진탕 신경타박

neurotization 신경	이식

neurotmesis 신경	단열

nociceptor 통각	수용기

nutrient	artery 영양	동맥

periosteal	artery 골막	동백

peripheral	nerve 말초	신경

posterior	humeral	circumflex	artery 후	상완	회선	동맥

pouch 주머니

process 돌기

quadrangular	space 사각	공간

radial	nerve 요골	신경 바깥쪽팔신경

range 범위

reverse	L-shape 역	L자	형

rhomboid 능형

rhomboid	major 대	능형근

rhomboid	minor 소	능형근

root 근

rotation 회전

rotator	cuff 회전근	개 회전근개

rotator	interval 회전근	간격

Saturday	night	paralysis 토요일	밤	마비

scapula 견갑골 날개뼈

scapular	neck 견갑	경

scapular	spine 견갑골	극

scapulothoracic	joint 견갑	흉곽	관절

shaft 간부

shoulder	joint 견관절 어깨관절

shoulder-hand	syndrome 견수	증후군

spinoglenoid	notch 극	관절와	절흔

sternoclavicular	joint 흉쇄	관절 흉골	빗장	관절

subacromial 견봉하

subacromial	spur 견봉하	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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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분야편)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subclavian	artery 쇄골하	동맥

sublabral	hole 관절순	하	공

subscapularis 견갑하근 앞	회전근

superior	acromioclavicular	ligament 상부	견봉	쇄골	인대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상부	관절막	재건술

superior	glenohumeral	ligament 상	관절와	상완	인대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상부	관절와	순	전후	병변

SLAP	lesion SLAP	병변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elx 상부	견관절	현수복합체

supraglenoid	tubercle 관절와	상	결절

suprascapular	ligament 견갑	상	인대

suprascapular	nerve 견갑	상	신경 날개뼈위신경

suprascapular	notch 견갑	상	절흔

supraspinatus 극상근 위	회전근

supraspinatus	fossa 극상	와

surgical	neck 외과적	경부 외과목

synovial	fluid 관절	활액

synovial	joint 활막	관절

tendinitis 건염

tendinosis 건증 힘줄병증

tenodesis 건	고정술

tenosynovitis 건초염 힘줄막염

teres	major 대원근 큰	원근

teres	minor 소원근 작은	원근

trapezius 승모근 등세모근

trapezoid	ligament 승모양	인대

triangular 삼각

triceps	brachii 상완	삼두근 삼두근

upper	arm	type	paralysis 상부	상지형	마비

U-shape U자	형

병명
회전근개질환
attenuation 감쇠

articular	side	tear 관절측	파열 관절쪽	파열

bubble	sign 거품	징후

bursal	side	tear 점액낭측	파열 어깨천장쪽	파열

CIST	(concealed	intratendinous		
subscapularis	tendon	tear)

CIST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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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ER	(combined	loss	of	elevation	and	external	rotation) 거상	및	외회전	동시	소실

comma	sign 콤마	징후

coracohumeral	distance 오구	상완	간격

crescent	shaped	tear 초승달형	파열

CTA	(cuff	tear	arthropathy)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delaminated	tear 판분리	파열

enthesitis 부착부염

flap	tear 피판	파열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회전근개	완전	파열

global	fatty	degeneration	index	(GFDI) 회전근	개	지방	변성도

Goutallier	classification Goutallier	분류법

horizontal	tear 수평	파열

intratendinous	tear 건내파열 힘줄내	파열

lamination 층상	배열

large	tear 대	파열 큰	파열

longitudinal	tear 종	파열

L-shaped	tear L형	파열

massive	contracted	immobile	tear 광범위	위축	고정성	파열

massive	tear 광범위	파열 광범위	파열

medium	tear 중	파열 중간크기	파열

oblique	tear 사상	파열

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부분층	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

PASTA	lesion	(partial	articular	supra-
spinatus	tendon	avulsion)

PASTA	병변 회전근관절측부분파열

Patte	classification Patte	분류

reverse	L-shaped	tear 역	L형	파열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파열 회전근개파열

rotator	cuff	tendinitis 회전근	개	건염 회전근개힘줄염

small	tear 소	파열 작은	파열

subacromial	bursitis 견봉하	점액낭염 윤활주머니염

subacromial	spur		 견봉하	골극

subcoracoid	impingement 오구돌기하	충돌

transverse	force	couple 횡	짝힘

transverse	tear 횡	파열

U-shaped	tear U형	파열

흉곽출구 증후군
cervical	rib	syndrome 경늑골	증후군

costoclavicular	syndrome 늑쇄	증후군



16

|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분야편)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hyperabduction	syndrome 과외전	증후군

scalenus	anticus	syndrome 전	사각근	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흉곽출구	증후군 흉곽출구	증후군

발음성 견관절 및 견갑골
snapping	scapular 발음성	견갑골 소리나는	날개뼈

snapping	shoulder 발음성	견관절

불안정성
ALPSA	lesion	(anterior	labroligamen-
tous	periosteal	sleeve	avulsion)

ALPSA	병변

AMBRII 비외상성	다방향	불안정증

anterior	instability 전방	불안정증 앞쪽	불안정성

anterosuperior	escape 전상방	탈출

Bankart	lesion Bankart	병변 방카트	병변

bony	Bankart 골성	Bankart	병변 골성	방카트

capsular	midsubstance	tear 관절막	중간부	파열

capsular	redundancy 관절막	과잉

drive	through	sign drive	through	징후

edge	stability 변연	안정성

engaging	Hill-Sachs 감입성	Hill-Sachs	병변

GLAD	(glenolabral	articular	disruption) GLAD	병변

HAGL	lesion	(humeral	avulsion	of	
glenohumeral	ligament)

HAGL	병변

Hill-Sachs	lesion 힐삭스	병변 힐삭스	병변

irreducible	dislocation 정복되지	않는	탈구

locked	dislocation 잠김	탈구

macroinstability 거대	불안정성

MDI	(multidirectional	instability) 다방향	불안정성 다방향불안정성

microinstability 미세	불안정성

Perthes	lesion Perthes	병변	

posterior	apprehension	test 후방	불안	유발	검사

posterior	drawer	test 후방	전위	검사

posterior	instability 후방	불안정증 뒤쪽	불안정성

pseudodislocation 가성	탈구

reverse	Bankart	lesion 역	Bankart	병변 역	방카트	병변

SLAP	(superior	labrum	anterior	posterior) SLAP	병변

stress	view 부하	영상	검사

Stryker	notch	view	 Stryker	notch	영상

traction-counter	traction 견인-반견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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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S 외상성	단방향	불안정증

외상
abrasion	sign 마모	징후

acromion	fracture 견봉	골절

anatominal	neck	fracture 해부학적	경부	골절

apprehension 불안감

clavicle	fracture 쇄골	골절 빗장뼈	골절

clicking 딸깍거림

coracoid	process	fracture 오구돌기	골절

crepitation 염발음

crepitus 염발음

dead	arm	sign 마비	상완	징후

dimpling 함몰

dislocation 탈구 탈구

dorsal	scapular	nerve	injury 배측	견갑	신경	손상

drop	sign 낙하	징후

fatigue	 피로

floating	clavicle	 부유	쇄골

fluctuation 파동

force	couple 짝힘

four	part	fracture 사분	골절 네	조각	골절

gliding 마멸

greater	tuberosity	fracture 대결절	골절

head-splitting	fracture 상완골	두	분열	골절

heatness 열감

Heinig	view Heinig	촬영법

Hobbs	view Hobbs	촬영법

humerus	shaft	fracture 상완골	간부	골절

impacted	fracture 감입	골절

impression	fracture	of	articualr	surface 상와골	두	관절면	감입	골절

instability 불안정성 불안정성

laxity 이완 이완

lesser	tuberosity	fracture 소결절	골절

locking 잠김

long	thoracic	nerve	injury 장흉	신경	손상

night	pain 야간통

painful	arc 동통	궁

parasthesia 이상	감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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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분야편)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popping 펑함

proximal	humerus	fracture 상완골	근위부	골절 위팔뼈상부골절

recurrent	instability	of	the	shoulder 견관절	재발성	불안정증 어깨	재발성	불안정성

referred	pain 연관통

scapular	fracture 견갑골	골절

scapular	glenoid	fracture 견갑골	관절와	골절

Serendipity	view Serendipity	영상

shoulder	dislocation 견관절	탈구 어깨	탈구

shoulder	trauma	series 견관절	외상	시리즈

stability 안정성 안정성

stiffness 강직

subluxation 아탈구 부분탈구

sulcus	sign 구	징후

surgical	neck	fracture 외과적	경부	골절

tenderness 압통 압통

three	part	fracture 삼분	골절 세조각	골절

two	part	fracture 이분	골절 두조각	골절

twtich 연축

valgtus	impacted	four	part	fracture 외반	감입	사분	골절

weakness 약화

화농성 관절염
bacterial	subacromial	bursitis 세균성	견봉	하	점액낭염

pyogenic	arthritis 화농성	관절염 세균성관절염

septic	arthritis	of	glenohumeral	joint 관절와	상완	관절	세균성	관절염 어깨관절	세균성관절염

상완 이두건 장두의 질환
bicipital	tendinitis 상완이두건염 알통	힘줄염

disloc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탈구 알통힘줄	탈구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rupture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파열 알통	힘줄	파열

sublux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아탈구 알통	힘줄	부분	탈구

tenosynovitis	of	biceps 상완	이두근	건초염

석회화 건염
calcific	bulging	sign 석회화	팽윤	징후

calcific	tendinitis
calcific	tendinopathy
calcific	tendonitis

석회화	건염 석회화	힘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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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fic	deposit 석회	참착물

calcific	stage 석회기

formative	stage 형성기

ossifying	tendinitis 골화성	건염

postercalcific	stage 석회	후기

precalcific	stage 석회	전기

resorptive	stage 흡수기

resting	stage 휴지기

snowstorm	appearance 스노우스톰	현상

견관절염
anchor	arthropathy 고정나사	관절병증

arthrosis 관절증

avascular	necrosis	of	humeral	head 상완골	두	무혈성	괴사 어깨뼈	무혈성	괴사

capsulorrhaphy	arthropathy 관절막	봉합술	관절병증

cuff	arthropathy 근개	관절병증

degenerative	arthritis 퇴행성	관절염

glenoid	hypoplasia 관절와	저형성증

osteoarthritis 골관절염 골관절염

pseudoparalysis 가성	마비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rotator	cuff 회전근	개	

tear	arthropathy 관절병증

동결견
adhesive	capsulitis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유착염

freezing	stage 결빙기

frozen	shoulder	 동결	견 동결어깨

frozen	stage 동결기

preadhesive	stage 유착	전	단계

self	limiting	disease 자기	한정성	질환

stiff	shoulder 견관절	강직증 어깨	강직

thawing	stage 해빙기

신경질환
birth	palsy 분만	마비

brachial	plexus	injury 상완신경총	손상

brachial	plexus	neuropathy 상완신경총	신경병증

Erb's	palsy Erb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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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ganglion 결절증 결절종

neurilemmoma 신경초종

pseudomeningocele 가성	수막류

suprascapular	nerve	entrapment	syndrome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 날개뼈	위	신경	눌림	증후군

winging	scapula 익상	견갑 돌출날개뼈

기타
Bennett	lesion Bennett	병변

biconcave	glenoid 이중	오목	관절와

brachial	angiography 상완	동맥	조영술

Buford	complex Buford	복합체	

chondrolysis 점액낭염

deltoid	atony 삼각근	무력증

dead	arm	syndrome 마비	상완	증후군

dermatomyositis	 피부근염

dysplastic	glenoid	 관절와의	이형성

Ehlers-Danlos	증후군 Ehlers-Danlos	증후군

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FSHMD)

