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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주(tennis elbow)에 대한 레이저치료와 
관절가동화기법의 효과: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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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ces$ed meta-analysis to test if the cffects of laser therapy 3nd mobjJjzation 
techniQues 8rc ev idence- based Dractice for treating ten nis elbow. By researching and 
coJtec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 tudies on tennis elbow, we inquired into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cach treatment methods 00 pain, grip strength, and ROM 
A total of 10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ticles 00 the treatrnents of tennis elbow 
were selet:ted for this study, including 7 articles on the effect of laser therapy and 3 
。n mobilization techniques. Accor이ng to the qualitative meta-an퍼ysis ， all 7 of the 
articles on laser therapy and 1 of the mobilization techn ique were double-bJinded anc 
randomized the subjects, and all of the 10 studies were designed in a high Qua\ity 
research , using stat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laser therapy showed in 
terms of statistica\ significance: 4 out of 7 did not decrease pain after therapy , and 3 
。u t of 5 did not increase grip strength after therapy. In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mobilization techniQue, both the 2 studies significantly increased grip s trength after 
therapy. For other studies which measured ROM and tension, the mobilization 
therapy increased ROM significantly, and decreased tension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shown in a di verse form in terms of the effects of different therapy 
techniQues. This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tools for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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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lagnoses. Further Qualitatlve studies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es on tennis elbow 3re needed 

Kcy Words: Meta-analysis; Mobi!ization techniQue; Laser therapy; Tennis elbαι 

l 시흔 

에니스주üenms elbo 씨는 안북적인 손익 

운용 과사용(overusel 또는 오사용(misuse) 

으로 인하여 작엉 황용， 스포츠 여 7f 환동 

~ 시강 안생하는 대요적인 안옥손상 응쑤군 

üepetitive traur끼a syndrome)으로 외옥 위판 

신융기영 (lateral epicondylitis)이라고도 한다 

테니스주호 인하여 얄생하는 손상'(impair꺼nent) 

윷혹는 손이나 손욕웅 과사용한 후 주판정 

외 ’F 위판진융기에 흉중이 힐생하고‘ 승욕 신 

선근용 순쭉하거나 신장항 때 룡중이 양생하 

여‘ 근혁과 근 지구력 이 강소되고， 악력 (grip 

strength)이 강소되여 1 흥중에 의해 웅직임 

제한 빛 노뼈어리 (radius head)나 외축 위한 

성융기 UateraJ epicondyleJ의 근육용 싹진한 

때 앙홍 (tende미e5s)이 안생한다 이러한 손 

상으호 인하여 양생되능 기능적 제한(funct띠n외 

limitation)이나 훌능(disabi l ity)을용 라켓융 사 

용하는 스포"- 올표 동 여가활동융 한 수 없 

게 한 앙 '1 징이나1 르랴이어 5리기 두t 여 

기， 작옹 우풍용 조엉하는 것 강옹 슨옥이나 

손용 이용하는 작업올 양 수 없게 되어 산엉 

장에서 생산력융 >1하시킨다 

에니스주5 치료하능 양엽에는 수술， 후약， 

스대로이드 국소주사， 휴식 (rest) ‘ 고정 갱 

용리치료앙엉이 있다 올리치료앙영에는 

용중융 강소시키기 위한 초융파치료1 진기치죠， 

온열치료 헤이저치료 횡아장마사지 ( transverse 

fricti。이 massage), 신장용웅(stretcrunlò! ex

ec디æ)， 근력강화훈동 (strengthening exercise) , 

관정가동훈옹(range of motÍon exercise) , 판 

매니 π 헤이션(manÍpulationl 근익이완엉(my。← 

fascial release technique), 이용도잉엉 (ionl。 

phoresis) , 데 이 맹 (taping) , Shock wave 치 료 

둥이 있다 테니스주에 대한 않용 종휴의 용 

리치료가 현재 잉상에서 실시외고 있는 안연 1 

가장 효과적인 용리치료엽과 관련왼 연구가 

제시되지 뭇한 채 치료λ}을의 경험이나 선호 

도에 의존하여 여러 치료앙엉을융 영행하여 

죄용되고 있다(Labelle 동， 1992) 이치렁 가 

장 효과적인 치료망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응， 각각의 몰리치료앙엉이 과학적인 근거 

나 이흔융 기초호 개발되어지기 보다는 전운 

가률의 경엉에 의존왼 것이기 때운이다 

과거 10년 동안 의료비외 과다 지증과 의 

표보헝의 재정 적자흥 중。]고 가장 효과석인 

지료5 제공하기 위한 앙엄이 근거에 기흐한 

치료(cvidence based practice)이었다 이것에 

대용하기 위하여 재왕이나 몽리치료분야에서 

오 공거가 있고， 가장 효과석인 치료방영용 

앙아보혀는 시도가 진앵되어 왔다 이러한 것 

용 딘지 잉상푼안 아니라 훌리치료 연구 용 

혀시료의 고육과 실슐 용야에까지 근거에 기 

초한 접근영 (evidence-based approach )올 석 

용하도흑 권장하고 있다(MacJ ntyre， 1999 

Research Committee of the Australian 

PhysÎotherapy Association and contributors 

1999) 

최근 올리치료 문야에셔 끈거에 기초한 잉 

상지성서 (evidence-based c! inical practice 

guidelin허용 워하여 선진국에서는 명라앵피 

아 위원회 {Philadelphia PaneO가 구성되어 양 

생융이 농고， 릉리치료 대상이 않옹 요흉(Jow 

킨가홍화기엄 (joint mobilization technique) , back pain) 경홍(neck D3in) 어깨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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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der pain ) 슐판생똥충(knee painl 둥과 

