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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어깨상해는 많은 운동 참여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운동 동작 시 올바르지 못한 어깨정렬

로 인해 어깨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그로인해 다양한 상해들이 유발되어진다. 운동 동작 시 팔꿈치와 손목간

의 올바른 정렬은 어깨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팔꿈치보호대와 손목밴드에 센서를 

부착하여 웨어러블 장비와 함께 융복합 IT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팔꿈치와 손목간의 정상범위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여 동적 운동 상황에서의 상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키워드: 정렬(arrayal), 상해예방(prevent injury), 어깨통증(shoulder pain), 휴대성(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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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5년 한국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어깨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8,683명(남자 46,328명, 여자 59,355명)으로 전체 진료 

항목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흔한 질환이다[1].

어깨관절 손상은 일상생활, 직업 활동, 운동 등을 하다가 자주 

발생하고[2],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의 반복은 어깨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허리 젖힘의 보상작용으로 요통 및 허리 질환과 연관이 되어 진다[3].

정적인 어깨뼈의 비정상적인 위치와 어깨뼈의 역동적인 조절의 

상실인 어깨뼈 운동이상은 어깨충돌증후근, 회전근개이상 그리고 

불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어깨 질환과 관련이 있다[4].

어깨손상 환자에게 과 활동성 근육들의 활성도를 감소시킴과 동시

에 약화된 근육의 선택적 수축을 통해 어깨 근육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운동방법들을 제시하였다[4].

고은경(2012)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위 등세모근(Trapezius)과 

앞 톱니근(Serratus anterior)간의 활성도 비율이 어깨 안정화에 몹시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어깨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 톱니근의 근 

활성도가 높아져야 하고, 이는 어깨관절 각도가 90°와 130°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가 나타났다[4].

이처럼 최근 근력강화 운동 시 특정 근육의 선택적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자세의 선택과 관절 정렬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5]. 

어깨뼈 정렬이 변하면 어깨뼈에 부착된 근육의 길이와 관절의 위치가 

변하게 되므로 어깨뼈의 정상 정렬은 어깨뼈 주변 근육이 작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5].

이에 어깨 운동 시 어깨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는 내회전(0°~70°), 

외회전(0°~90°), 내전(0°~35°), 외전(0°~180°), 굴곡(0°~180°), 신

전(0°~60°)의 각도[6]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어깨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팔꿈치와 손목간의 과한 외회전 혹은 내회전을 팔꿈치보호대와 

손목밴드에 센서를 부착해 정상정렬을 유도하고 운동 상황에서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기존 연구들에서는 피부에 마커를 부착시켜 운동궤적을 추측하여 

모션 캡처 장치 및 의료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동작 분석 방법을 

통해 어깨 관절의 동작을 분석[7]측정 하는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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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은 내/외회전 등의 모든 방향의 어깨관절 측정이 가능하

였다[8].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은 정적상황에서의 측정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운동 상황에서의 올바른 어깨정렬을 제시하지 못해 상해를 

예방하지 못한다. 

다른 개발되어 있는 장비들은 어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선수 

보호용 슈트와 운동 시 착용하는 운동복 상의에 있어 어깨부의 충격을 

완화하는 어깨 보호대를 부착된 운동복이 개발 되어 있다.

이 역시 현재 개발품들은 충격흡수와 보호는 가능하지만 올바른 

정렬을 제시해주지는 못해 어깨상해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은 어깨운동 시 팔꿈치에 대한 손목의 과도한 외회전 혹은 

내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들을 예방하고자 팔꿈치 보호대와 

손목밴드에 보호대로써의 기능과 더불어 센서를 부착해 웨어러블 

장비와 함께 융복합 IT기술을 기반으로 팔꿈치와 손목간의 정상정렬

을 유지한 채 운동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 한다.

어깨 운동 시 중요한 지표가 되는 팔꿈치와 손목부의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센서를 부착하여 손목과 팔꿈치간의 정렬을 확인하고 

손목밴드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팔꿈치 보호대와 손목밴드간의 

무선통신을 통해 올바른 정렬 상태를 유도하여 운동 동작 시 어깨 

상해를 예방한다.

Fig. 1. 제어기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올바른 어깨 정렬을 맞출 수 있는 상해 예방용 보호 

장비에 관한 것으로, 운동 시 팔꿈치와 손목간의 올바른 정렬을 확인하

는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로 구성하여 운동참여자가 올바르지 못한 

정렬 상태에서의 운동 시 발생하는 어깨 상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동 시 올바른 정렬을 맞출 수 있는 어깨 정렬을 맞출 수 있는 

상해예방용 보호 장비 개발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Ki-Hoon Kim, “A research on serious game for 

self-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houlder injury”, Joumal 

of Korea Game Society 2019 Jun 87-100, p.88, 2019.

[2] Byung-joo Ahn, “A study of tube angle and patient’s 

rotation angle in scapular Y view”, Joum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ume 7, number4, 271-275. p.272, 

2013.

[3] Yoon Woo-ram, “Effects of shoulder joint mobility on 

agonist anf synergist during shoulder press exercise”. The 

Korean of Journal Physical Education , 58(4), 493-502. 

pp.494, 495, 2019.

[4] Eun-kyung Ko, “The Comparison of Electromyographic 

Ratio of Serratus Anterior and Upper Trapezius 

Accordingto Exercise Position and Shoulder Flexion Angle 

during Scapular Protraction Exercises“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22, No. 2, June, 193-199. 

pp194,195, 2012.

[5] Ji-young Choi, “Effects of passive scapular alignment on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rapezius in people with 

shortness of pectoralis minor muscle”, Phys ther Kor. Vol 

19 No. 2, 12-19. p 13, 2012.

[6] Kim, WonJong, “Effect of Resistance Exercise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with Myofascial Pain Syndrome on 

Shoulder Pain, Angle of Shoulder Range of Motion, and 

Body Compositio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J 

Korean Acad Nurs Vol.50 No.2, 286, p. 289, 2020

[7] Sung-wook Jang, “Three dimensional range of motion 

measurement method based on anatomical criteria posture 

for shoulder motion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2, pp. 423-428, Feb. p 424, 2020.

[8] In-gyu Lee, “Investigation for Shoulder Kinematics Using 

Depth Sensor-Based Motion Analysis System”. J Korean 

Orthop Assoc, 56(1), 68-75, pp 69, 73,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