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어느 기자 분에게 도대체 견주관절학회가 무슨 뜻이고, 무엇

을 하는 곳이냐고 질문을 받고서 의학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견주관절학회가 어깨, 팔꿈치 학회가 아니고 개, 소주 학회로 잘못 해

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언제

부터인지 의학 용어를 한자어에 맞추어서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들도 

처음 의학을 공부할 때는 그 생소한 단어를 외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

었습니다. 그 동안 의학용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우리말 용어들이 오히려 더 길고 생

소한 단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의학계에서

는 영어로 된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외래나 병실에서, 또는 TV를 포함한 여러 미디어 매체에

서 보다 더 익숙하고 쉬운 용어를 접한다면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이

해가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어깨, 팔꿈치 학

회에서는 흔히 쓰는 어깨와 팔꿈치와 관련된 의학용어들을 질병, 치

료, 해부학 용어로 분류하여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익숙하고 알기 쉬

운 우리말로 바꾸어서 용어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

이라서 어색한 점이 있지만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여 가

다듬겠습니다. 

대한견주(어깨 ․팔꿈치)관절학회장  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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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arthrography 관절조영술

magnetic resonance arthrography MRI 조영술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증상/징후

atrophy 위축

contracture 관절구축

impingement sign 충돌 징후

loosening 헐거움

palsy 마비

paresthesia 이상감각증

referred pain 연관통

stiffness 강직

tenderness 압통

trigger point 통증 유발점

weakness 근력약화

관절 병변

adhesive capsulitis 어깨유착염

arthritis 관절염

coracoid impingement syndrome 부리 충돌증후근

cubitus valgus deformity 바깥굽은 팔꿈치

cubitus varus deformity 안쪽굽은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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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 stiffness 팔꿈치 강직

frozen shoulder 동결어깨

impingement syndrome 충돌증후군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어깨 안쪽 충돌증후군

little leaguer’s elbow 리틀리그팔꿈치

little leaguer’s shoulder 리틀리그어깨

osteoarthritis 골관절염

pyogenic arthritis 세균성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관절염 

rotator cuff tear arthropathy 회전근개파열관절염

septic arthritis of glenohumeral joint 어깨관절 세균성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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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ff shoulder 어깨 강직

근육 병변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 통증 증후군

견갑골 병변

scapulothoracic dyskinesis 날개뼈 운동장애

snapping scapula 소리나는 날개뼈

winging of scapula, winging scapula 돌출날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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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extension 펴기 (어깨는 뒤로 펴기)

external rotation 바깥으로 돌리기

flexion 굽히기 (어깨는 들기)

forward flexion 위로 들기

internal rotation 안쪽으로 돌리기

range of motion (ROM) 운동 범위

불안정성

anterior elbow dislocation 팔꿈치 앞쪽 탈구

anterior instability 앞쪽 불안정성

Bankart lesion 방카트 병변

bony Bankart 골성 방카트

dislocation 탈구

instability 불안정성

laxity 이완

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 다방향불안정성

posterior elbow dislocation 팔꿈치 뒤쪽 탈구

posterior instability 뒤쪽 불안정성

recurrent instability of the shoulder 어깨 재발성 불안정성

reverse Bankart lesion 역 방카트 병변

shoulder dislocation 어깨 탈구

stability 안정성

subluxation 부분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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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병변

avascular necrosis of humeral head 어깨뼈 무혈성괴사

clavicle fracture 빗장뼈 골절

four part fracture 네 조각 골절

heterotopic ossification / ectopic 비정상뼈자람
ossification / myositis ossificans

Hill-Sachs lesion 힐삭스 병변

intercondylar fracture 과간 골절

lateral condyle fracture 팔꿈치 외과 골절

occult fracture 숨은 골절

os acromiale 어깨천장뼈 분리증

osteolysis 골용해

proximal humerus fracture 위팔뼈상부골절

supracondylar fracture 과상부 골절

three part fracture 세조각 골절

two part fracture 두조각 골절

valgus impacted four part fracture 네조각 감입 골절

신경 병변

an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전 골간 신경 증후군

cubital tunnel syndrome 팔꿈치 내측 터널 증후군

neuropraxia 신경타박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후 골간신경 증후군

radial nerve entrapment syndrome 아래팔 바깥 신경 눌림 증후군

radial tunnel syndrome 아래팔 바깥 터널 증후군

suprascapular nerve entrapment syndrome 날개뼈 위 신경 눌림 증후군



일반인을 위한 어깨․팔꿈치 관절 한글 용어 200선●

11

tardy ulnar nerve palsy 지연성 아래팔안쪽신경 마비

thoracic outlet syndrome 흉곽출구 증후군

ulnar nerve entrapment syndrome 아래팔안쪽신경 눌림 증후군

활액막 병변

bursitis 윤활주머니염

ganglion 결절종

olecranon bursitis 팔꿈치 윤활주머니염

subacromial bursitis 윤활주머니염

synovitis 활액막염

건 병변

articular side tear 관절쪽 파열

bicipital tendinitis 알통 힘줄염

bursal side tear 어깨천장쪽 파열

calcific tendinitis / calcific tendinopathy / 석회화 힘줄염
calcific tendonitis

disloc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알통힘줄 탈구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개 완전 파열

intratendinous tear 힘줄내 파열

large tear 큰 파열

lateral epicondylitis 바깥쪽 엘보질환

massive tear 광범위 파열

medial epicondylitis 안쪽 엘보질환

medium tear 중간크기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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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use injury 과사용 손상