간온 근앙걱 셰 견안Jl- 대상으효 재영하였으 

여 가장 Ji.까척이고 근거가 있는 치료앙영융 

안아R기 위한 애타운석이 설시되었다 또한 

쇼 .e-파와 강은 각각의 치료양업흩얘 대한 ' 1 
.à 1í.;!~ 끈거유 갓기 위한 연구앙로 진앵되고 

있다 

그이나 직잉과 관련되어 산업현갱과 가정 

에서 1간식시인 작업수앵으흐 인힌 반육손싱 

증.:q-.;i‘으 ι 니타나는 에니스주에 대한 여러 

가시 깅리 '1 κ’상엽 충 최근 잉상에서 자주 

사용야능 에이저치료(1aser therapy) sj- 관생 

가 E 화기염외 효과9 에다용식융 용하여 암 

아용 연구는 없었다 그혜서 온 연구는 데니 

스주 싼자에게 헤이저치료엉과 핀성가동화기 

영의 효과가 끈거에 기초원 것인지 양아보기 

왜하여 애타강석융 싱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암으로 잉싱에서 '.니스주 환자 '1료 시 

디 효과적인 치료양엉융 선정하는에 영요한 

자.i<.~ 새공원 얀안 아니라‘ 지효효과5 중대 

시켜 의 .n. U ) 용 션강}에도 필요한 자료로 양용 

윌 수 있윤 것이다 

낀 연구 '1 욕씩용 대니스주 질환에 대한 

용 ajx] n.앙엉 중 잉상에서 가깡 많이 사용되 

는 래이시와 앤껑가동화기영에 대힌 효과흥 

에나용석 '-)J \I. l 옹 용하여 양아효기 위하여 성 

시하었다 연구외 세우욕적용 다용과 갇다 

칫쩌 각 잉상연구 낀파5 중앙하여 테니스 

주 환시에 대한 레이져와 관껑가용화기영 의 

효파용 양이온다 흩찌， 얘이저와 판정가동화 

기냉간에 용종， 은릭 가풍영위에 따라 시효 

효과외 치이 u 앙아용다 

11 이론적 배경 

l 얘니스 주관진의 유 빙톨 

Hamilton (l잊36)의 연구에 외하연 대니스주 

는 얘닝 lα)() ‘경 충 4영에서 용중융 호소한다 

고 요고하였으여， Gruchow와 PeUetier{ 1979) 

는 500영외 때니스 선수를 중 39.7%에서 댁 

니스주의 중상훌 보영고， ’‘J V I (l 982l는 산엽 
장의 도수 근무자툴(manuaJ workersl의 7600 

영 충 88영얘서 이 중상이 나타났다고 요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능 테니스주에 대한 연구가 

얘우 제한쩍이시인 죠덕연 동 11잊15)외 연구에 

서는 대상자흩외 대￥용이 25세 。l상이었고 

주호 40-60세 사이외 연렁용에서 ~엘히였 

다 외혜 환자의 경우 그 영정과는 ~! 2.1 테 

니스의 핀련이 없는 충년외 여자， 축 주’Fii 

에서 않이 호앙하였다(초억연 동 1995) 또언 

조억 연 동11989 ， 1 995)외 연구에 서 도 펑 앙 냥 

어간의 비율이 1 '2.7호 여자에셔 않았으며 1 연 

령용포는 40 대가 44.9%호 가장 않았고， 밍균 

연령용 4 1.6세， 유명기간용 명당 4.9개영이었 

다 연령충에 uf를 태니스주의 양냉다싱 R 용 

용과 연연외어 상옷원 자새에 이까핀 성용 

연링증과 칙영 혹용 과사용과 완언이 있는 

보다 고령충이다(G잉Iman， 1992: Kamien 

(990) 션지외 경우 급성 발연율 보이여 보존 

적인 치요얘 켈 안용힌다 하지만 후자외 경 

우는 지연 앙현하미 치효하기가 더 어려쩌 

수슐객인 치 R{} 요하는 경우기 흥하다 

2 잉생기전 
에니스주는 양꽁치외 바껴 우용에 용증 이 

있는 것2.효 상완영의 의용 위싼선융기영 

(!ateral eplcondylitLS) 또는 테니스주{Tennis 

elb。、이라교도 하며 장 단 노역e용갱근(eXlensor 

cacα radialis longus & brev i sl에 서 의 영 연 

으로 혼허 영혀져 왔다 이는 영 'fI‘외 건호영 

( tenosynovitis)이나 건초 추쩌의 영증으호 

파도싼 용용 ￥하로 지숙쩍인 근육의 깅강으 

로 인해 근육의 파도한 수용이 잉어낭다 그 

얘서 애에 용논 근육 우외가 약해지거나 영 

중이 앙생하여 건초외 일부 파열이냐 외상성 

콜악영이 발생하여 용중이 안생한다(악지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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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온 테니스 혹용 다흔 운동 혹옹 직엽 

적인 엽우와 판연되이 명건{extensor tendonl 

이 기시 (origin)하는 위관성융기에 국한되어 

양생하는 풍용이나 긋소 앙흉의 중후군이다 

왼인은 이직 갱확하게 영 혀지지 않았으나 테 

니스 선수 외에도 얀복적인 주관정 신선， 선 

악외 회전웅용융 요하는 직엽 예풍 융연 파 

이프꽁 대상공 주부 잊 '1이용리니스트에서 

도 인양한다(Turek. 1997) 또한 학자율에 따 

라 평은 기시부의 다양성 파열(mul ticenti rc 

이srtJ ption) ， 정액낭영 (bursitis l ， 명근 기시우 

의 석회화( çalcificatiα，j 윤상인대 (orbicu녀r 

ligament)의 퇴앵성 연화 횡액악 비대 

(synovial megaly) 및 노뼈 신 경 (radial nerve) 

의 앙악 등으로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Crenshaw , 1987) 