안면	견갑	상완형	근	이영양증

flail	shoulder 동요	견관절

floating	shoulder 부유	견관절

gout 통풍

hetero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 비정상뼈자람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내적	충돌	증후군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myositis	ossificans 화골성	근염 비정상뼈자람

osteonecrosis	of	humeral	head 상완골	두	골	괴사증

posterior	acoustic	shadowing 후방	음향	그림자

RF	(rheumatoid	factor) 류마티스	인자

rhomboideus	palsy 능형근	마비

scapular	notching 견갑골	절흔

scapulathoracic	dissociation 견갑	흉곽	해리

scapulothoracic	dyskinesis 견갑	흉곽	운동	장애 날개뼈	운동장애

scleroderma	 피부	경화증

Serendipity	view Serendipity	영상

serratus	anterior	palsy 전	거근	마비

SICK	scapular	syndrome SICK	견갑	증후군

spinal	accessory	nerve	injury 척추	부	신경	손상

swimmers	shoulder swimmer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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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vitis 윤활막염 활액막염

tendinitis 건염 힘줄염

thrower’s	shoulder 투구자	어깨

trapezius	palsy	 승모근	마비

trigger	point 방아쇠	점 통증	유발점

증상
abrasion	sign 마모	징후

apprehension 불안감

catching 걸림

clicking 딸깍거림

crepitation
crepitus

염발음

dead	arm	sign 마비	상완	징후

dimpling 함몰

dislocation 탈구

drop	sign 낙하	징후

fatigue	 피로

fluctuation 파동

gliding 마멸

heatness 열감

instability 불안정성

laxity 이완

locking 잠김

night	pain 야간통

painful	arc 동통	궁

parasthesia 이상	감각증

popping 펑함

referred	pain 연관통

shrugging 어깨	움츠림

stability 안정성

stiffness 강직

subluxation 아탈구

sulcus	sign 구	징후

tenderness 압통

twtich 연축

weakness 약화 근력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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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신체검사
abduction 외전

abrasion	sign 마모	징후

acromiohumeral	distance	(interval) 견봉	상완	간격

active	compression	test 능동압박검사

active	motion 능동	운동

adduction 내전

Adson	test 애드슨	검사

anterior	slide	test 전방	활주	검사

apprehension	position 불안감	자세

apprehension	test 불안감	검사

atrophy 위축 위축

bear	hug	test	 bear	hug	검사	

belly	press	test 복부	압박	검사

biceps	instability	test 이두근	불안정성	검사

biceps	load	test 이두근	부하	검사

biceps	reflex 이두근	반사

brachioradial	reflex 상완요골근	반사

chief	complaint 주증상

compression	rotation	test 압박	회전	검사

compression	test 압박	검사

coracoid	impingement	sign 오구	충돌	징후

crank	test 크랭크	검사

cross	body	adduction	test 교차	체간	내전	검사

dead	arm	sign 마비	상완	징후

distration	test 신연	검사

drawer	test 전위	검사

drop	arm	sign 낙하	상완	징후

empty	can	test 캔	비우기	검사

extension 신전 펴기(어깨는	뒤로	펴기)

external	rotation 외회전 바깥으로	돌리기

external	rotation	lag	sign 외회전	지연	징후

fatigue 피로

flexion 굴곡 굽히기(어깨는	들기)

forward	flexion 전방	굴곡 위로	들기

full	can	test 캔	채우기	검사

fulcrum	test 지렛점	검사

Hawkins	sign Hawkins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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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blower's	sign 호른	부는	사람	징후

hyperabduction	test	 과외전	검사

hyperlaxity 과이완

hypermobility 과가동성

hypertrophy 과증식

Impingement	sign 충돌	징후 충돌	징후

Impingement	test 충돌	검사

Inferior	translation	test 하방	전위	검사

Inspection 시진

internal	rotation 내회전 안쪽으로	돌리기

internal	rotation	at	the	back 후방	내회전

jerk	test 약동	검사

Jobe	test Jobe	검사

lag	sign 지연	징후

lateral	acromion	angle 외측	견봉각

lateral	slide	measurement 외측	활주	측정

lift	off	test 등	떼기	검사

load	shift	test 부하	이동	검사

locking 잠김

long	thoracic	nerve	injury 장흉	신경	손상

lump 종괴

malposition 이상	위치

neck-shaft	angle 경간각

Neer	sign Neer	징후

night	pain 야간	통

O'	Brien	flexion-adductuin	test O'	Brien	굴곡	내전	검사

O'	Brien	test O'	Brien	검사

occupation	ratio 점유율

offset	 오프셋	

offset	ratio 오프셋	비율

pain 통증

palpation 촉진

palsy 마비 마비

passive	motion 수동	운동

past	history 과거력

pectoralis	reflex 흉근	반사

physical	examination 신체	검사

posterior	impingement	sign 후방	충돌	징후

protrusion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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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push-pull	test 밀고	당기기	검사

radicular	pain 방사통

range	of	motion 운동범위

referred	pain 연관통

relocation	test 원위치	검사

retroversion 후방경사

sagging	peribursal	fat	sign 점액낭	주위	지방	함몰	징후

scapular	assistance	test 견갑	보조	검사

scapular	lag 견갑	지연

scapular	load	test 견갑	부하	검사

scapular	protraction	test 견갑	전진	검사

scapular	reflex 견갑	반사

scapular	retraction	test 견갑	후퇴	검사

scapular	stabilization	test 견갑	안정	검사

scar 반흔

skin	discoloration 피부	변색

smile	sign 스마일	징후

Speed	test Speed	검사

Spurling	test Spurling	검사

stiffness 강직 강직

subacromial	dimpling 견봉하	함몰

sulcus	sign 구	징후

swelling 종창

tender	point 압통	점

triceps	reflex 삼두근	반사

TROMD	(total	ROM	deficit) 총	운동범위	감소

voluntary 수의

voluntary	dislocation 수의탈구

voluntary	subluxation 수의아탈구

weakness 약화

winging	scapula 익상	견갑

Wright	test Wright	검사

Yergason	test Yergason	검사

수술
접근법, 삽입구, 체위
anterioinferior	portal 전하방	삽입구

anterior	approach 전방	도달법

anterior	portal 전방	삽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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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olateral	portal 전외측	삽입구

anteromedial	portal 전내측	삽입구

anterosuperior 전상방	삽입구

axillary	approach 액와	도달법

beach	chair	position 해변	의자	체위

deltoid	splitting	approach 삼각근	분리	도달법

deltopectoral	approach 삼각	흉근	도달법

extensile	medial	approach 광범위	내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lateral	approach 광범위	후외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medial	approach 광범위	후내측	도달법

infraclavicular	approach 쇄골하	접근법

interscalene	approach	 사각근간	접근법

lateral	approach 외측	도달법

lateral	decubitus	position 측와위

lateral	edge	portal 외측	연	삽입구

lateral	portal 외측	삽입구

medial	approach 내측	도달법

mini-open 소절개

posterior	central	portal 후방	중앙	삽입구

posterior	portal 후방	삽입구

posterior	transhumeral	approach 후방	경	상완골	도달법

posterior	transolecranon	approach 후방	경	주두	도달법

posterior	triceps	splitting	approach 후방	삼두근	분리	도달법

posterolateral	approach 후외측	도달법

posterolateral	portal 후외측	삽입구

posteromedial	approach 후내측	도달법

posteromedial	portal 후내측	삽입구

primary	entry	portal 기본	삽입구

proximal	anterolateral	portal 근위	전외측	삽입구

proximal	anteromedial	portal 근위	전내측	삽입구

straight	lateral	or	soft	spot	portal 직외측	또는	연성점	삽입구

superolateral	approach 상외측	접근법

supraclavicular	approach 쇄골상	접근법

triceps	sparing	approach 삼두건	보존	도달법

working	portal 작업	삽입구

수술기구, 재료
acromionizer 견봉	연마기

allograft 동종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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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antibiotic-impregnated	cement	
spacers

항생제	혼합	시멘트	충전물

awl 정

basket	forcep 바구니	집게

blunt	trochar 무딘	투관침

bone	punch 골	펀치

braided 꼬인	다발	가닥

burr 연마기

cannula 삽입관

cautery 소작기

cement 시멘트

clamp 클램프

counterforce	brace 대항력	보조기

crochet	hook 크로셰	갈고리

curette 소파기

Darrach	retractor Darrach	견인기

drill 천공기

dynamic	splint 역동적	부목

electrocautery 전기소작기

Gelpi	retractor Gelpi	견인기

grasper 파악기

hinged	brace 경첩식	부목	고정

hinged	external	fixator 경첩형	외고정	장치

hooked 갈고리형

impactor 감입기

keel 용골

knot	pusher 매듭	밀대

marking	pen 표지	펜

metal	back 금속	뒤판

monitor 모니터

monofilament 단일	가닥

motorized 전동

pad 패드

periosteal	elevator 골막	거상기

plastic	cannula 플라스틱	삽입관

probe 탐색침

punch 펀치

pusher 밀대

radiofrequency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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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s 줄칼

reamer 확공기

reconstruction	plate 재건	금속판

resection	guide 절제가이드

retriever 회수기

self	retractor 자가	견인기

sharp	trochar 뾰족한	투관침

shaver 절삭기	

sheath 덮개관

shuttle	relay 바꿈줄

spinal	needle 척추	바늘

suture	hook 봉합	갈고리

suture	material 봉합사

suture	retriever 봉합사	회수기

switching	stick 교환	막대

template 주형

transducer 변환기

trochar 투관침

Wissinger	rod Wissinger	막대

술식
abrasion	arthroplasty 연마	관절	성형술

acromionectomy 견봉	절제술

acromioplasty 견봉	성형술 어깨천장뼈다듬기

adhesiolysis 유착박리술 유착분리술

advancement 전진술

anconeus	arthroplasty 주근	관절	성형술

anconeus	rotational	flap 주근	회전	피판

anterior	capsular	release 전방	관절막	유리술 앞쪽관절막분리술

arthrocentesis	 관절천자

arthrodesis	 관절	고정술

arthroplasty 관절	성형술 관절성형술

arthroscopic 관절경적 관절내시경적

arthroscopic	capsular	release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

arthroscopic	synovectomy	 관절경적	윤활막	제거술

arthrotomy	 관절낭	절개술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Bankart	operation Bankart	수술 방카트	수술

biceps	tenotomy 이두건	장두	건	절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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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	glenoid	resurfacing 생체	관절와	표면	치환술

biologic	resurfacing 생물학적	치환술

Bristow	procedure Bristow	술식

bursectomy 점액낭	절제술 윤활주머니제거술

bursoscopy 점액낭경

capsular	advancement 관절막	전진술

capsular	imbrication 관절막	중첩술

capsular	plication 관절막	중첩술 관절막	중첩술

capsular	release 관절막	유리술 관절막	분리술

capsular	shift 관절막	이동술 관절막	이동술

capsulolabroplasty 관절막	순	성형술

capsulorrhaphy 관절막	봉합술

capsulotomy 관절막	절개술

cementation 골	시멘트	고정법

column	procedure 지주	술식

coracoplasty 오구	성형술

cryotherapy 냉치료

debridement 변연	절제술

debridement	arthroplasty 변연	절제	관절	성형술

distraction	arthroplasty 신연	관절	성형술

dome	osteotomy 원개	절골술

double	row	repair 이열	봉합술 두줄	봉합술

drilling 천공술

dry	needling 건조	천공술

elbow	flexoplasty 주관절	굴곡	성형술

extra-articular	fusion 관절외	고정술

fascial	sling	operation 근막	고리	술식

forequarter	amputation 견갑	흉곽간	절단술

full-thickness	conversion	and	repair	 전층	파열	전환	후	봉합술

functional	arthroplasty 기능적	관절	성형술

glenohumeral	arthrodesis 관절와	상완	관절	고정술 어깨관절	고정술

glenohumeral	fusion 관절와	상완	유합

hemiarthroplasty 반관절성형술 인공관절	반치환술

hydraulic	distension 수압	팽창술

hydrotherapy 수치료

inferior	capsular	shift	 하방	관절막	이동술

interposition	arthroplasty 개재	관절	성형술

interposition	distraction	arthroplasty 개재	신연	관절	성형술

intra-articular 관절내	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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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medullary	locking	nailing 골수강	내	고정술

intramuscular	transposition 근육내	전위술

isokinetic	 등속성

isometric	strengthening	exercise 등척성	근력	운동

isometric	 등척성

isotonic 등장성	

isotonic	strengthening	exercise 등장성	근력	운동

Kocher	interval Kocher	간격

Latarjet	procedure Latarjet	술식 라타젯	수술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외측	닫힘	쐐기형	절골술

later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외측부	인대	재건술

lateral	column	procedure	 외측	지주	술식

lateral	T-plasty	capsulotomy 외측	T형	관절낭	절개술

latissimus	dorsi	transfer	 광배건	이전술

lavage 세척술

linked	arthroplasty 연결형	관절	성형술

magnetic	field	therapy	 자장	치료

Magnuson	Stack	procedure Magnuson	Stack	술식

manipulation 도수	조작 도수조작

manual	therapy	 도수	치료	 도수	치료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내측부	인대	재건술 팔꿈치	내측인대	재건술

medial	epicondylectomy 내상과	절제술

microfracture 미세	천공술

mini	open 소절개 소절개

minimally	invasive	osteosynthesis	 최소	침습적	골유합술

mini-open	repair 소절개	복원술

MUA 마취하	도수	조작술

muscle	energy	techniques 근에너지	기법

needling	and	lavage 천공	및	세척

neurotization 신경	이식

Nicola	procedure Nicola	술식

osteochondral	allograft	transter 골연골	동종	이식술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fer 골연골	자가	이식술

osteotomy 절골술

partial	excision	of	radial	head 요골	두	부분	절제술

partial	repair 부분	봉합술

pectoralis	major	transfer 대흉근	이전술

posteroinferior	capsular	shift 후하방	관절막	이동술

Putti-Platt	procedure Putti-Platt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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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	head	excision 요골	두	절제술

release 유리술

resection	arthroplasty 절제	관절	성형술

resurfacing	arthroplasty 표면치환	관절	성형술 표면	인공관절	치환술

rotator	cuff	repair 회전근	개	봉합술 회전근개봉합술

rotator	interval	closure 회전근	간격	폐쇄술

rotator	interval	repair 회전근	간격	봉합술

Saha	procedure Saha	술식

scapulothoracic	fusion 견갑	흉곽	유합

shoulder	arthrodesis 견관절	고정술

simple	decompression 단순	감압술

single-stage	implant	exchange 동시	내고정물	교환술

split	pectoralis	major	tendon	transfer 부분	대흉건	이전술

step	cut	osteotomy 계단식	절골술

subacromial	decompression 견봉하	감압술 어깨천장아래	감압술

subcutaneous	transposition 피하	전위술

submuscular	transposition 근육하	전위술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상부	관절막	재건술

superior	deltoid	split 상부	삼각근	분리

suture	bridge 교량형	봉합술식 교차봉합

synovectomy 윤활막	제거술 활액막제거술

tenodesis 건	고정술 힘줄고정술

tenotomy 건	절단술 힘줄절단술

thermal	capsular	shrinkage 관절막	열	수축술

thermal	capsulorrhaphy 열	관절막	봉합술	

three	dimensional	osteotomy 삼차원	절골술

total	elbow	arthroplasty 주관절	전	성형술 팔꿈치	인공관절	전치환술

total	shoulder	replacement	(TSR) 견관절	전치환술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traction-counter	traction 견인-반견인	법

transcutaneu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경피	전기	신경	자극	

transfer 이전술

transosseous	repair	 경골	봉합

transposition 전위술

transtendon	repair 경건	복원술

tuberoplasty 결절	성형술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척골	신경	전방	전위술 아래팔	안쪽신경	앞쪽	이동술

ulnohumeral	arthroplasty 척상완	관절	성형술

unlinked	arthroplasty 비연결형	관절	성형술

Weber	subcapital	osteotomy Weber	골두하	절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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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 (매듭관련)
anchor	pull-out 나사못	이탈