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회전근개부분파열

PASTA lesion (parital articular 회전근관절측부분파열
supraspinatus tendon avulsion)

rotator cuff tear 회전근개파열

rotator cuff tendinitis 회전근개힘줄염

rupture of biceps brachii 알통 힘줄 파열

small tear 작은 파열

subluxati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알통힘줄 부분탈구

tendinitis 힘줄염

tendinosis / tendinopathy 힘줄병증

tenosynovitis 힘줄막염



치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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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구

bioabsorbable 생흡수성

suture anchor 봉합나사

수술/시술

acromioplasty 어깨천장뼈다듬기

adhesiolysis 유착분리술

anterior capsular release 앞쪽관절막분리술

arthroplasty 관절성형술

arthroscopic 관절내시경적

Bankart operation 방카트 수술

bursectomy 윤활주머니제거술

capsular plication 관절막 중첩술

capsular release 관절막 분리술

capsular shift 관절막 이동술

double row repair 두줄 봉합술

glenohumeral arthrodesis 어깨관절 고정술

hemiarthroplasty 인공관절 반치환술

Latarjet procedure 라타젯 수술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팔꿈치 내측인대 재건술

mini-open 소절개

needling 바늘천공 

resurfacing arthroplasty 표면 인공관절 치환술

reverse prosthesis 역행성 인공삽입물

rotator cuff repair 회전근개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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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cromial decompression 어깨천장아래 감압술

suture bridge 교차봉합

synovectomy 활액막제거술

tenodesis 힘줄고정술

tenotomy 힘줄절단술

total elbow arthroplasty 팔꿈치 인공관절 전치환술

total shoulder replacement (TSR)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아래팔안쪽신경 앞쪽 이동술

재   활

cryotherapy 냉동치료

manipulation 도수조작

manual therapy 도수 치료

strengthening 근력강화



해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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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육

biceps brachii 알통근육

brachialis 상완근

deltoid 삼각근육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짧은 외측 손목 펴짐근

infraspinatus 뒤 회전근

levator scapulae 어깨올림근

long head of biceps tendon 알통 힘줄

rotator cuff 회전근개

subscapularis 앞 회전근

supraspinatus 위 회전근

teres major 큰원근

teres minor 작은원근

trapezius 등세모근

triceps brachii 삼두근

뼈

acromion 어깨천장뼈

capitulum 위팔뼈소두

clavicle 빗장뼈

coracoid process 부리돌기

coronoid process 갈고리 돌기

greater tuberosity / tubercle 대 결절

humerus 위팔뼈

lateral epicondyle 팔꿈치 바깥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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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r tuberosity / tubercle 소 결절

medial epicondyle 팔꿈치 안쪽돌기

olecranon 팔꿈치머리뼈

radial head 아래팔바깥뼈 머리 

radial neck 아래팔바깥뼈 목

radius 아래팔바깥뼈

scapula 날개뼈

surgical neck 외과목

ulna 아래팔안뼈

신   경

axillary nerve 겨드랑이신경

brachial plexus 상완신경총

median nerve 정중신경

musculocutaneous nerve 근피부신경

radial nerve 바깥쪽팔신경

suprascapular nerve 날개뼈위신경

ulnar nerve 안쪽팔신경

인대/관절

acromioclavicular joint 어깨천장관절

annular ligament 윤상인대

bursa 윤활주머니

coracoclavicular ligament 부리빗장뼈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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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 joint 팔꿈치관절

glenohumeral joint 어깨관절

glenoid labrum 관절테두리 연골

joint capsule 관절막

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 팔꿈치 내측인대

radial collateral ligament 팔꿈치 바깥측부인대

shoulder joint 어깨관절

sternoclavicular joint 흉골 빗장 관절

ulnar collateral ligament 내측측부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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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관절 안쪽면

어깨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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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전면

어깨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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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후면

어깨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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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전면

팔꿈치 안쪽 측면              팔꿈치 바깥쪽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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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안쪽 측면             팔꿈치 바깥쪽 측면