3 증상 

가 일얀석 륙성 

중상온 거의 대부용이 주판성 외측 흩충우 

룡 앙익힐 때 용중이 앙생하끄 팡율 쓸 때 

특히 완융 회내 (pronation)한 상대에서 용건 

융 올어 융 리 기 힘툴고， 용중이 더욱 십해지 

며 (조억연 응 1995}, 손옥의 명근 저항 검사 

시 주판결 외측에서 홍용올 호소하여 。1 러한 

흥중용 전완Ifcπearm)의 .f연올 따라 손둥까 

지 관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상 받은 순 

간용 싱얻 장풍융 느끼지 않으나 2주가 지나 

면서 충세가 악화되기 시작한다(박지연 

1995} 일반적￡로 올알적인 격용(cxclusing 

painl용 일어나지 않는다 용흥으호 인하여 

양측 손으로 융긴융 쥐기 힘줄여 환혹 상지 

흉 용직일 때 일생하는 거욱함으로 일상생활 

에도 큰 융연율 겪는다 

(heterotropic ossificationl나 국소적인 올악 

반용 퉁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확 

한 영리적 소견에 대한 의견의 일치띔 없이 

다용과 강용 여러 앙성이 대두되고 있다 

(Crenshaw , 1971) 주명 건(common extensor 

tendonl의 기시 부에서 건조직의 부운마영로 

인한 성유조직영 (fibrosit is). 주영건의 기시부 

에서의 안성적인 자극으로 인한 상완공 외즉 

위판정융기영 혹용 공약영 (periostitis l 상완 

공 외욕 위판정융기와 노뼈 위관생융기관캠 

샤이의 활액냥영， 상완골 외흑 외판설융기의 

기시우에서 주영건 내의 석회칭착， 노뼈 어 리 

와 상완공 사이의 횡액악 비후 환상인대 

(annular ligamentl의 퇴 앵 (degeneration) ， 단 

노쪽슨욕핍근의 경영(spasm) 잊 단 노옥손옥 

영근의 기시우의 예리한 은악 모서리 (sharp 

fascial edge)에 지나가긍 노뼈신경이 보호성 

지방(protecting fatl의 경여호 앙악외어 용중 

이 유섣왼다(Giattini ， 1968; Norman, 1잊l6) 

다 테니스 주판성의 호양 부위 

호알 부위는 네 곳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각각의 치료형태도 다E다 촉진 사 상완을 

외측 위관정융기 후연부에서의 압용을 간과 

해서는 안되며 노뼈 위 근혹{muscle b히 Iy}의 

영연온 보흉 활 외쪽이 아년 i흥연으로 옥진 

해서 압용점용 발견하게 왼다 

대우운온 상완공 외측 위판정융기에서 기시 

하는 근공악 정항무(tenoperiosleal junction) 

에서 상완공 외혹 위판설융기와Uatera l hum 

cral epicondyle)에 앙생외며 노뼈어리에 위 '1 

한 상완노뼈근(brachioradialis musclel 아혜의 

싱부에 양생하는 근북부(muscle belly) 냉연과 

가장 드을지안 노쪽손옥영곤의 기시우인 건 

üendonl과 상완공 상과{humerus supra 

condylel 부워나 노뼈어리에 워지한 건셰 

나 앙사선 빛 병려적 소견 (tendon body)에 테니스주가 양생양 수 있다 

대부운 정상인 경우가 많다 애로 손가락 

파 손옥명근건 기시부에 이영양성 석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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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 

가 잉반적 치료 

치료는 휴식 쭈약， 고정 을혀지효， 아시지 

요엉 잊 스테로이드 국소주사 등의 보존적 

지f1.흐 대부분 치유되고 있으나， 약 3.3-8% 
의 경우에서는 보존적 요빙이 실패하여 수슐 

식 지 ι {t 훨요로 한다IG티 I man. 1992; 

Kamien. 199α NirschJ와 Pettrone‘ 19791 급 

성의 경우 연 l간적인 스포츠 손상과 같이 

I1!CE (reSl‘ ice, compression , elevation )로 

성공적인 치료 효과률 얻윷 수 있으나 

(Kamien , 1990) , 주부나 직영과 관링원 파사 

용에 의애 생기 r 경우는 질영에 관한 충푼 

힌 이해가 없으연 잦온 채얼융 보이며 병원 

올 않이 떠한게 왼다 또한 보존적인 치료나 

수~적인 지료 후， 통장성 잊 등혀성 용똥 

보조기 의 사용， 운홍전후의 냉풍요염과 소영 

셰익 우여 잊 정진적인 용용J3.엉 풍의 영요 

성이 강죠왼다(Nirschl ， 1992; Verhaπ 흥1 

19931 

동흥 유양 앵위흥 억제하연서 과용을 땅지 

하연 동용의 개선융 기 대 힐 수 있고‘ 활윷 안 

i스고(보호대나 부옥 기브스 1 3주간 보호앙으 

쿄에 충세의 호선융 기대항 수 있다 스태로 

이드 국소주샤는 흉흉융 극적으호 호전시견 

수 있으나 부작용이 있으므호 보존적 요엄에 

3개월 이상 효과가 없고 수술하기 어혀운 환 

자에게 적용하는 ‘앙엉이다 

나 융리치료 

11 용영치료(hea t therapy) 

온열치료는 아금성 (subacute) 잊 안성kh 

ron ic) 영증진환에 효과적인 치료앙엉으호 테 

니스주의 치료에 흔히 사용왼다 이것용 피부 

온도의 증가호 인한 감각신경 의 진갱효과와 

영판와장 잊 육삭안사(axon띠 rcfiex)룡 유도 

하며 근경연 및 흥중융 강소 형류량 중가 

건과 인 대의 단력성올 중진 잊 신진대사흘 

촉진시킨다(Behrens와 Michlovitz, 1996) 