Duncan	knot Duncan	매듭

half-hitch	knot 반	매듭

knot	pusher 매듭	밀대

knot	security 매듭	안정성

knot	tying 매듭	만들기

locked	mattress	suture 잠김	메트레스	봉합법

loop 고리

loop	limb 고리	가닥

loop	security 고리	안전성

loop	strand 고리	가닥

non-sliding	knot 비활주	매듭

over	tie 위로	묶기

overhand 윗돌리기

past	pointing 매듭	넘어	조임

post 매듭	기둥

post	limb 기둥	가닥

post	strand 기둥	가닥

pull	out	strength 이탈	강도

pull	out	suture 끌어내기	봉합

Roeder	knot Roeder	매듭

sliding	knot 활주	매듭

SMC	knot SMC	매듭

square	knot 직각	매듭

strand 가닥

suture	limb 봉합	가닥

suture	pull-out 봉합	이탈

Tennessee	sliding	knot Tennessee	활주	매듭

throw 던짐

tie 결찰

traction	suture 견인	봉합

under	tie 아래로	묶기

underhand 아래	돌리기

방법
bone	window 골	영상

cerclage	suture 원형결찰	봉합

concentric	reaming 구심성	확공



32

|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분야편)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concentric	 구심성

cutting	block	technique Cutting	block	방법

drive	through	sign drive-through	징후

eccentric 편심성	

fraying 해짐

grasping	suture 파악	봉합

interscalene	anesthesia 사각근간	마취

interval	slide 간격	활주

lateral	curtain 외측	휘장

lateralization 외측화

locking 잠금

margin	convergence	technique 가장자리	모음	술식

medialization 내측화

mobilization 가동

peel	back	motion 박피동작

posteiror	curtain	 후방	휘장

posterior	bone	block 후방	골방책	

press	fit 압박고정

reaming 확공

smoothing 연마기

stay	suture 유지	봉합

tag	(tagging)	suture 표지	봉합

traction	suture 견인	봉합

transglenoid	suture 경	관절와	봉합

transglenoid	technique 경	관절와	술식

transosseous	suture	technique 경	골	봉합술

transtendinous	suture 경	건	봉합

trough 골

implant
absorbable 흡수성

anchor 나사못

bioabsorbable 생흡수성 생흡수성

constrained 구속형

constrained	design 구속형	디자인

corkscrew 코르크	나사못

glenoid	component 관절와	삽입물

glenoid	hemisphere 관절와	반구

glenoid	loosening 관절와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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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cross	linked	polyethylene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hinged 경첩형

knotless 비매듭

knotless	suture	anchor 비매듭	봉합	나사못

linked	design 연결형	디자인

locked	intramedullary	nail	 잠김	골수강내	금속정	

macroinstability	 거대	불안정성

metal	to	metal	hinge	prosthesis 금속대	금속	경첩	인공물

metal-backed	glenoid	implant 금속	받침	관절와	치환물

modular 조립의

modular	type 조립식

non	constrained 비구속형

offset 오프셋

osteolysis 골용해 골용해

overreaming 과도확공

oversize 과도측정

overstuffing 과도충전

overtension 과도장력

pegged 쐐기형

precontoured	locking	plate 성형된	잠김	금속판

prosthesis 인공삽입물,	의지

retroversion 후방경사

reverse	prosthesis 역	인공삽입물

Revo	knot Revo	매듭

Revo	screw Revo	나사못

semiconstrained 반구속형

semiconstrained	design 반구속형	디자인

sloppy	hinge 헐렁한	경첩형

subsidense 침강

suture	anchor 봉합	나사못 봉합나사

tack 못

trial 시험

trial	stem 시험	스템

unconstrained 비구속형

unconstrained	design 비구속형	디자인

underreaming 과소확공

undersize 과소측정

unlinked	design 비	연결형	디자인

version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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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마모

주관절 용어
해부학
Accessory	collateral	ligament 부	측부	인대

anconeus 팔꿈치근

annular	ligament 윤상	인대 윤상인대

anterior	bundle 전방	다발

anterior	oblique	ligament 전방	사형	인대

arcade	of	Frohse Frohse	궁

arcade	of	Struthers Struthers	궁

arcuate	ligament	of	Osborne Osborne	활꼴인대

Baumann	angle Baumann	각

biceps	brachii 상완이두근

brachialis 상완근

brachioradialis 상완요근

capitellum 소두

coracobrachialis 오구상완근

coronoid	fossa 구상	와

coronoid	process 구상	돌기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단	요	수근	신근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장	요	수근	신근

extensor	carpi	ulnaris 척	수근	신근

extensor	digiti	minimi 소지	신근

extensor	digitorum 수지	신근

flexor	carpi	radialis 요	수근	굴근

flexor	carpi	ulnaris 척근	수근	굴근

flexor	digitorum	profundus 심	수지	굴근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천	수지	굴근

flexor	pollicis	longus 장	무지	굴근

lateral	epicondyle 외	상과

lateral	supracondylar	column 외측	과상부	기둥

lateral	supracondylar	ridge 외측	과상부	능선

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 외측	척골	측부	인대 팔꿈치	내측인대

medial	epicondyle 내	상과

medial	supracondylar	column 내측	과상부	기둥

medial	supracondylar	ridge 내측	과상부	능선

median	nerve 정중	신경

olecranon 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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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cranon	fossa 주두	와

palmaris	longus 장장근

posterior	bundle 후방	다발

pronator	teres 원회내근

radial	artery 요골	동맥

radial	collateral	ligament 요골	측부	인대 팔꿈치	바깥측부인대

radial	fossa 요골	와

radial	head 요골	두

radial	neck 요골	경부

radial	nerve 요골	신경

radial	notch 요골	절흔

radial	tuberosity 요골	결절

sulcus	for	ulnar	nerve 척골	신경	구

supinator 회외근

transverse	bundle 가로	다발

triceps	brachii 상완삼두근

trochlea 활차

trochlear	groove 활차	구

ulnar	artery 척골	동맥

ulnar	collateral	ligament 척골	측부	인대

ulnar	nerve 척골	신경

병명
anterior	elbow	dislocation 주관절	전방	탈구 팔꿈치	앞쪽	탈구

an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전	골간	신경	증후군 전	골간	신경	증후군

arthritis 관절염 관절염

capitellum	fracture 소두	골절

carpal	tunnel	syndrome 수근관	증후군

coronoid	process	fracture 구상	돌기	골절

cubital	tunnel	syndrome 주관	증후군 팔꿈치	내측	터널	증후군

cubitus	valgus	deformity 외반	주	변형 바깝굽은	팔꿈치

cubitus	varus	deformity 내반	주	변형 안쪽굽은	팔꿈치

degenerative	arthritis 퇴행성	관절염 비정상뼈자람

ec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

elbow	stiffness 주관절	강직 팔꿈치	강직

Essex-Lopresti	injury Essex-Lopresti	손상

fat	pad	sign 지방	패드	징후

golfer’s	elbow 골퍼	앨보우

hetero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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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dylar	fracture 과간	골절 과간	골절

lateral	condyle	fracture 외과	골절 팔꿈치	외과	골절

lateral	epicondyle	fracture 외상과	골절

lateral	epicondylitis 외상과염 바깥쪽	엘보질환

medial	condyle	fracture 내과	골절

medial	epicondyle	fracture 내상과	골절

medial	epicondylitis 내상과염 안쪽	엘보질환

median	nerve	entrapment	syndrome 정중	신경	포착	증후군

olecranon	bursitis 주두	점액낭염 팔꿈치	윤활주머니염

olecranon	fracture 주두	골절

osteochondritis	dissecans 박리성	골연골염

posterior	elbow	dislocation 주관절	후방	탈구 팔꿈치	뒤쪽	탈구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후	골간	신경	증후군 후	골간신경	증후군

posterolateral	rotatory	instability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posteromedial	impingement 후내측	충돌

posteromedial	rotatory	instability 후내측	회전	불안정증

pronator	tears	syndrome 원	회내근	증후군

radial	Head	fracture 요골	두	골절

radial	nerve	entrapment	syndrome 요골	신경	포착	증후군 아래팔	바깥	신경	눌림	증후군

radial	tunnel	syndrome 요골관	증후군 아래팔	바깥	터널	증후군

snapping	elbow 발음성	주관절

supracondylar	fracture 과상부	골절 과상부	골절

tardy	PLRI 지연성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

tardy	ulnar	nerve	palsy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지연성	아래팔	안족신경	마비

tennis	elbow 테니스	앨보우

terrible	triad terrible	삼주징

transcondylar	fracture 경과	골절

transolecranon	fracture-dislocation 경주두	골절	탈구

trochlear	fracture 활차	골절

ulnar	collateral	ligament	injury 척골	측부	인대	손상

ulnar	nerve	entrapment	syndrome 척골	신경	포착	증후군 아래팔안쪽신경	눌림	증후군

valgus	extension	overload	syndrome 외반	신전	과부하	증후군

신체 검사
biceps	squeeze	test 이두	압착	검사

blanching	test 창백	검사

book	lift	test 책들기	검사

carrying	angle 운반각

chair	push-up	test 의자	팔굽혀펴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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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nk 덜컹거림

Cozen's	test Cozen	검사

Duchenne	sign Duchennne	징후

dynamic	constraint 동적	구속물

Egawa	test Egawa	검사

elbow	flexion	test 주관절	굴곡	검사

elbow	joint	functional	assessment 주관절	기능	평가

extension	impingement	test 신전	충돌	테스트

flake	sign	 flake	징후

Froment's	sign Froment	징후

hypermobility 과가동성

interposition	arthroplasty 개재	관절	성형술

interposition	distraction	arthroplasty 개재	신연	관절	성형술

Jobe	test Jobe	검사

Kaplan's	test Kaplan	검사

Kiloh-Nevin	sign Kiloh-Nevin	징후

Kocher	interval Kocher	간격

lateral	pivot	shift	test 외측	축	이동	검사

loose	body 유리체

Maudsley's	test Maudsley	검사

Mill's	test Mill	검사

modified	Campbell	Thompson	test 변형	Campbell	Thompson	검사

moving	valgus	stress	test 이동	외반	부하	검사

nerve	gliding	exercise 신경	활주	운동

posterior	impingement	sign 후방	충돌	징후

posterolateral	instability	test 후외측	불안정성	검사

posterolateral	rotatory	drawer	test 후외측	회전	전위	검사

primary	constraint 일차	구속물	

pronation 회내전

pronator	stretch	test 회내전근	신전	검사

prone	push-up	test 엎드려	팔굽혀	펴기	검사

provocation	test 유발검사

pseudovalgus	instability 가성외반	불안정성

range	of	motion	(ROM) 운동	범위 운동	범위

secondary	constraint 이차	구속물

supination	 회외전

synovectomy 윤활막	제거술

tender	point 압통점

Tinel’s	sign Tinel	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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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gn T자형	징후

ulno-humeral	angle 척골상완간

valgus	extnesion	overload	syndrome 외반	신전	과부하	증후군

valgus	stress	test 외반	부하	검사

varus	stress	test 내반	부하	검사

Wartenberg	sign Wartenberg	징후

도달법
anterior	approach 전방	도달법

extensile	medial	approach 광범위	내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lateral	approach 광범위	후외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medial	approach 광범위	후내측	도달법