팔꿈치 전면



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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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romioclavicular joint 20

acromion 19

acromioplasty 15

adhesiolysis 15

adhesive capsulitis 7

annular ligament 20

anterior capsular release 15

anterior elbow dislocation 9

anterior instability 9

an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 10

arthritis 7

arthrography 7

arthroplasty 15

arthroscopic 15

articular side tear 11

atrophy 7

avascular necrosis of humeral 10

head

axillary nerve 20

�B

Bankart lesion 9

bankart operation 15

biceps brachii 19

bicipital tendinitis 11

bioabsorbable 15

bony Bankart 9

brachial plexus 20

brachialis 19

bursa 20

bursal side tear 11

bursectomy 15

bursitis 11

�C

calcific tendinitis / calcific 11

tendinopathy / calcific tendonitis

capitulum 19

capsular plication 15

capsular release 15

capsular shift 15

clavicle 19

clavicle fracture 10

contracture 7

coracoclavicular ligament 20

coracoid impingement syndrome 7

coracoid process 19

coronoid process 19

cryotherapy 16

cubital tunnel syndrome 10

cubitus valgus deformity 7

cubitus varus deformity 7

�D

deltoid 19

dislocation 9

dislocation of long head of 11

Biceps Brachii

double row repair 15

� E

elbow joint 21

elbow stiffness 8

extension 9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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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rotation 9

� F

flexion 9

forward flexion 9

four part fracture 10

frozen shoulder 8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11

�G

ganglion 11

glenohumeral arthrodesis 15

glenohumeral joint 21

glenoid labrum 21

greater tuberosity / tubercle 19

�H

hemiarthroplasty 15

heterotopic ossification / ectopic 10

ossification / myositis ossificans

Hill-Sachs lesion 10

humerus 19

� I

impingement sign 7

impingement syndrome 8

infraspinatus 19

instability 9

intercondylar fracture 10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8

internal rotation 9

intratendinous tear 11

� J

joint capsule 21

� L

large tear 11

latarjet procedure 15

lateral condyle fracture 10

lateral epicondyle 19

lateral epicondylitis 11

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 21

laxity 9

lesser tuberosity / tubercle 20

levator scapulae 19

little leaguer’s elbow 8

little leaguer’s shoulder 8

long head of biceps tendon 19

loosening 7

�M

magnetic resonance arthrography 7

magnetic resonance imaging 7

manipulation 16

manual therapy 16

massive tear 11

medial collateral ligament 15

reconstruction

medial epicondyle 20

medial epicondylitis 11

median nerve 20

medium tear 11

mini-ope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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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 9

musculocutaneous nerve 20

myofascial pain syndrome 8

�N

needling 15

neuropraxia 10

�O

occult fracture 10

olecranon 20

olecranon bursitis 11

os acromiale 10

osteoarthritis 8

osteolysis 10

overuse injury 12

� P

palsy 7

paresthesia 7

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12

PASTA lesion (parital articular 12

supraspinatus tendon avulsion)

posterior elbow dislocation 9

posterior instabilty 9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10

syndrome

proximal humerus fracture 10

pyogenic arthritis 8

�R

radial collateral ligament 21

radial head 20

radial neck 20

radial nerve 20

radial nerve entrapment syndrome 10

radial tunnel syndrome 10

radius 20

range of motion (ROM) 9

recurrent instability of the 9

shoulder

referred pain 7

resurfacing arthroplasty 15

reverse Bankart lesion 9

reverse prosthesis 15

rheumatoid arthritis 8

rotator cuff 19

rotator cuff repair 15

rotator cuff tear 12

rotator cuff tear arthropathy 8

rotator cuff tendinitis 12

rupture of biceps brachii 12

� S

scapula 20

scapulothoracic dyskinesis 8

septic arthritis of glenohumeral 8

joint

shoulder dislocation 9

shoulder joint 21

SLAP lesion (superior labrum 8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mall tear 12

snapping scapul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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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9

sternoclavicular joint 21

stiff shoulder 8

stiffness 7

strengthening 16

subacromial bursitis 11

subacromial decompression 16

subluxation 9

subluxation of long head of 12

biceps brachii

subscapularis 19

supracondylar fracture 10

suprascapular nerve 20

suprascapular nerve entrapment 10

syndrome

supraspinatus 19

surgical neck 20

suture anchor 15

suture bridge 16

synovectomy 16

synovitis 11

� T

tardy ulnar nerve palsy 11

tendinitis 12

tendinosis / tendinopathy 12

tenodesis 16

tenosynovitis 12

tenotomy 16

teres major 19

teres minor 19

thoracic outlet syndrome 11

three part fracture 10

total elbow arthroplasty 16

total shoulder replacement (TSR) 16

trapezius 19

triceps brachii 19

trigger point 7

two part fracture 10

�U
ulna 20

ulnar collateral ligament 21

ulnar nerve 20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16

ulnar nerve entrapment syndrome 11

�V

valgus impacted four part fracture 10

�W

weakness 7

winging of scapula, winging 8

scapula



일반인을 위한 어깨․팔꿈치 관절 
한글 용어 200선

진단용어/치료용어/해부용어

인  쇄 2016년 3월 29일

발  행 2016년 3월 31일

발  행 대한견주관절학회

제  작 우리의학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빌딩 412호

       Tel. 02)2266-2752    Fax. 02)2266-2753

       E-mail. uri@urim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