21 초응 파시 료(ultrasou nd therapy) 

초용파지료는 올가갱 진동용파콜 이용하여 

치료하는 앙엉으료 주로 l 씨k 내외의 조용파 

옹 사용한다 이것온 테니스주의 유착 반혼 

조직융 신장시키며 용충과 근정축윷 완화시 

킨다 또한 영중수욕‘ 월융 잉작 흥수 및 실 

균효과룡 제공한다 

31 선기 치 료(e lectro이herapy) 

테니스주는 건이나 영액 및 근육 등 수운 

함랑이 it용 부위에서 딴생하기 얘푼예 선도 

도가 높용 고선앙 고주파 선휴용 사용하는 

싱부투영지료기률 이용하여 치료한다 전기시 

극에 따흔 홍중완화는 선기자극이 항용전외 

의 전 0;를 직접씌으로 차단하여 신경이 차단 

왼다는 신경차단성 ( nerve block), 관문조정설 

(gate contol therapy )온 에타 앤i 핀 IP 

endorphin) , 세로토년， 노르에피네프린， 도파 

인 퉁의 신경전당융힐의 양출용 축진시켜 용 

중융 억제한다는 중추억 셰성 (endorgenous 

inhibition )로 성영윈다 

41 셰 이 저 치 료(]aser therapy) 

육시선의 유도방출에 외한 팡중쪽융 이용 

한 ~lli영엉으료 깡옹 시간에 영효과 세포치 

원의 압력효파 파장용 이용한 장션효과 빚 

생리적 조껑올질의 유리흩 자극시켜 정상직 

인 효소삭용옹 조정힐 수 있는 팡화학씌 효 

과용 나타낸다 이와 항께 테니스주 환자의 

경우 이토론드리아 악의 흥운과 핵산의 자극 

증대호 단액정 합성중가와 교원성유 생성으 

로 상혼초직이나 손상죠직의 치유기간이 단 

축되는 효과용 갖고 있다 

51 이 온도입 엉 (ion lOporesis) 

이온도잉엉온 칙유전유용 이용해서 약용 

이온올 피우 또는 갱악올 용해 신체 안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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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후시키는 치료땅법이다 이것온 테니스주와 

같은 근경죽이나 동견관성 앙통정애 샤땅되 

어 경연완화 진흥효과 힐판확장r 우종 잊 영 

중 유 사완화에 적용원다 

6) 횡아산아사지 (ηansvere massage) 

건에 죄상(strain)이 가해지연 찢어지고 

(tear) 그 후 근수축 때마다 치유 파영 (heaJî ng 

breach)이 다시 피}열 (mpturel되연 견국 얀흥 

조칙에 영증이 생 기게 원다 이 때 안혼조칙에 

'!I아잔마사시용 적용하여 근 성유 하나하나 

잔 용려시컴으로써 반용 자셰융 제거하여 재 

발인 획}판응 낮추어 주는 영엄이다(구회서 

1995) 

7) 신상운동( stretching exercise) 

저용웅 성 ( hypomobility )과 적용원 단축 

(adaptive :;hortening) 근육 죠직 등올 싣앙시 

킹으 ι에 관성가동영위용 충진시켜 연부죠직 

의 가용싱웅 충진시키기는 치료앙염이다 

(Bea미ieu . 1981: Hert\i ng 파 Jones, 1996; 

Tomber1i n과 Saunders , 1994; Wilkinson 

중일 수 있다(Kisner와 Colby, 2002) 

10) 관정가동화기 엽 (mobilization tech niquel 

주로 Mu lJ igan기언이라고 하며 수기요냉의 

일중요호 NAG (natural apophyseal glidel 

*용 MWM (m。이 ization with movement ) 

이라 영리는 기영융 알한다 이것옹 환자에게 

용중올 선혀 주지 않는 엉위에서 놓동적 또 

는 수용적인 올리치료적 치효용 이용한다 

(MuJhgan , 1999) 이것옹 판정가흥회의 긍기 

층이 없거나 정형외과직 평가경과 단지 근공 

격체의 손상일 경우에안 석용하미 국소적인 

용직잉의 제한파 기능과 연결왼 용중감소에 

효과적이다(Mait l and ， 1991) 

l) ) 기타 

이 외에도 태니스주 치료에 셰이핑 또는 

국외에서는 Shock wave 지료 퉁이 효파적으 

호 사용되고 있다 

m 연구방법 

1992; Zacha:æ、vski ， 1989)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8) 관생가몽운동(rangc of motion exεrcise) 

주판건의 친압조직 가동성 유지 구용엉성 

최스화‘ 단역성 유지， 용안작용 중진， 용증 강 

소， 치유과정 촉진 잊 환자의 옹칙잉에 대한 

인식 5 증진항 수 있다(j인sner ， 2002) 

9) 근력강화운동(strengthing exercisel 

용 ;;-0 ] 없어지연 성진적 근육강화웅동융 

시행하여 ; 세의 져양용 엉지하는 치료앙엉 

이다 근유강화 시 처융에는 동혀성 (isometricl 

훈웅장 하고， 정진적으로 하중(weightl융 중 

가하연서 등장성(is。ωnic)운동융 유도하능 것 

이 효과적이다 이것용 건 또는 인대와 강온 

결앙 f:직의 강도와 근욱의 지구럭융 회복 관 

젤의 충걱을 강소시켜 연부증직의 재손상융 

에타분석옹 위한 자료수집용 i자직으로 옹 

라인 경얘영웅 이용하였다 국외 논운온 

Pubmed(1965-2002년 10월)‘ 국내 논운용 한 

극교육학숱정"，원(KERl S)를 용해 검색하였 

고 영운 정색어는 tennis elbow와 lateral ep 

icondylitis이었고， 국운 경색이는 주관절 손 

상과 테니스 옐보증 시갱하였다 2차적으호 

영운 정색어는 tennis eJbow와 t reatment 또 

는 lateral eαcondylitis와 treatment이었다 

2 징적 명 7f 방엉 

l사적으로 Pubmed융 통해 tennis elbow 

또는 lateral epicondylitis의 검색어를 흥해 

총 703연의 논운 중 치료염이라는 검색어용 

정부하여 2차 검색융 한 경 "f 533연 선갱하 

였다 이것융 2인이 숙독하여 헤이저와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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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화5 적용한 시료앙엉올 소개한 운헌 총 함핀 치료기영동융 연구한 는운온 제외시켰다 