Kocher	approach Kocher	접근법

lateral	approach 외측	도달법

medial	approach 내측	도달법

posterior	transhumeral	approach 후방	경	상완골	도달법

posterior	transolecranon	approach 후방	경	주두	도달법

posterior	triceps	splitting	approach 후방	삼두근	분리	도달법

posterolateral	approach 후외측	도달법

posteromedial	approach 후내측	도달법

triceps	reflecting	approach 삼두근	젖힘	도달법

triceps	sparing	approach 삼두근	보존	도달법

two	incision	approach 이중	절개	접근법

관절경 삽입구
anterolateral	portal 전외측	삽입구

anteromedial	portal 전내측	삽입구

posterior	central	portal 후방	중앙	삽입구

psoterolateral	portal 후외측	삽입구

posteromedial	portal 후내측	삽입구

proximal	anterolateral	portal 근위	전외측	삽입구

proximal	anteromedial	portal 근위	전내측	삽입구

straight	lateral	or	soft	spot	portal 직외측	또는	연성점	삽입구

주관절 성형술
anconeus	arthroplasty 주근	관절	성형술

arthroplasty 관절	성형술

compass	hinged	external	fixator 각도조절형	외고정장치

constrained 구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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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ed	design 구속형	디자인

debridement	arthroplasty 변연	절제	관절	성형술

distraction	arhtroplasty 신연	관절	성형술

elbow	flexoplasty 주관절	굴곡	성형술

functional	arthroplasty 기능적	관절	성형술

hinged 경첩형

interposition	arthroplasty 개재	관절	성형술

interposition	distraction	arthroplasty 개재	신연	관절	성형술

linked	arthroplasty 연결형	관절	성형술

linked	design 연결형	디자인

metal	to	metal	hinge	prosthesis 금속대	금속	경첩	인공물

non-constrained 비구속형

osteocapsular	arthroplasty 골관절막	성형술

resection	arthroplasty 절제	관절	성형술

resurfacing	arthroplasty 표면치환	관절	성형술

semiconstrained 반구속형

semiconstrained	design 반구속형	디자인

sloppy	hinge 혈렁한	경첩형

total	elbow	arthroplasty 주관절	전	성형술

ulnohumeral	arthroplasty 척상완	관절	성형술

unconstrained	design 비구속형	디자인

unlinked	arthroplasty 비연결형	관절	성형술

unlinked	design 비	연결형	디자인

기타 수술법
ACI 자가연골세포이식술

allograft 동종	이식

anconeus	rotational	flap 주근	회전	피판

anterior	capsular	release 전방	관절막	유리술

anterior	capsulectomy 전방	관절낭절제술

arthroscopic 관절경적

biceps	tenotomy 이두건	장두	건	절단술

capsulotomy 관절막	절개술

cementation 골	시멘트	고정법

cementless	stem 무시멘트	기둥

column	procedure 지주	술식

cryotherapy 냉치료 냉동치료

decompression 감압

docking	techinique 도킹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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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	osteotomy 원개	절골술

drilling 천공술

dynamic	splint 역동적	부목

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체외충격파	치료

fascial	sling	operation 근막	고리	술식

hinged	external	fixator 경첩형	외고정	장치

interfragmental	suture 골편간	봉합

intramuscular	transposition 근육내	전위술

Kocher	interval Kocher	간격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외측	폐쇄성	쐐기	절골술

lateral	collateral	ligament 외측	측부	인대

later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
tion

외측부	인대	재건술

lateral	column	procedure 외측	지주	술식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
tion

내측부	인대	재건술

medial	column	procedure 내측	지주	술식

medial	epicondylectomy 내	상과	절제술

medial	open	wedge	osteotomy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

Morrey	techinique Morrey	술식

needling	and	lavage 천공	및	세척

Nirschl's	operation Nirschl	수술

OATs	 가골연골	이식술

original	Jobe	techinique Jobe	술식

outerbridge-Kashiwagi	technique outerbridge-Kashiwagi	술식

partial	excision	of	radial	head 요골	두	부분	절제술

percutaneous	LUCL	reconstruction	 경피적	LUCL	재건술

radial	head	excision 요골	두	절제술	

radial	head	replacement 요골	두	치환술

radiofrequent	thermal	device 고주파	열치료기

retractor 견인기

shaver 절삭기

simple	decompression 단순	감압술

Speed's	V-Y	plasty Speed의	V-Y	성형술

step-cut	osteotomy 계단식	절골술

subcutaneous	transposition 피하	전위술

submuscular	transposition 근육	하	전위술

synovectomy 윤활막	제거술

tendon	transfer	 힘줄	이식

three-dimensional	osteotomy 삼차원	절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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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sition 전위술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척골	신경	전방	전위술

V-Y	triceps	advancement V-Y형	삼두근	전진술

인공관절
acromio-humeral	interval 견봉상완	간격

anteversion 전방	경사

bone	loss 골결핍

burring 연마술

bushing 부싱

buttress	plate 지지판

capsulorrhaphy	arthritis 관절방	봉합술	관절염

catastrophic	failure 파국적	실패

cement	gun 시멘트	주입기

cenral	bone	loss 중앙부	골손실

center	of	rotation 회전	중심

central	resoption 중앙부	골흡수

conformity 일치도

congruity 조화

constrained 구속형

constraint 구속

corrosion 부식

cuettage 소파술

dissociation 해리

drilling 천공술

erosion 미란

fin 돌출판

flange 플랜지

geometry 형상

glenoid	component 관절와	삽입물

glenoid	hemisphere 과절와	반구

hemiarthroplasty 반관절성형술

high	cross-linked	polyethylene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humeral-tuberosity	interval 상완결절간격

inclination 경사

ingrowth 내증식

keel 용골

kinematics 운동형상학

kinetics 동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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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lateralization 외측화

link	 연결형

locking	pin 잠김핀

longevity 수명

loosening 해리

malposition 이상위치

medialization 내측화

metal	block 금속	뒷받침

mismatch 부조화

mobilization 가동

modular 조립의

modular	type 조립식

neck-shaft	angle 경간각

offset 오프셋

orthopedic	axis 정형	축

osteolysis 골용해

overreaming 과도확공

oversize 과도측정

overstuffing 과도충전

overtension 과도장력

pegged 쐐기형

press-fit 압박고정

pripheral	deficiency 주변부	결손

prosthesis 인공삽입물,	의지

radiolucent	line 방사성	저음영선

radius	of	curvature 곡률반경

resection	guide 절제가이드

resurfacing 표면치환

retroversion 후방경사

reverse	prosthesis 역	인공	삽입물

revision 재수술

rocking	 요동

rocking	horse	mechanism 흔들목마	기전

salvage 구제

segmental	deficiency 분절	결손

semiconstrained 반구속형

snap	fit	device 발음성	적합기

soft	tissue	balancing 연부조직	균형

stability 안정성



43

방사선학  |

견
관

절
 주

관
절

학
 용

어
집

 (분
야

편
)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stem 스템

stress	shielding 응력차단

subsidense 침강

T	handled	reamer T형	손잡이	확공기

template 주형

tilting	motion 경사동작

Torsion 염전

total	shoulder	replacement	(TSR) 견관절	전치환술

traction 견인

trial 시험

trial	stem 시험	스템

triceps	reflection 삼두근	반전

triceps	sparing 삼두근	보존

unconstrained	 비구속형

underreaming 과소확공

undersize 과소측정

unlink 비연결

version 염전

vertical	crest 수직능

wear 마모

방사선학
acoustic	enhancement 후방음영증강

acoustic	shadowing 후방음영

anisotohic	reflection 비등방성	반사

anisotrophy 비등방성

anterior	transverse	view 앞	횡단면	영상

AP	15	degree	cephalad	view 전후	15도	두부	촬영

apico-oblique	view 첨부-사면	촬영

arthritis 관절염

arthrography 관절	조영술 관절조영술

artifact 허상

attenuation 감쇄

attenuation	coeficiency 감쇄정수

axillary	lateral	view 액와	측면	촬영

bone	window 골	영상

caudal	30	degree	tilting	view 미부	30도	기울임	촬영

combined	echoic	zone 혼합	에코	띠

concave	contour 오목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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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cone-down	AC	joint	view 콘-다운	견봉	쇄골	관절	촬영

contrast	enhancement 조영	증강

convex	contour 볼록	윤곽

coracoacromial	view 오구	견봉	단면	영상

deltoid	herniation 삼각근	탈출

doppler 도플러

draw	string	sign 끌림선	징후

enthesopathy 부착부	병증

fat	suppresion	image 지방	억제	영상

halo 테

high	resolution 고해상

high	signal	intensity 고	신호	강도

Hill-Sachs	view 힐삭스	촬영

hyper-echogenic	arc 고	에코	곡선

hyperechoic	zone 고	에코	영역

hypo-echoic 저	에코

hypoechoic	zone 저	에코	영역

landmark 표식자

lateral	coronal	view 외측	관상면	영상

low	signal	intensity 저	신호	강도

magic	angle	artifact 마술	각	허상

magnetic	resonance	arthrogram 자기	공명	관절	조영술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 MRI

missing	rotator	cuff 회전근	개	소실

oblique	coronal	section 경사	관상	단층면

oblique	sagittal	section 경사	시상	단층면

occult	fracture 숨은	골절 숨은	골절

paratenon 힘줄	주위	조직

posterior	sonic	shadow 후방	음영	결손

posterior	transverse	view 후	횡단면	영상

proton	density 양자	밀도

reberveration 반향

safe	geometric	tear	sign 직접	소견

segmental	narrowing	with	reversed	contour 부분	결손

signal	intensity 신호	강도

soft	tissue	window 연부	조직	영상

spin 스핀

step	off	deformity 층	변형

step	sign 계단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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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spinatus	outlet	view 극상근	출구	촬영

transducer 변환기

transverse	section 횡	단면

true	scapular	lateral	view 진성	견갑	측면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진성	견관절	전후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with	35	degree	
external	rotation	of	humerus

진성	견관절	35도	외회전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with	internal	
roation	of	humerus

진성	견관절	내회전	전후	촬영

unsafe	geometric	tear	sign 간접	소견

Velpeau	view 벨포	영상

weighted	image 강조	영상

West	Point	axillary	view 웨스트	포인트	액와	촬영

스포츠
진단, 치료
accelearation 가속

acromioclavicular	arthritis 견봉	쇄골	관절염

acupuncuture 침술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

agility 민첩성

agility	exercise 민첩성	운동

anaerobic	exercise 무산소	운동

anaphylaxis 과민증

blister,	bullae 물집,	수포

blood	doping	test 혈액	도핑검사

body	composition	assessment 체	조성	평가

body	mass	index	(BMI) 체	질량	지수

bulking	up 근육	키우기

cam	effect 캠	효과

closed	chain	exercise 닫힌	사슬	운동

concentric 동심성

conditioning	exercise 조건화	운동

contact	athlete 접촉성	운동선수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지속성	수동운동

coracoid	impingement	syndrome 오구	충돌	증후군 부리	충돌	증후군

core	stability 중심부	안정성

core	strengthening 중심부	강화

core	temperature 중심	체온

cryotherapy 냉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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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De	Quervain's	tenosynovitis Dequervain	건초염

deceleration 감속

dehydration 탈수증

dietary	management 식이요법

dietary	regimens 식이처방

doppler	ultrasonography 도플러	초음파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이원적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

dynamic	ultrasonography 동적	초음파

early	cocking 얼리	코킹

eccentric 편심성

electric	stimulation 전기	자극

electrical	impedance 전압	전류비

endurance 지구력

endurance	event 지구력	경기

endurance	training 지구력	훈련

exercise-induced	anaphylaxis 운동	유발성	과민증

exercise-related 운동연관성

exertional	migraines	 노작성	편두통

fiber	(dietary)	 섬유소	(식이)	

flexibility	 유연성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	 관절와	상완	내회전	결손

gymnastics	 체조				

heat	therapy 열치료

high	voltage	galvanic	stimulation	 고전압	전기	자극

humeral	retroversion 상완골	후방경사

hydration 수화

hydrotherapy 수치료

hyperlaxity 과이완

hyperthermia 고체온증

hypothermia 저체온증

hypoxic	injury 저산소	손상

impingement	syndrome 충돌	증후군

injury	prevention 손상	방지

interferential	stimulation 간섭	자극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내적	충돌	증후군

interscalene	anesthesia 사각근간	마취

iontophoresis 이온영동법

isokinetic 등속성

isometric 등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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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nic 등장성

jumping	event 도약경기

kerlan-jobe	orthopaedic	clinic	(KJOC)	questionnaire KJOC	설문지

laser	therapy 레이저	치료

late	cocking 레이트	코킹

little	leaguer's	elbow 소아	야구	주 리틀리그팔꿈치

little	leaguer's	shoulder 소아	야구	견 리틀리그	어깨

low	voltage	stimulation 저전압	자극

low-intensity	pulsed	ultrasound	(LIPUS)	treatment 저강도	진동	초음파	치료

magnetic	field	therapy 자장	치료

manual	therapy 도수	치료

meniscoid	labrum 반월상	연골형	관절와순	

microinstability 미세	불안정성

microtrauma 미세	외상

mouth	guards 구강	보호대

muscle	conditioning 근육	컨디셔닝

muscle	energy	technique 근에너지	기법

neuromuscular	stimulator 신경근	자극

off-season 오프	시즌	

open	chain	exercise 열린	사슬	운동

os	acromiale 견봉	골 어깨천장뼈	분리증

overtraining	syndrome 과훈련	증후군

overuse	injury 과사용	손상 과사용	손상

peel	back	mechanism peel	back	기전

phonophoresis 음파영동

plyometrics 플리오	메트릭

point	stimulators 점	자극

posterior	impingement	syndrome 후방	충돌	증후군

postural	retraining 자세	훈련

power	conditioning 파워	컨디셔닝

power	training 근력	훈련

pre-season	assessment 시즌	전	평가

proprioception 고유	체위감

proprioceptive	exercise 고유감각	운동

protective	equipment 보호	장비

protective	taping 보호	테이핑

pseudolaxity 가성	이완

running	spike 런닝	스파이크

scapular	dyskinesis 견갑	이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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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impingement	syndrome 이차성	충돌	증후군

selective	strengthening 선택적	강화

shoulder	shrug	exercise 어깨	움츠리기	운동

SLAC	lesion	(superior	labrum	anterior	
cuff	lesion)