24연의 다시 선옐하였다 그 중 레이지와 판 

정가동화5 항깨 적용한 논문이나 래이지와 

관절가동화 외에 약율이나 수슐 등과 걷온 

다흔 씨.lt엄용 항께 씌용한 논운용 훈석에서 

제외시켰다 

국운 훈인용 학국교육학술갱보원융 용얘 

검색인 총 13연의 논운융 2인이 숙목하여 테 

니스주의 치료앙병에 관한 정보용 당고 있는 

운현 3천용 선엉한 후 수승적 앙냉이 아닌 

보존씌 치료에 싼한 연구흥 수집하였다 그 

중 레이저 또는 잔성가홍화와 판련되지 않온 

논문온 제외되었으며 또한 헤이지와 판정가 

용화와 판련되어 혼항하여 치료용 실앵한 연 

구는 제외되었다 

운헌 선정 시 연구 디자인과 연구 대상자 

표본수 연령 발영일 치료엉과 지 5<강도 및 

중유‘ 시료시간， 평가 기간， 추석기간 동에는 

제한용 두지 않았다 경파 연수는 치료 전 후 

룡 평가하여 크 71즐 측정힐 수 있는 연구안 

융 대상으로 하였고 씬저로 알표왼 운헌안올 

운석하였다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연수용율 

성엄한 경우에는 실엉궁파 연수공융 각각 분 

려하여 특잉석인 연구효 가정하고 운석에 이 

용하였다 따라서 홍합왼 지표명 을 사용한 실 

엉에서도 대상자의 알영일에 따라 구분하여 

살엉한 연구에서는 각각 운려하여 옥엽적인 

연구로 가쟁하고 용석하였다 이외의 이올 논 

운에 대해서 조사한 연수는 저자 출판연도 

3 영가 및 경과 연수 

실영의 경파을 평가하기 위해 l자 경파 연 

수는 용층과 악력 관성가동엉위로 하였으여 

2차 경과 연수는 그 외 긴장도와 압흥성 역 

>1 똥이 포항왼다 이킷에 대딴 평가양업으ι 
룡충(pain)옹 시 각용중 척 도(visual analogue 

scale), 1-5정 척 도， 구두퉁간척 도( verbal 

rating scale) , 액갱 홍충실운지 (SF-macguiJ 

pain Questions) 풍을 사용하였 고 악 역 (g rip 

strengthl온 악력계 (vigorimeter. dynamometer), 

전기악혁계(e!ectro-dynamometer) ， 5정 석도흉 

사용하였으여 판절가동엉위(range of motion) 

는 촉각기 (goniometer) 전기측각기 (e)ectr。 

goniometer) 동용 사용하였다 

4 연구의 흘 

(그링 1) 

W 결과 

l 일반적 륙성 및 정적 욕성 

Pubmed에서 지효효과와 판련원 533인의 

문힌이 검색되었고， 이중 레이서치료와 펀 

정가동화증 언급한 24떤의 논문율 선영하였 

다 이을 논문중 옥엉책인 헤이저와 잔성가 

동화흉 적용힌 논운 10띤이 선정되었다 

운석에 포항원 10연의 논운 중 국내 논운 

흥계앙영 지표결과 풍이었다 온 없었으며 1 외국 논푼 중 노르셰이 2연 

떼이처치료 l상업 에 적용된 정융 평가하는 뉴정생드 2연 덴아크 l연 미국 2연 스혜 

기준은 운인 선정기준에서 눈운의 정적 영가 

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중앵경명과 

우작위 위약 대죠군 연구얀을 포앙시켰으여， 

지역사회나 영원의 동잉한 집단으로부터 추 

출왼 논눈응 입자료 선정하였다 

도수 사료앙엄에 적용된 정 평가의 기춘용 

우작위적인 연구안융 포항시켰으여 1 사헤연구 

(case study)와 단일개영실험연구흥 흥한 혼 

댄 l연， 스위스 l 연 1 호주 l면으로 양표외었 

다 199J -1995년까지 출판왼 논운이 4인 

1996 -2000년까지 4편， 2()(){) - 2002년까지 2 

연이 운석되었으며 모두 1990년대 이후부터 

에이저와 관절가동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시작외어 이중맹경엄융 이용한 우작위척이 

여 위약 대조군 실엉율 적용한 연구가 있었 

다(표 1 11 표 211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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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립 1. 연구의 

이들 종 

blind) ’ 

이중앵검법 

위약 대조군 

연구는 8펀(Haker와 

1991; ]effrey 통， 2000; 

1992)이었으며， 한 그룹 내에서 

순서를 정하여 평가왼 연구가- 2펀 (Abbott 

2α01a ‘ Abbott‘ 2oo1b) 있 었 다 이 중에 서 레 이 

저치료를 통한 연구는 7면과 관철가동화 l펀 

À~ -, 

은 모두 이중맹검법과 무작위적이며 위약 대 

사용한 실험이었다(표 

?
스
0
 -

저
「
 

펴
ι
 

7 

를
 

으
，
 져
”
’
 