SLAC	병변

SLAP	lesion SLAP	병변

sleeper	stretch	exercise 수면자세	신장운동

strength	conditioning 근력	컨디셔닝

strength	training 근력	훈련

strengthening 근력	강화 근력강화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견봉	하	충돌	증후군

tensile	overload 인장	과부하

throwing	athlete 던지기	운동선수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경피	전기	신경	자극

Velpeu	bandage 벨포	붕대

visual	analogue	scale	(VAS) 주관적	시각	척도

warm-down	exercise 정리	운동

warm-up	exercise 준비	운동

whiplash	injury 편타성	손상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견봉하	충돌	증후군

스포츠
구기종목
핸드볼
blocking 블로킹

bound	pass 지면	패스

charging 차징

chest	pass 가슴	패스

circle	pass 원형	패스

intercept 가로채기

juggle 저글

테니스
garbage	shot 행운	샷

backhand 백핸드

backswing 백스윙

volley 발리

던지기



49

스포츠  |

견
관

절
 주

관
절

학
 용

어
집

 (분
야

편
) 

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acceleration	phase 가속기

cocking	phase 거상기

decelaration	phase 감속기

follow	through	phase 후속기

overhead	throw 오베	헤드	투구

side	arm	throw 사이드	암	투구

wind	up 준비기

탁구 스윙
finish 종료

followthrough 타구	후	마무리

forward	swing 전방	스윙

impact 가격

takeback	(backswing) 뒤로빼기

볼링 투구 동작
back	swing 공후진

down	swing 아래로	던지기

follow	through	phase 투구	후	마무리

forward	swing 공전진

push	away 밀어치기

release 던지기

stance 발벌린	자세

기타 종목
자전거
bank 옥외	경륜	경기장

bourrelet 보호장애물

domifond	race 도미폰	레이스

road	racer 경륜용	자전거

seatpost 안장고정용	파이프

수영
backstroke 배영

breaststroke 평영

butterfly	stroke 접영

catch 잡기

front	crawl	stroke 자유형

pull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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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천용어 일반인 용어

push	away 밀기

push	off 차기

reach	(entry) 입수

recovery 회복

stroke 스트로크

스키
accelerated	turn 가속	회전

analogue	turn 연속	회전

binding 바인딩

carved	turn 카빙	회전

carving	ski 카빙	스키

cross	country 장거리	경기

javelin	turn 십자가	회전

jet	turn 분사회전

kinesthetic	sense 운동	감각

parallel	turn 평행	회전

plough	turn 제동	회전

short	turn 짧은	회전

skier's	thumb 스키	무지

slalom 회전	경기

snow	blindness 설맹

stem	turn 반제동	회전



제2편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전체편)

The Shoulder & Elbow Dictionary

KSES 대한견주관절학회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대 한 어 깨 · 팔 꿈 치 관 절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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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duction 외전

abrasion	arthroplasty 연마	관절	성형술

abrasion	sign 마모	징후

absorbable 흡수성

accelearation 가속

accelerated	turn 가속	회전

acceleration	phase 가속기

accessory	collateral	ligament 부	측부	인대

ACI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자가연골세포이식술

acoustic	enhancement 후방음영증강

acoustic	shadowing 후방음영

acromioclavicular	arthritis 견봉	쇄골	관절염

acromioclavicular	joint 견봉	쇄골	관절

acromioclavicular	ligament 견봉	쇄골	인대

acromio-humeral	interval 견봉상완	간격

acromion 견봉

acromion	fracture 견봉	골절

acromionectomy 견봉	절제술

acromionizer 견봉	연마기

acromioplasty 견봉	성형술

active	compression	test 능동압박검사

active	motion 능동	운동

acupuncture 침술

adduction 내전

adhesiolysis 유착박리술

adhesive	capsulitis 유착성	관절낭염

Adson	test 애드슨	검사

advancement 전진술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

agility 민첩성

agility	exercise 민첩성	운동

allograft 동종	이식

ALPSA	lesion	(anterior	labroligamentous	periosteal	sleeve	avulsion) ALPSA	병변

AMBRII 비외상성	다방향	불안정증

anaerobic	exercise 무산소	운동

analogue	turn 연속	회전

anaphylaxis 과민증

anastomosis 문합

anatomical	neck 해부학적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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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nal	neck	fracture 해부학적	경부	골절

anchor 나사못

anchor	arthropathy 고정나사	관절병증

anchor	pull-out 나사못	이탈

anconeus 팔꿈치근

anconeus	arthroplasty 주근	관절	성형술

anconeus	rotational	flap 주근	회전	피판

anisotropic	reflection 비등방성	반사

anisotropy 비등방성

annular	ligament 윤상	인대

anterior	bundle 전방	다발

antagonist 길항근

anterioinferior	portal 전하방	삽입구

anterior	approach 전방	도달법

anterior	capsular	release 전방	관절막	유리술

anterior	capsulectomy 전방	관절낭절제술

anterior	elbow	dislocation 주관절	전방	탈구

anterior	humeral	circumflex	artery 전	상완	회선	동맥

anterior	instability 전방	불안정증

an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전	골간	신경	증후군

anterior	oblique	ligament 전방	사형	인대

anterior	portal 전방	삽입구

anterior	slide	test 전방	활주	검사

anterior	transverse	view 전	횡단면	영상

anterolateral	portal 전외측	삽입구

anteromedial	portal 전내측	삽입구

anterosuperior 전상방	삽입구

anterosuperior	escape 전상방	탈출

anteversion 전방	경사

antibiotic-impregnated	cement	spacer 항생제	혼합	시멘트	충전물

AP	15	degree	cephalad	view 전후	15도	두부	촬영

apico-oblique	view 첨부-사면	촬영

apprehension 불안감

apprehension	position 불안감	자세

apprehension	test 불안감	검사

arcade	of	Frohse Frohse	궁

arcade	of	Struthers Struthers	궁

arcuate	artery 활꼴	동맥

arcuate	ligament	of	Osborne Osborne	활골	인대

arthritis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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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ocentesis	 관절천자

arthrodesis	 관절	고정술

arthrography 관절	조영술

arthroplasty 관절	성형술

arthroscopic 관절경적

arthroscopic	capsular	release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

arthroscopic	synovectomy	 관절경적	윤활막	제거술

arthrosis 관절증

arthrotomy	 관절낭	절개술

articular	disc 관절	원판

articular	side	tear 관절측	파열

artifact 허상

atrophy 위축

attenuation 감쇄

attenuation	coeficiency 감쇄정수

avascular	necrosis	of	humeral	head 상완골	두	무혈성	괴사

awl 정

axillary	approach 액와	도달법

axillary	lateral	view 액와	측면	촬영

axillary	lymph	node 액와	림프	절

axillary	nerve 액와	신경

axillary	pouch 액와	주머니

axillary	recess 액와	오목

B
back	swing 공후진

backhand 백핸드

backstroke 배영

backswing 백스윙

bacterial	subacromial	bursitis 세균성	견봉	하	점액낭염

bank 옥외	경륜	경기장

Bankart	lesion Bankart	병변

Bankart	operation Bankart	수술

bare	area 민둥	부위

basilic	vein 기저	정맥

basket	forcep 바구니	집게

Baumann	angle Baumann	각

beach	chair	position 해변	의자	체위

bear	hug	test	 bear	hug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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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y	press	test 복부	압박	검사

Bennett	lesion Bennett	병변

biceps	brachii 상완이두근

biceps	instability	test 이두근	불안정성	검사

biceps	load	test 이두근	부하	검사

biceps	reflex 이두근	반사

biceps	squeeze	test 이두	압착	검사

biceps	tenotomy 이두건	장두	건	절단술

bicipital	groove 상완	이두근	구

bicipital	tendinitis 상완이두건염

bicipital	tuberosity 이두	조면

biconcave	glenoid 이중	오목	관절와

bicpes	pulley 이두근	활차

binding 바인딩

bioabsorbable 생흡수성

biologic	glenoid	resurfacing 생체	관절와	표면	치환술

biologic	resurfacing 생물학적	치환술

birth	palsy 분만	마비

blanching	test 창백	검사

blister,	bullae 물집,	수포

blocking 블로킹

blood	doping	test 혈액	도핑검사

blunt	trochar 무딘	투관침

body	composition	assessment 체	조성	평가

body	mass	index	(BMI) 체	질량	지수

bone	loss 골	결핍

bone	punch 골	펀치

bone	window 골	영상

bony	Bankart 골성	Bankart	병변

book	lift	test 책들기	검사

bound	pass 지면	패스

bourrelet 보호장애물

brachial	angiography 상완	동맥	조영술

brachial	artery 상완	동맥

brachial	plexus 상완신경총

brachial	plexus	injury 상완신경총	손상

brachial	plexus	neuropathy 상완신경총	신경병증

brachial	vein 상완	정맥

brachialis 상완근

brachioradial	reflex 상완요골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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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ioradialis 상완요근

braided 꼬인	다발	가닥

breaststroke 평영

Bristow	procedure Bristow	술식

bubble	sign 거품	징후

Buford	complex Buford	복합체	

bulking	up 근육	키우기

burr 연마기

burring 연마술

bursa 점액낭

bursal	side	tear 점액낭측	파열

bursectomy 점액낭	절제술

bursoscopy 점액낭경

bushing 부싱

butterfly	stroke 접영

buttress	plate 지지판

C
calcific	bulging	sign 석회화	팽윤	징후

calcific	deposit 석회	참착물

calcific	stage 석회기

calcific	tendinitis
calcific	tendinopathy
calcific	tendonitis

석회화	건염

cam	effect 캠	효과

cannula 삽입관

capitellum 소두

capitellum	fracture 소두	골절

capsular	advancement 관절막	전진술

capsular	imbrication 관절막	중첩술

capsular	ligament 관절막	인대

capsular	midsubstance	tear 관절막	중간부	파열

capsular	plication 관절막	중첩술

capsular	redundancy 관절막	과잉

capsular	release 관절막	유리술

capsular	shift 관절막	이동술

capsulolabral	complex 관절막-관절순	복합체

capsulolabroplasty 관절막	순	성형술

capsulo-ligamentous	complex 관절막-인대	복합체



58

|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전체편)

capsulorrhaphy 관절막	봉합술

capsulorrhaphy	arthritis 관절방	봉합술	관절염

capsulorrhaphy	arthropathy 관절막	봉합술	관절병증

capsulotomy 관절막	절개술

carpal	tunnel	syndrome 수근관	증후군

carrying	angle 운반각

cartilagenus	joint 연골	관절

carved	turn 카빙	회전

carving	ski 카빙	스키

catastrophic	failure 파국적	실패

catch 잡기

catching 걸림

caudal	30	degree	tilting	view 미부	30도	기울임	촬영

cautery 소작기

cement 시멘트

cement	gun 시멘트	주입기

cementation 골	시멘트	고정법

cementless	stem 무시멘트	기둥

cenral	bone	loss 중앙부	골손실

center	of	rotation 회전	중심

central	resoption 중앙부	골흡수

cephalic	vein 두	정맥

cerclage	suture 원형결찰	봉합

cervical	rib 경추	늑골

cervical	rib	syndrome 경늑골	증후군

chair	push-up	test 의자	팔굽혀펴기	검사

charging 차징

chest	pass 가슴	패스

chief	complaint 주	증상

chondrolysis 점액낭염

circle	pass 원형	패스

CIST	(concealed	intratendinous	subscapularis	tendon	tear) CIST	병변

clamp 클램프

clavicle	fracture 쇄골	골절

CLEER	(combined	loss	of	elevation	and	external	rotation) 거상	및	외회전	동시	소실

clicking 딸깍거림

closed	chain	exercise 닫힌	사슬	운동

clunk 덜컹거림

cocking	phase 거상기

column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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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procedure 지주	술식

combined	echoic	zone 혼합	에코	띠

comma	sign 콤마	징후

compass	hinged	external	fixator 각도조절형	외고정장치

compression	rotation	test 압박	회전	검사

compression	test 압박	검사

concave	contour 오목	윤곽

concentric 구심성

concentric	reaming 구심성	확공

conditioning	exercise 조건화	운동

cone-down	AC	joint	view 콘-다운	견봉	쇄골	관절	촬영

conformity 일치도

congruity 조화

conoid 원추체

constrained 구속형

constrained	design 구속형	디자인

constraint 구속

contact	athlete 접촉성	운동선수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지속성	수동운동

contracture 구축

contrast	enhancement 조영	증강

convex	contour 볼록	윤곽

coracoacromial	ligament 오구	견봉인대

coracoacromial	view 오구	견봉	단면	영상

coracobrachialis 오구상완근

coracoclavicular	ligament 오구	쇄골	인대

coracohumeral	distance 오구	상완	간격

coracoid	impingement	sign 오구	충돌	징후

coracoid	impingement	syndrome 오구	충돌	증후군

coracoid	process 오구	돌기

coracoid	process	fracture 오구	돌기	골절

coracoplasty 오구	성형술

corkscrew 코르크	나사못

core	stability 중심부	안정성

core	strengthening 중심부	강화

core	temperature 중심	체온

coronoid	fossa 구상	와

coronoid	process 구상	돌기

coronoid	process	fracture 구상	돌기	골절

corrosion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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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oclavicular	ligament 늑쇄	인대

costoclavicular	syndrome 늑쇄	증후군

counterforce	brace 대항력	보조기

Cozen's	test Cozen	검사

coracoacromial	arch 오구	견봉	궁

coracohumeral	ligament 오구	상완	인대

crank	test 크랭크	검사

crepitation
crepitus

염발음

crescent	shape	 초승달	형

crescent	shaped	tear 초승달	형	파열

crochet	hook 크로셰	갈고리

cross	body	adduction	test 교차	체간	내전	검사

cross	country 장거리	경기

cryotherapy 냉치료

CTA	(cuff	tear	arthropathy)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cubital	tunnel	syndrome 주관	증후군

cubitus	valgus	deformity 외반	주	변형

cubitus	varus	deformity 내반	주	변형

curettage 소파술

cuff	arthropathy 근개	관절병증

curette 소파기

curved 만곡형

cutting	block	technique Cutting	block	방법

D
Darrach	retractor Darrach	견인기

De	Quervain's	tenosynovitis Dequervain	건초염

dead	arm	sign 마비	상완	징후

dead	arm	syndrome 마비	상완	증후군

debridement 변연	절제술

debridement	arthroplasty 변연	절제	관절	성형술

decelaration	phase 감속기

deceleration 감속

decompression 감압

degenerative	arthritis 퇴행성	관절염

dehydration 탈수증

delaminated	tear 판분리	파열

deltoid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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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oid	atony 삼각근	무력증

deltoid	herniation 삼각근	탈출

deltoid	splitting	approach 삼각근	분리	도달법

deltopectoral	approach 삼각	흉근	도달법

dermatomyositis	 피부근염

dietary	management 식이요법

dietary	regimens 식이처방

dimpling 함몰

dislocation 탈구

disloc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탈구

dissociation 해리

distraction	arhtroplasty 신연	관절	성형술

distration	test 신연	검사

docking	techinique 도킹	술식

dome	osteotomy 원개	절골술

domifond	race 도미폰	레이스

doppler 도플러

doppler	ultrasonography 도플러	초음파

dorsal	scapular	nerve	injury 배측	견갑	신경	손상

double	row	repair 이열	봉합술

down	swing 아래로	던지기

draw	string	sign 끌림선	징후

drawer	test 전위	검사

drill 천공기

drilling 천공술

drive	through	sign drive-through	징후

drop	arm	sign 낙하	상완	징후

drop	sign 낙하	징후

dry	needling 건조	천공술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이원적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

Duchenne	sign Duchennne	징후

Duncan	knot Duncan	매듭

dynamic	constraint 동적	구속물

dynamic	splint 역동적	부목

dynamic	ultrasonography 동적	초음파

dysplastic	glenoid	 관절와	이형성

E
early	cocking 얼리	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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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entric 편심성	

ec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

edge 모서리

edge	stability 변연	안정성

Egawa	test Egawa	검사

Ehlers-Danlos	증후군 Ehlers-Danlos	증후군

elbow	flexion	test 주관절	굴곡	검사

elbow	flexoplasty 주관절	굴곡	성형술

elbow	joint	functional	assessment 주관절	기능	평가

elbow	stiffness 주관절	강직

electric	stimulation 전기	자극

electrical	impedance 전압	전류비

electrocautery 전기소작기

empty	can	test 캔	비우기	검사

endurance 지구력

endurance	event 지구력	경기

endurance	training 지구력	훈련

engaging	Hill-Sachs 감입성	Hill-Sachs	병변

enthesitis 부착부염

enthesopathy 부착부	병증

Erb's	palsy Erb	마비

erosion 미란

Essex-Lopresti	injury Essex-Lopresti	손상

exercise-induced	anaphylaxis 운동	유발성	과민증

exercise-related 운동연관성

exertional	migraines	 노작성	편두통

extensile	medial	approach 광범위	내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lateral	approach 광범위	후외측	도달법

extensile	posteromedial	approach 광범위	후내측	도달법

extension 신전

extension	impingement	test 신전	충돌	테스트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단	요	수근	신근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장	요	수근	신근

extensor	carpi	ulnaris 척	수근	신근

extensor	digiti	minimi 소지	신근

extensor	digitorum 수지	신근

external 바깥

external	rotation 외회전

external	rotation	lag	sign 외회전	지연	징후

extra-articular	fusion 관절외	고정술



63

F  |

견
관

절
 주

관
절

학
 용

어
집

 (전
체

편
)

extracorporeal	shockwave	therapy 체외충격파	치료

F
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FSHMD) 안면	견갑	상완형	근	이영양증

fascial	sling	operation 근막	고리	술식

fat	pad	sign 지방	패드	징후

fat	suppression	image 지방	억제	영상

fatigue 피로

fiber	(dietary)	 섬유소	(식이)	

fibrocartilage 섬유	연골

fin 돌출판

finish 종료

flail	shoulder 동요	견관절

flake	sign	 flake	징후

flange 플랜지

flap	tear 피판	파열

flat 편평

flexibility	 유연성

flexion 굴곡

flexor	carpi	radialis 요	수근	굴근

flexor	carpi	ulnaris 척	수근	굴근

flexor	digitorum	profundus 심	수지	굴근

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천	수지	굴근

flexor	pollicis	longus 장	무지	굴근

floating	clavicle	 부유	쇄골

floating	shoulder 부유	견관절

fluctuation 파동

follow	through	phase 투구	후	마무리

followthrough 타구	후	마무리

force	couple 짝힘

forequarter	amputation 견갑	흉곽간	절단술

formative	stage 형성기

forward	flexion 전방	굴곡

forward	swing 전방	스윙

four	part	fracture 사분	골절

fraying 해짐

freezing	stage 결빙기

Froment's	sign Froment	징후

front	crawl	stroke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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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shoulder	 동결	견

frozen	stage 동결기

full	can	test 캔	채우기	검사

fulcrum	test 지렛점	검사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전층	파열

full-thickness	conversion	and	repair	 전층	파열	전환	후	봉합술

functional	arthroplasty 기능적	관절	성형술

G
ganglion 결절증

garbage	shot 행운	샷

Gelpi	retractor Gelpi	견인기

geometry 형상

girdle 연결대

GLAD	(glenolabral	articular	disruption) GLAD	병변

glenohumeral	arthrodesis 관절와	상완	관절	고정술

glenohumeral	fusion 관절와	상완	유합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	 관절와	상완	내회전	결손

glenohumeral	joint 관절와	상완	관절

glenohumeral	rhythm 관절와	상완	리듬

glenoid	centerline 관절와	중심선

glenoid	component 관절와	삽입물

glenoid	hemisphere 관절와	반구

glenoid	hypoplasia 관절와	저형성증

glenoid	labrum 관절와	순

glenoid	loosening 관절와	해리

gliding 마멸

global	fatty	degeneration	index	(GFDI) 회전근	개	지방	변성도

golfer’s	elbow 골퍼	앨보우

gothic	arc 고딕	아크

gout 통풍

Goutallier	classification Goutallier	분류법

grasper 파악기

grasping	suture 파악	봉합

greater	tubercle 대	결절

greater	tuberosity	fracture 대결절	골절

gymnastics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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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GL	lesion	(humeral	avulsion	of	glenohumeral	ligament) HAGL	병변

half-hitch	knot 반	매듭

halo 테

Hawkins	sign Hawkins	징후

head-splitting	fracture 상완골	두	분열	골절

heat	therapy 열치료

heatness 열감

Heinig	view Heinig	촬영법

hemiarthroplasty 반관절성형술

hetero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

high	cross-linked	polyethylene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high	median	nerve	palsy 상위	정중	신경	마비

high	radial	nerve	palsy 상위	요골	신경	마비

high	resolution 고해상

high	signal	intensity 고	신호	강도

high	ulnar	nerve	palsy 상위	척골	신경	마비

high	voltage	galvanic	stimulation	 고전압	전기	자극

Hill-Sachs	lesion 힐삭스	병변

Hill-Sachs	view 힐삭스	촬영

hinged 경첩형

hinged	brace 경첩식	부목	고정

hinged	external	fixator 경첩형	외고정	장치

Hobbs	view Hobbs	촬영법

hornblower's	sign 호른	부는	사람	징후

hooked 갈고리형

horizontal	tear 수평	파열

humeral	retroversion 상완골	후방경사

humeral-tuberosity	interval 상완결절간격

humerus 상완골

humerus	shaft	fracture 상완골	간부	골절

hyaline	cartiage 초자	연골

hydration 수화

hydraulic	distension 수압	팽창술

hydrotherapy 수치료

hyperabduction	syndrome 과외전	증후군

hyperabduction	test	 과외전	검사

hyper-echogenic	arc 고	에코	곡선

hyperechoic	zone 고	에코	영역

hyperlaxity 과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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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mobility 과가동성

hyperthermia 고체온증

hypertrophy 과증식

hypo-echoic 저	에코

hypoechoic	zone 저	에코	영역

hypothermia 저체온증

hypoxic	injury 저산소	손상

I
impact 가격

impacted	fracture 감입	골절

impactor 감입기

Impingement	sign 충돌	징후

impingement	syndrome 충돌	증후군

Impingement	test 충돌	검사

impression	fracture	of	articualr	surface 상와골	두	관절면	감입	골절

inclination 경사

inferior	capsular	shift	 하방	관절막	이동술

inferior	genohumeral	ligament 하	관절와	상완	인대

Inferior	translation	test 하방	전위	검사

infraclavicular	approach 쇄골하	접근법

infraspinatus	fossa 극하	와

ingrowth 내증식

injury	prevention 손상	방지

Inspection 시진

instability 불안정성

intercept 가로채기

interclavicular	ligament 쇄골간	인대

Intercondylar	fracture 과간	골절

interferential	stimulation 간섭	자극

interfragmental	suture 골편간	봉합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내적	충돌	증후군

internal	rotation 내회전

internal	rotation	at	the	back 후방	내회전

interposition	arthroplasty 개재	관절	성형술

interposition	distraction	arthroplasty 개재	신연	관절	성형술

interscalene	anesthesia 사각근간	마취

interscalene	approach	 사각근간	접근법

intertubercular	sulcus 결절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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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slide 간격	활주

intra-articular	fusion 관절내	고정술

intramedullary	locking	nailing 골수강	내	고정술

intramuscular	transposition 근육내	전위술

intratendinous	tear 건내파열

iontophoresis 이온영동법

irreducible	dislocation 정복되지	않는	탈구

isokinetic 등속성

isometric 등척성

isometric	point		 등척점

isometric	strengthening	exercise 등척성	근력	운동

isotonic 등장성

isotonic	strengthening	exercise 등장성	근력	운동

J
javelin	turn 십자가	회전

jerk	test 약동	검사

jet	turn 분사회전

Jobe	test Jobe	검사

joint	capsule 관절막

juggle 저글

jumping	event 도약경기

K
Kaplan's	test Kaplan	검사

keel 용골

kerlan-jobe	orthopaedic	clinic	(KJOC)	questionnaire KJOC	설문지

Kiloh-Nevin	sign Kiloh-Nevin	징후

kinematics 운동형상학

kinesthetic	sense 운동	감각

kinetics 동영학

Klumpke's	palsy Klumpke	마비

knot	pusher 매듭	밀대

knot	security 매듭	안정성

knot	tying 매듭	만들기

knotless 비매듭

knotless	suture	anchor 비매듭	봉합	나사못

Kocher	approach Kocher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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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er	interval Kocher	간격