、
경
 이
 

이
「
 피
”
 

저
 4/ 써

 때
 

e 
은
 ·m 

고
 
저
「
，
 

은외 

(mobilization with 

서 

lateral glide) 경추 부위에 CLG 
를 적용하였 

치 경우 평균 4주로 

MWM 

3일 동안 치 

력 등 끓
 의 평 표 

2. 효과평 
레이저의 경우 통증에 

약 대조군파 비 

에서 유의하게 

1991a: H싫{er와 

위 

4펀 

하거l 

되 고 (p=.02) ， 악펙이 중가되었다고 보 

(p=.03), 등‘ b)은 

유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p<.OOl)(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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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연구설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 

논문 
구분 저자， 연도 연구설계 

대상자 나이， 발병일 

번호 수(영) 범위，(세) (개월) 

Haker와 Lundeberg , 이중맹검법，무작위적 
58 45(33-65) 

1991a 위약대조군 

2 
Haker와 Lundeberg , 이중맹검법 ， 무작위적 

49 44.5 
1991b 위약대조군 

3 Vasseljen 퉁， 1992 
이중맹검법，무작위적 

30 45.5(25-63) 3.5 
위약대조군 

4 
레이저 

Krasheninikoff 등， 1994 
이중맹검법， 무작위적 

36 48(37-64) 
치료 위약대조군 

5 Simunovic 등， 1998a 
이중맹검법，무작위적 

105 16-70 <3 
위약대조군 

6 Simunovic 등， 1998b 
이중맹검법，무작위적 

219 16-70 3 
위약대조군 

7 jeffrey 등， 2000 
이중맹검법，무작위적 

52 18-70 
위약대조군 

8 、Ticenzino 둥， 1996 
이중맹검법，무작위적 

15 44(22.5-62) 8 
위약대조군， 대조군 

9 
관절가동화 

Abbott 퉁， 2oo1a 
기법 

개체내 실험， 무작위적 25 29-60 16 

10 Abbott, 2001 b 개체내 실험， 무작위적 23 16 16 

관절가동화 효과의 경우 Abbot 퉁 (2001a) 

은 통증치료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 

무통증 악력 (pain free grip)은 치 료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p<α)5)， 최대 악력(m값lillWTI 

grip)도 치 료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p<.05) 또한 Abbott(2oo1b)는 치 료 전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였을 때 외측 회전 

(extemal rotation) 이 p=.038로 유의하게 차이 

가 있었지만 치료 후 환즉 어깨의 외측 회전 

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二‘00 1). Vicenzino 퉁(1996)은 위 약 대조군 

과 대조군에서 치료 전 · 후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으며 (p>.05) ， 치료군에서 치료 

전 후 통증 감소， 악력 중가 및 긴장도가 유 

의 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p<.05) 이 

논문들의 목록은 위에 제시한 분류에 따라 

표를 첨부하였다(표 3). 

v. 고찰 

근거에 기초한 치료는 Sackett 등 (2000) 에 

의해 ”환자 개별치료에 대한 결정올 내릴 때 

양심적이고， 명백하며 분별력이 있는 현재 최 

상의 근거의 적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명백한 

설명과 함께 근거에 기초한 실질적인 자료들 

은 효과적인 치료의 적용법들을 창조하는 과 

정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근거에 대한 판단척 

도를 설 명 할 수 있다(Scalzitti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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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타분석 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치료모델의 특성에 따른 분류 

뇨」;E 」L
= l1 t Lj 치료기간(회 ， 분 ) 치료도구 치 료방법 치료강도 

변호 

1 0회 (3-4 회/주) 
Ga-As+ He-Ne Laser pulsed 180 ns 

4 mW/ 5 mW 
(probe) + contmuous 

2 10회 (2-3회/주) Ga-As pulsed 180 ns 12 mW 

3 8회 (3회/주) Ga-As Laser (probe) pulsed 175 ns 1.5 mW 

4 레이저치료 8회 (2회/주) Ga-AI -As (probe) contmuous 30 mW 

5 6-24회 (5회/주) 
Ga -AI -As (probe) continuous (p) 2 .5 -4j/c미 

He-Ne (scan) pulsed (s) 12 j/c며 

6 6-24회 (3회/주) 
Ga-AI-As (probe) continuous (p) 2.5 -4]/c미 

He-Ne (scan) pulsed (s) 12 j/c미 

7 12회 (3회/주) 
Nd : YAG Laser 

204 mW/ cm' 
(probe) 

contmuous 

8 5분 
Contra1atera l latera1 

gliding (CLG) 
3회 /30초 Grade III 

9 
관절가동화 

15분 
Mobili zation with 

10회 
기법 movment (MWM) 

Mulligan 

10 1 5분 
Mobilization with 

10회 
movment (MWM) 

Mulligan 

Glass(976)에 의 해 메타분석 의 기 법 이 개 

발된 이래 이 기법이 의학분야에도 도입되 어 

기존 종설에 의한 연구의 종합방법이 지 니는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 법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상 메타분석의 기 

법 을 관찰연구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원칙적으 

로 할당된 확률 임상실험에 제한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Shaplro ， 1994) 

관련된 문헌에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 가능성 

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메타분석 연구는 질적 메타 

분석방법 에 해당되는 문헌고찰 형식의 연구 

(유승흡 등， 1997>를 제외하면 기존 연구결과 

의 통합에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한다는 협의 

의 메타분석이 시도된 예는 거의 없는 면이 

다 또한 문 리치 료 분야에서 메타분석이 시도 

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관절 질환과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한 운동이나 작업수행 ， 잘못된 운동수행 