L
lag	sign 지연	징후

lamination 층상	배열

landmark 표식자

large	tear 대	파열

laser	therapy 레이저	치료

Latarjet	procedure Latarjet	술식

late	cocking 레이트	코킹

lateral	acromion	angle 외측	견봉각

lateral	approach 외측	도달법

lateral	brachial	cutaneous	nerve 외측	상완	피부	신경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외측	닫힘	쐐기형	절골술

lateral	collateral	ligament 외측	측부	인대

later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외측부	인대	재건술

lateral	column	procedure	 외측	지주	술식

lateral	condyle	fracture 외과	골절

lateral	coronal	view 외측	관상면	영상

lateral	curtain 외측	휘장

lateral	decubitus	position 측와위

lateral	edge	portal 외측	연	삽입구

lateral	epicondyle 외상과

lateral	epicondyle	fracture 외상과	골절

lateral	epicondylitis 외상과염

lateral	pivot	shift	test 외측	축	이동	검사

lateral	portal 외측	삽입구

lateral	slide	measurement 외측	활주	측정

lateral	supracondylar	column 외측	과상부	기둥

lateral	supracondylar	ridge 외측	과상부	능선

lateral	T-plasty	capsulotomy 외측	T형	관절낭	절개술

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 외측	척골	측부	인대

lateralization 외측화

latissimus	dorsi 광배근

latissimus	dorsi	transfer	 광배건	이전술

lavage 세척술

laxity 이완

lesser	tubercle 소	결절

lesser	tuberosity	fracture 소결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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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ator	scapulae 견갑거근

lift	off	test 등	떼기	검사

link	 연결형

linked	arthroplasty 연결형	관절	성형술

linked	design 연결형	디자인

little	leaguer's	elbow 소아	야구	주

little	leaguer's	shoulder 소아	야구	견

load	shift	test 부하	이동	검사

locked	dislocation 잠김	탈구

locked	intramedullary	nail	 잠김	골수강내	금속정	

locked	mattress	suture 잠김	메트레스	봉합법

locking 잠김

locking	pin 잠김핀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long	thoracic	nerve	injury 장흉	신경	손상

longevity 수명

longitudinal	tear 종	파열

loop 고리

loop	limb 고리	가닥

loop	security 고리	안전성

loop	strand 고리	가닥

loose	body 유리체

loosening 해리

low	signal	intensity 저	신호	강도

low	voltage	stimulation 저전압	자극

low-intensity	pulsed	ultrasound	(LIPUS)	treatment 저강도	진동	초음파	치료

L-shape L자	형

L-shaped	tear L형	파열

lump 종괴

lymph	vessel 림프	관

M
macroinstability 거대	불안정성

magic	angle	artifact 마술	각	허상

magnetic	field	therapy 자장	치료

magnetic	resonance	arthrogram 자기	공명	관절	조영술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

Magnuson	Stack	procedure Magnuson	Stack	술식

malposition 이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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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 도수	조작

manual	therapy 도수	치료

margin	convergence	technique 가장자리	모음	술식

marking	pen 표지	펜

massive	contracted	immobile	tear 광범위	위축	고정성	파열

massive	tear 광범위	파열

Maudsley's	test Maudsley	검사

MDI	(multidirectional	instability) 다방향	불안정성

medial	approach 내측	도달법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내측부	인대	재건술

medial	column	procedure 내측	지주	술식

medial	condyle	fracture 내과	골절

medial	epicondyle 내상과

medial	epicondyle	fracture 내상과	골절

medial	epicondylectomy 내상과	절제술

medial	epicondylitis 내상과염

medial	open	wedge	osteotomy 내측	개방성	쐐기	절골술

medial	supracondylar	column 내측	과상부	기둥

medial	supracondylar	ridge 내측	과상부	능선

medialization 내측화

median	nerve 정중	신경

median	nerve	entrapment	syndrome 정중	신경	포착	증후군

median	vein 정중	정맥

medium	tear 중	파열

meniscoid	labrum 반월상	연골형	관절와순	

metal	back 금속	뒤판

metal	block 금속	뒷받침

metal	to	metal	hinge	prosthesis 금속대	금속	경첩	인공물

metal-backed	glenoid	implant 금속	받침	관절와	치환물

metaphyseal	artery 골간단	동맥

microfracture 미세	천공술

microinstability 미세	불안정성

microtrauma 미세	외상

middle	glenohumeral	ligament 중	관절와	상완	인대

Mill's	test Mill	검사

mini	open 소절개

minimally	invasive	osteosynthesis	 최소	침습적	골유합술

mini-open	repair 소절개	복원술

mismatch 부조화

missing	rotator	cuff 회전근	개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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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ation 가동

modified	Campbell	Thompson	test 변형	Campbell	Thompson	검사

modular 조립의

modular	type 조립식

monitor 모니터

monofilament 단일	가닥

Morrey	techinique Morrey	술식

motorized 전동

mouth	guards 구강	보호대

moving	valgus	stress	test 이동	외반	부하	검사

MUA 마취하	도수	조작술

muscle	conditioning 근육	컨디셔닝

muscle	energy	techniques 근에너지	기법

musculocutaneous	nerve 근피	신경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	통증	증후군

myositis	ossificans 화골성	근염

N
neck-shaft	angle 경간각

needling	and	lavage 천공	및	세척

Neer	sign Neer	징후

nerve	gliding	exercise 신경	활주	운동

neurilemmoma 신경초종

neuromuscular	stimulator 신경근	자극

neuropraxia 신경	진탕

neurotization 신경	이식

neurotmesis 신경	단열

Nicola	procedure Nicola	술식

night	pain 야간통

Nirschl’s	operation Nirschl	수술

nociceptor 통각	수용기

non-constrained 비구속형

non-sliding	knot 비활주	매듭

nutrient	artery 영양	동맥

O
O'	Brien	flexion-adductuin	test O'	Brien	굴곡	내전	검사

O'	Brien	test O'	Brien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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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s	 자가골연골	이식술

oblique	coronal	section 경사	관상	단층면

oblique	sagittal	section 경사	시상	단층면

oblique	tear 사상	파열

occult	fracture 숨은	골절

occupation	ratio 점유율

off-season 오프	시즌	

offset 오프셋

offset	ratio 오프셋	비율

olecranon 주두

olecranon	bursitis 주두	점액낭염

olecranon	fossa 주두	와

olecranon	fracture 주두	골절

open	chain	exercise 열린	사슬	운동

original	Jobe	techinique Jobe	술식

orthopedic	axis 정형	축

os	acromiale 견봉	골

ossifying	tendinitis 골화성	건염

osteoarthritis 골관절염

osteocapsular	arthroplasty 골관절막	성형술

osteochondral	allograft	transter 골연골	동종	이식술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fer 골연골	자가	이식술

osteochondritis	dissecans 박리성	골연골염

osteolysis 골용해

osteonecrosis	of	humeral	head 상완골	두	골	괴사증

osteotomy 절골술

outerbridge-Kashiwagi	technique outerbridge-Kashiwagi	술식

over	tie 위로	묶기

overhand 윗돌리기

overhead	throw 오베	헤드	투구

overreaming 과도확공

oversize 과도측정

overstuffing 과도충전

overtension 과도장력

overtraining	syndrome 과훈련	증후군

overuse	injury 과사용	손상

P
pad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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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통증

painful	arc 동통	궁

palmaris	longus 장장근

palpation 촉진

palsy 마비

parallel	turn 평행	회전

parasthesia 이상	감각증

paratenon 힘줄	주위	조직

partial	excision	of	radial	head 요골	두	부분	절제술

partial	repair 부분	봉합술

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부분층	파열

passive	motion 수동	운동

past	history 과거력

past	pointing 매듭	넘어	조임

PASTA	lesion	(partial	articular	supraspinatus	tendon	avulsion) PASTA	병변

Patte	classification Patte	분류

pectoralis	major	transfer 대흉근	이전술

pectoralis	reflex 흉근	반사

peel	back	mechanism peel	back	기전

peel	back	motion 박피동작

pegged 쐐기형

percutaneous	LUCL	reconstruction	 경피적	LUCL	재건술

periosteal	artery 골막	동맥

periosteal	elevator 골막	거상기

peripheral	nerve 말초	신경

Perthes	lesion Perthes	병변	

phonophoresis 음파영동

physical	examination 신체	검사

plastic	cannula 플라스틱	삽입관

plough	turn 제동	회전

plyometrics 플리오	메트릭

point	stimulator 점	자극

popping 펑함

post 매듭	기둥

post	bundle 후방	다발

post	limb
post	strand

기둥	가닥

posterior	curtain	 후방	휘장

postercalcific	stage 석회	후기

posterior	acoustic	shadowing 후방	음향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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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ior	apprehension	test 후방	불안	유발	검사

posterior	bone	block 후방	골방책	

posterior	central	portal 후방	중앙	삽입구

posterior	drawer	test 후방	전위	검사

posterior	elbow	dislocation 주관절	후방	탈구

posterior	humeral	circumflex	artery 후	상완	회선	동맥

posterior	impingement	sign 후방	충돌	징후

posterior	impingement	syndrome 후방	충돌	증후군

posterior	instability 후방	불안정증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후	골간	신경	증후군

posterior	portal 후방	삽입구

posterior	sonic	shadow 후방	음영	결손

posterior	transhumeral	approach 후방	경	상완골	도달법

posterior	transolecranon	approach 후방	경	주두	도달법

posterior	transverse	view 후	횡단면	영상

posterior	triceps	splitting	approach 후방	삼두근	분리	도달법

posteroinferior	capsular	shift 후하방	관절막	이동술

posterolateral	approach 후외측	도달법

posterolateral	instability	test 후외측	불안정성	검사

posterolateral	portal 후외측	삽입구

posterolateral	rotatory	drawer	test 후외측	회전	전위	검사

posterolateral	rotatory	instability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posteromedial	approach 후내측	도달법

posteromedial	impingement 후내측	충돌

posteromedial	portal 후내측	삽입구

posteromedial	rotatory	instability 후내측	회전	불안정증

postural	retraining 자세	훈련

pouch 주머니

power	conditioning 파워	컨디셔닝

power	training 근력	훈련

preadhesive	stage 유착	전	단계

precalcific	stage 석회	전기

precontoured	locking	plate 성형된	잠김	금속판

pre-season	assessment 시즌	전	평가

press-fit 압박고정

primary	constraint 일차	구속물	

primary	entry	portal	 기본	삽입구

pripheral	deficiency 주변부	결손

probe 탐색침

process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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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ation 회내전

pronator	stretch	test 회내전근	신전	검사

pronator	tears	syndrome 원	회내근	증후군

pronator	teres 원회내근

prone	push-up	test 엎드려	팔굽혀	펴기	검사

proprioception 고유	체위감

proprioceptive	exercise 고유감각	운동

prosthesis 인공삽입물,	의지

protective	equipment 보호	장비

protective	taping 보호	테이핑

proton	density 양자	밀도

protrusion 돌출

provocation	test 유발검사

proximal	anterolateral	portal 근위	전외측	삽입구

proximal	anteromedial	portal 근위	전내측	삽입구

proximal	humerus	fracture 상완골	근위부	골절

pseudodislocation 가성	탈구

pseudolaxity 가성	이완

pseudomeningocele 가성	수막류

pseudoparalysis 가성	마비

pseudovalgus	instability 가성외반	불안정성

psoterolateral	portal 후외측	삽입구

pull 당기기

pull	out	strength 이탈	강도

pull	out	suture 끌어내기	봉합

punch 펀치

push	away 밀기

push	off 차기

pusher 밀대

push-pull	test 밀고	당기기	검사

Putti-Platt	procedure Putti-Platt	술식

pyogenic	arthritis 화농성	관절염

Q
quadrangular	space 사각	공간

R
radial	artery 요골	동맥

radial	collateral	ligament 요골	측부	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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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	fossa 요골	와

radial	head 요골	두

radial	head	excision 요골	두	절제술	

radial	head	fracture 요골	두	골절

radial	head	replacement 요골	두	치환술

radial	neck 요골	경부

radial	nerve 요골	신경

radial	nerve	entrapment	syndrome 요골	신경	포착	증후군

radial	notch 요골	절흔

radial	tuberosity 요골	결절

radial	tunnel	syndrome 요골관	증후군

radicular	pain 방사통

radiofrequency 고주파

radiofrequent	thermal	device 고주파	열치료기

radiolucent	line 방사성	저음영선

radius	of	curvature 곡률반경

range 범위

range	of	motion	(ROM) 운동	범위

rasps 줄칼

reach	(entry) 입수

reamer 확공기

reaming 확공

reberveration 반향

reconstruction	plate 재건	금속판

recovery 회복

recurrent	instability	of	the	shoulder 견관절	재발성	불안정증

referred	pain 연관통

release 던지기

relocation	test 원위치	검사

resection	arthroplasty 절제	관절	성형술

resection	guide 절제가이드

resorptive	stage 흡수기

resting	stage 휴지기

resurfacing 표면치환

resurfacing	arthroplasty 표면치환	관절	성형술

retractor 견인기

retriever 회수기

retroversion 후방경사

reverse	Bankart	lesion 역	Bankart	병변

reverse	L-shape 역	L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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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L-shaped	tear 역	L형	파열

reverse	prosthesis 역	인공	삽입물

revision 재수술

Revo	knot Revo	매듭

Revo	screw Revo	나사못

RF	(rheumatoid	factor) 류마티스	인자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

rhomboid 능형

rhomboid	major 대	능형근

rhomboid	minor 소	능형근

rhomboideus	palsy 능형근	마비

road	racer 경륜용	자전거

rocking	 요동

rocking	horse	mechanism 흔들목마	기전

Roeder	knot Roeder	매듭

root 근

rotation 회전

rotator	cuff 회전근	개

rotator	cuff	repair 회전근	개	봉합술

rotator	cuff	tear 회전근	개	파열

rotator	cuff	tendinitis 회전근	개	건염

rotator	interval 회전근	간격

rotator	interval	closure 회전근	간격	폐쇄술

rotator	interval	repair 회전근	간격	봉합술

running	spike 런닝	스파이크

rupture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파열

S
safe	geometric	tear	sign 직접	소견

sagging	peribursal	fat	sign 점액낭	주위	지방	함몰	징후

Saha	procedure Saha	술식

salvage 구제

Saturday	night	paralysis 토요일	밤	마비

scalenus	anticus	syndrome 전	사각근	증후군

scapula 견갑골

scapular	assistance	test 견갑	보조	검사

scapular	dyskinesis 견갑	이상운동

scapular	fracture 견갑골	골절

scapular	glenoid	fracture 견갑골	관절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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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ular	lag 견갑	지연

scapular	load	test 견갑	부하	검사

scapular	neck 견갑	경

scapular	notching 견갑골	절흔

scapular	protraction	test 견갑	전진	검사

scapular	reflex 견갑	반사

scapular	retraction	test 견갑	후퇴	검사

scapular	spine 견갑골	극

scapular	stabilization	test 견갑	안정	검사

scapulathoracic	dissociation 견갑	흉곽	해리

scapulothoracic	dyskinesis 견갑	흉곽	운동	장애

scapulothoracic	fusion 견갑	흉곽	유합

scapulothoracic	joint 견갑	흉곽	관절

scar 반흔

scleroderma	 피부	경화증

seatpost 안장고정용	파이프

secondary	constraint 이차	구속물

secondary	impingement	syndrome 이차성	충돌	증후군

segmental	deficiency 분절	결손

segmental	narrowing	with	reversed	contour 부분	결손

selective	strengthening 선택적	강화

self	limiting	disease 자기	한정성	질환

self	retractor 자가	견인기

semiconstrained 반구속형

semiconstrained	design 반구속형	디자인

septic	arthritis	of	glenohumeral	joint 관절와	상완	관절	세균성	관절염

Serendipity	view Serendipity	영상

serratus	anterior	palsy 전	거근	마비

shaft 간부

sharp	trochar 뾰족한	투관침

shaver 절삭기

sheath 덮개관

short	turn 짧은	회전

shoulder	arthrodesis 견관절	고정술

shoulder	dislocation 견관절	탈구

shoulder	joint 견관절

shoulder	shrug	exercise 어깨	움츠리기	운동

shoulder	trauma	series 견관절	외상	시리즈

shoulder-hand	syndrome 견수	증후군

shrugging 어깨	움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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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le	relay 바꿈줄

SICK	scapular	syndrome SICK	견갑	증후군

side	arm	throw 사이드	암	투구

signal	intensity 신호	강도

simple	decompression 단순	감압술

single-stage	implant	exchange 동시	내고정물	교환술

skier's	thumb 스키	무지

skin	discoloration 피부	변색

SLAC	lesion	(superior	labrum	anterior	cuff	lesion) SLAC	병변

slalom 회전	경기

SLAP	lesion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병변

sleeper	stretch	exercise 수면자세	신장운동

sliding	knot 활주	매듭

sloppy	hinge 혈렁한	경첩형

small	tear 소	파열

SMC	knot SMC	매듭

smile	sign 스마일	징후

smoothing 연마기

snap	fit	device 발음성	적합기

snapping	elbow 발음성	주관절

snapping	scapular 발음성	견갑골

snapping	shoulder 발음성	견관절

snow	blindness 설맹

snowstorm	appearance 스노우스톰	현상

soft	tissue	balancing 연부	조직	균형

soft	tissue	window 연부	조직	영상

Speed	test Speed	검사

Speed's	V-Y	plasty Speed의	V-Y	성형술

spin 스핀

spinal	accessory	nerve	injury 척추	부	신경	손상

spinal	needle 척추	바늘

spinoglenoid	notch 극	관절와	절흔

split	pectoralis	major	tendon	transfer 부분	대흉건	이전술

Spurling	test Spurling	검사

square	knot 직각	매듭

stability 안정성

stance 발벌린	자세

stay	suture 유지	봉합

stem 스템

stem	turn 반제동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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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cut	osteotomy 계단식	절골술

step	off	deformity 층	변형

step	sign 계단	징후

step-cut	osteotomy 계단식	절골술

sternoclavicular	joint 흉쇄	관절

stiff	shoulder 견관절	강직증

stiffness 강직

straight	lateral	or	soft	spot	portal 직외측	또는	연성점	삽입구

strand 가닥

strength	conditioning 근력	컨디셔닝

strength	training 근력	훈련

strengthening 근력	강화

stress	shielding 응력차단

stress	view 부하	영상	검사

stroke 스트로크

Stryker	notch	view	 Stryker	notch	영상

subacromial 견봉하

subacromial	bursitis 견봉하	점액낭염

subacromial	decompression 견봉하	감압술

subacromial	dimpling 견봉하	함몰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견봉하	충돌	증후군

subacromial	spur		 견봉하	골극

subacrominal	decompression 견봉하	감압술

subclavian	artery 쇄골하	동맥

subcoracoid	impingement 오구돌기하	충돌

subcutaneous	transposition 피하	전위술

sublabral	hole 관절순	하	공

subluxation 아탈구

sublux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상완	이두	근	장	두	아탈구

submuscular	transposition 근육하	전위술

subscapularis 견갑하근

subsidense 침강

sulcus	for	ulnar	nerve 척골	신경	구

sulcus	sign 구	징후

superior	acromioclavicular	ligament 상부	견봉	쇄골	인대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상부	관절막	재건술

superior	deltoid	split 상부	삼각근	분리

superior	glenohumeral	ligament 상	관절와	상완	인대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상부	관절와	순	전후	병변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elx 상부	견관절	현수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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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lateral	approach 상외측	접근법

supination	 회외전

supinator 회외근

supraclavicular	approach 쇄골상	접근법

supracondylar	fracture 과상부	골절

supraglenoid	tubercle 관절와	상	결절

suprascapular	ligament 견갑	상	인대

suprascapular	nerve 견갑	상	신경

suprascapular	nerve	entrapment	syndrome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

suprascapular	notch 견갑	상	절흔

supraspinatus 극상근

supraspinatus	fossa 극상	와

supraspinatus	outlet	view 극상근	출구	촬영

surgical	neck 외과적	경부

surgical	neck	fracture 외과적	경부	골절

suture	anchor 봉합	나사못

suture	bridge 교량형	봉합술식

suture	hook 봉합	갈고리

suture	limb 봉합	가닥

suture	material 봉합사

suture	pull-out 봉합	이탈

suture	retriever 봉합사	회수기

swelling 종창

swimmers	shoulder swimmer	어깨	

switching	stick 교환	막대

synovectomy 윤활막	제거술

synovial	fluid 관절	활액

synovial	joint 활막	관절

synovitis 윤활막염

T
T	handled	reamer T형	손잡이	확공기

tack 못

tag	(tagging)	suture 표지	봉합

takeback	(backswing) 뒤로빼기

tardy	PLRI 지연성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

tardy	ulnar	nerve	palsy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tear	arthropathy 관절병증

template 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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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	point 압통	점

tenderness 압통

tendinitis 건염

tendinosis 건증

tendon	transfer	 힘줄	이식

Tennessee	sliding	knot Tennessee	활주	매듭

tennis	elbow 테니스	앨보우

tenodesis 건	고정술

tenosynovitis 건초염

tenosynovitis	of	biceps 상완	이두근	건초염

tenotomy 건	절단술

tensile	overload 인장	과부하

teres	major 대원근

teres	minor 소원근

terrible	triad terrible	삼주징

thawing	stage 해빙기

thermal	capsular	shrinkage 관절막	열	수축술

thermal	capsulorrhaphy 열	관절막	봉합술	

thoracic	outlet	syndrome 흉곽출구	증후군

three	dimensional	osteotomy 삼차원	절골술

three	part	fracture 삼분	골절

throw 던짐

thrower’s	shoulder 투구자	어깨

throwing	athlete 던지기	운동선수

tie 결찰

tilting	motion 경사동작

Tinel’s	sign Tinel	증후

Torsion 염전

total	elbow	arthroplasty 주관절	전	성형술

total	shoulder	replacement	(TSR) 견관절	전치환술

traction 견인

traction	suture 견인	봉합

traction-counter	traction 견인-반견인	법

transcondylar	fracture 경과	골절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TENS) 경피	전기	신경	자극

transducer 변환기

transfer 이전술

transglenoid	suture 경	관절와	봉합

transglenoid	technique 경	관절와	술식

transolecranon	fracture-dislocation 경주두	골절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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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osseous	repair	 경골	봉합

transosseous	suture	technique 경	골	봉합술

transposition 전위술

transtendinous	suture 경건	봉합

transtendon	repair 경건	복원술

transverse	bundle 가로	다발

transverse	force	couple 횡	짝힘

transverse	section 횡	단면

transverse	tear 횡	파열

trapezius 승모근

trapezius	palsy	 승모근	마비

trapezoid	ligament 승모양	인대

trial 시험

trial	stem 시험	스템

triangular 삼각

triceps	brachii 상완삼두근

triceps	reflecting	approach 삼두근	젖힘	도달법

triceps	reflection 삼두근	반전

triceps	reflex 삼두근	반사

triceps	sparing 삼두근	보존

triceps	sparing	approach 삼두건	보존	도달법

trigger	point 방아쇠	점

trochar 투관침

trochlea 활차

trochlear	fracture 활차	골절

trochlear	groove 활차	구

TROMD	(total	ROM	deficit) 총	운동범위	감소

trough 골

true	scapular	lateral	view 진성	견갑	측면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진성	견관절	전후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with	35	degree	external	rotation	of	humerus 진성	견관절	35도	외회전	촬영

true	shoulder	AP	view	with	internal	roation	of	humerus 진성	견관절	내회전	전후	촬영

T-sign T자형	징후

tuberoplasty 결절	성형술

TUBS 외상성	단방향	불안정증

two	incision	approach 이중	절개	접근법

two	part	fracture 이분	골절

twtich 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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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lnar	artery 척골	동맥

ulnar	collateral	ligament 척골	측부	인대

ulnar	collateral	ligament	injury 척골	측부	인대	손상

ulnar	nerve 척골	신경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척골	신경	전방	전위술

ulnar	nerve	entrapment	syndrome 척골	신경	포착	증후군

ulno-humeral	angle 척골상완간

ulnohumeral	arthroplasty 척상완	관절	성형술

unconstrained	 비구속형

unconstrained	design 비구속형	디자인

under	tie 아래로	묶기

underhand 아래	돌리기

underreaming 과소확공

undersize 과소측정

unlink 비연결

unlinked	arthroplasty 비연결형	관절	성형술

unlinked	design 비	연결형	디자인

unsafe	geometric	tear	sign 간접	소견

upper	arm	type	paralysis 상부	상지형	마비

U-shape U자	형

U-shaped	tear U형	파열

V
valgus	impacted	four	part	fracture 외반	감입	사분	골절

valgus	extnesion	overload	syndrome 외반	신전	과부하	증후군

valgus	stress	test 외반	부하	검사

varus	stress	test 내반	부하	검사

Velpeau	view 벨포	영상

Velpean	bandage 벨포	붕대

version 염전

vertical	crest 수직능

visual	analogue	scale	(VAS) 주관적	시각	척도

volley 발리

voluntary 수의

voluntary	dislocation 수의탈구

voluntary	subluxation 수의아탈구

V-Y	triceps	advancement V-Y형	삼두근	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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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arm-down	exercise 정리	운동

warm-up	exercise 준비	운동

Wartenberg	sign Wartenberg	징후

weakness 약화

wear 마모

Weber	subcapital	osteotomy Weber	골두하	절골술

weighted	image 강조	영상

West	Point	axillary	view 웨스트	포인트	액와	촬영

whiplash	injury 편타성	손상

wind	up 준비기

Wissinger	rod Wissinger	막대

working	portal 작업	삽입구

Wright	test Wright	검사

Y
Yergason	test Yergason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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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accelerated turn 가속 회전

analogue turn 연속회전, 이어진 회전

binding 바인딩, 결속구

carved turn 조각회전, 날로 타기

carving ski 카빙 스키

cross country 장거리 경기

javelin turn 십자가 회전

jet turn 분사회전, 내뻗기 회전

kinesthetic sense 운동 감각

parallel turn 평행 회전

plough turn 제동회전

short turn 짧은 회전

skier’s thumb 사냥터지기 무지, 스키 무지

slalom 회전 경기

snow blindness 설맹

stem turn 반제동 회전, 다리 벌려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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