으로 인해 쉽게 발생하는 tennis elbow 또는 

JateraJ epicondylltis라는 제 목으로 Pubmed에 

올라와 있는 최근 2002년 10월까지의 703편 

의 모든 논문들과 국내 13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인용편의 

(c itation bias)를 배제하기 위해 연구대상 선 

정시 국문 문헌 외에 영문으로 뜰판된 문헌 

둥 모든 관련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그러나 

MEDLINE과 EMBASE와 같은 더 많은 검 색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Pubmed와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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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레이저치료와 관절가동화기법들의 효과평가 

뇨二투L 
」 ι

번호 
구분 평가(평가도구) 평가기간(개월) 결과 

통증(1 -5점 척 도) 전/후 
관절가동범위(측각기)， 악력(악력계) (종료 후 3, 6, 12) 통증(p> .05) ， 악력 (p > .05) 

2 
통증(1 -5점 척도)， 들어올리기 (kg) 전/후 악럭 (p<.OU , 들기 (p< 05) 

악력(악력계) (종료 후 3, 12) 통증(p> .05l 

3 통증(시각동간척도) 전/후 < 0:1) Q..t- ~(o< 
관절가통범위(측각기 l ， 악력(악력계) (종료 후 4, 5, 6) 통증(p ‘05) , 악력 (p< 05) 

4 
레이저 통증(시각퉁간척도-4점척도) 

초기， 전/후 통증(p< ‘05) ， 악 팍 (p< 05) 
치 료 악럭(0 -5점 척도) 

5 
똥증(시 각등간척 도， 구두등간척 도， 전/후 

통증(p< .OOll 
맥길통증질문지)， 악력(악력계) (종료 후 6, 12) 

6 
통증(시각등간척도， 구두등간척도， 전/후 

통증(p<.OOI ) 
맥길통증질문지)， 악력(악력계) (종료 후 6, 12) 

7 
통증(시각등간척도) 1, 6, 12회 

통증(p> 05) ， 악력 (p>.05) 
악력 (0-5점 척도) (종료 후 1) 

통증(시각등간척 도， 전기압통계) 통중(p< .05) ， 악 력 (p<α)) 
8 

긴장도(전기측각기) 악력(전기악력계) 
전/후 

긴장도(p< 05) 

9 관화절기가법통 관절가동범위(측각기)， 악력(악력계) 전/후 
통증(p<.005) ， 

악력 (p<.05) 

10 관절가동범위(측각기)， 악력(악력계) 전/후 관설가동범위 (p= .001) 

학술정보원(KERIS) 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논문의 검색시 질 평가 기준을 고려한 결 

과 위약효과를 줄 수 있는 레이저와 관절가 

동화에 관한 연구를 검색하였고 또한 물리치 

료사들이 쉽게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레이저 

와 테니스주 치 료에 간단하연서도 효과적인 

관절가동화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선정 

하였다 

2_ 질적 매타분석의 적용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근거에 기초한 

연구들을 조사한 논문들은 총 2708편으로 

2376면은 무작위적인 대조군 실험이며 332편 

은 체계적 인 증설연구이 었다(Moseley 둥， 

2002) 물리치료에서 처음 요통에 대한 관절 

가동화와 류머토이드 관절염에 대한 수치료 

와 연관된 무작위적 대조군 실험이 1955년에 

발표되었으며 그 후 무작위적인 대조군 실 험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특별히 물리 치 

료 분야에 있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근거에 기초하여 무작위적 

인 대조군 실험연구와 종설연구를 나타냈다 

(Moseley 등 ， 2002). 

Moseley 등(2002) 의 근거에 기초한 물리 치 

료 조사연구에 의하면 94% 이상이 무작위적 

인 대조군 실험이었으며 두 그룹의 통계학적 

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89%이었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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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경법을 이 

여 
'-

대상자를 

맹검 

치료의 

거쓴 무 

controlled 

designedl 무작위 적 또는 가성 (pseudo) 

무작위적 대조군 실험 (!evel 들의 체계 

적인 종설을 통해 

Health and Medîcal Research 

2000) 

본연 8편이 이중맹 

。-노
 」

볍파 

가 

일개별실험연 

어 이어 
λλ/、A

앵검법 

와
 

레이저 

평가하 

는연 

였 

맹 더l 이 있 
c 
。 ’ 

의 

(Vicenzino와 Wright, 1995). 또 한 

객판적인 치 A 
τ→ 

있는 악력겨l 

(Simunovíc, 1996; Striebel , 최 대 악력 

통증 없는 범위에서의 악력이 더 타당 

한 변 

다(Stratford ， 1993). 

및 어깨판젤에 또한 

도 처1 한이 

여 치료 

연 

경우~ 1 

르
 
E 

며
 꺼 

그
 

활경 

변화를 

치료 

우에는 

연구 

을평 

c: 
。

점에 치료하 

의하게 치 

그러나 테니 떼이져 

지 

변화 

대해 설명 

Greathouse 

치 

위해 대 지 

범위를 사키 

대표적인 평 

i영 

도는 주관적인 평가도구이 

지만 이전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이 증명되었 

Larsen , 1990; Larsen 

1990) , 치 

용되고 있다 또한 

, 1985; 

도 레이저 

의 국소적인 가열 

에 변화률 준 

기광선 에너지 

인 변화에 영 

미토콘뜨리아 

신진대사과정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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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러한 가생은 반악되었다(ßasford ， 1990) 

비욕 근암격계의 홍종치료에 헤이저가 효과 

적이라고 주장하지안(ßasford 동. 19991, 직생 

한 치료연수(parameter)률로 홍영왼 앙엉이 

없다(ßasford. 1995) 

따라시 용 연구에서도 저강도 헤이서의 치 

료효과용 대또군과 비교하였올 때 대부용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흥 보여주었다 

(Haker와 Lundeberg , 1991a, b; ]effrey 퉁 

2000: K.rasheninikoff 풍， 19941 그 이유는 

쉐이저지료는 주파수‘ 파장1 최대 파동 (pu!se) 

과 연관되어 가장 식정한 양(dosage)의 지엠 

서에 대한 근거가 거의 부족하기 때운이고 

(Vasseljen 동. 19921‘ 또한 용리치료의 명가 

기준이 홍종 잊 앙흉과 길용 지각융 흉한 주 

관적인 측정망엉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효 

과홍 강넬하기가 어업r:HJeffrey 퉁 20001 

잉반객으로 잉상적인 진단 역시 X-ray살 용 

해 양 수 있지안 오직 환자의 25-50%안이 

석회회되는 연회}융 불 수 있다 

관정가용화의 오든 연구에서능 용중과 악 

력 R 두 '1 료 후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으여 

(Abbott 둥， 2001a) , 관성가동염위도 유의하 

게 중가하였고{Abbott， 2OO1bl , 흥중파 악력 

과 긴장도가 유의하게 효과가 있옹융 보여주 

었다(Vicenzino 동. 1앉)61 또한 다온 Vicenzin。

와 Wrigth ( l995J의 단잉새영실험연구에서도 

관신가동아호 인한 흉중과 기능이 높온 상판 

왔계호 호선되었융윷 증명하였고 Rod와 

자용에게 엽게 접근힐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용중융 강소시켜 근력과 관쟁의 가동엉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Ex허bι l앉~; Hethcnngton, 

l잊}6; Mulligan, 1992, 1993 , 1995: Q'Brien과 

Vicenzino, 1998) 

용리지료의 않용 자료와 관련된 외석 근꺼 

흘온 율려지료 분야의 치효와 관련되어 연구 

받전에 있어 그 의이가 중요하여 정신적으로 

근거에 기초한 연구가 중가하는 추세이다 높 

온 수준의 근거에 기초한 연구켈계는 우작위 

식이고 대조군융 사용한 실헝연구와 종성 E 

연수혹 용려지료에 적용외는 질양에 대해 지 

효의 경쟁용 내려는데 중요한 치 ζi가 윌 수 

있다 그러나 앙으로는 양적으로 않옹 연구흩 

용 정양 수 있융지라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질 높용 무삭외적인 대조군 실엉 연구에 세 

한용 두어 장고하고 꾸준히 연구형 핑요가 

있다 이와 더블어 올리시료 분야에서도 정와 

한 근거에 기초한 강영진단융 앨 수 있도욕 

껴한석인 명가방영융 개땅하도흑 노력해야겠 

다 

또한 않온 근거흩과 징적인 연구가 휠빌히 

진앵되고 있는 요용과 경흉 및 어깨 질환과 

우 g과 강용 근공격계 정환과 판련되어 운풍 

선수을과 산업 노동자즐파 가사일용 하는 주 

부융에게 인언히 발생하는 테니스주에 대한 

앞으로 더 많용 관싱과 꾸춘한 연구가 더 필 

요하다고 생각원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 애타운석용 제외되었 

Kaufman(2000)의 사혜연구에서도 치료효과 다 우선 레이저와 판정가동화의 요은 멍가땅 

가 있용웅 충영하였다 명이 영영적으로 공홍왼 영가도구흉 사용하 

연재 에니스주는 대우운의 경우 관절가동 

화흉 흉해 근위 전앙의 내측에서 외옥 영주 

(g liding l흉 언으켜 용중융 갑소시키는 앙업 

으호 적용외고 있다(Mulligan ， 1995) 

이 연구의 논운한에서도 주관질의 판절가 

동화앙엉으로 MWM과 CLG흉 사용하였으여， 

。1 망엉용 용중융 일으키지 않는 영위에서 

판절가홍화용 하는 접근 망식이기 때문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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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중과 관정가동엉위 및 

악력， 기타 다흔 명가 요소를융 두개 이상 각 

각 영가하였기 때운에 초사왼 요든 자료출융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운석힐 수 없었다 

또한 경과에서 보여주는 표와 수치가 각기 

계산외어 치s 전후의 차이용 개영적인 계산 

값으로 나타났기 때운에 정량화하는데 어려 

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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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 연구에 대안 에타운석방엽의 적 

용과 판연하여 우엿보다 중요한 성온 연구자 

료의 수가 석기 때문에 에타운석 이 가지는 

한계를 직시하고 엉격하게 이훌 석용하여야 

한다는 것아다 아직 한국인율 대상으호 이우 

어진 질 높은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는 애우 

드풍고 육히 이 연구의 푼석대상이 에니스주 

의 시료효과에 국한시켜 보아도 이러한 연구 

논푼용 인 연도 없었다 따라서 단순한 에타 

운석의 l상 r김흔적 적용보다 그 대상이 되능 

첼 높옹 선향적 연구에 대한 판싱과 노역이 

영요하다 또한 정향적인 평가도구흉 개발하 

고 연구하여 정확한 강영 진단에 따흔 치료 

효과흩 제시양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한 연구 

룡 꾸준히 개양하여야 힐 것이다 그 정파 용 

리치료의 양짚의 연구 운헌흥이 양객으로 축 

직되연 양적 에타운석앙엉옹 기존의 총성적 

인 정적 에타운석과 더융어 수준 농은 연구 

경과의 흉앙에 기여하게 휠 것이다 

W 결론 

용 연구는 테니스주와 관련되어 국내 국외 

의 연구문현 중 헤이저와 판정가동화와 판련 

왼 치료효파에 대한 정요흥 제공하는 24연의 

농분율 수집하여 개영적인 치료효과흘 나타 

내는 논문에 언하여 질적 에타운석올 시앵하 

였다 

그 경과 중 10연의 연구 논문 중 레이저용 

이 용한 연구 7핀과 관정가용화의 연구 l연이 

이중앵경엽올 사용한 우작위식인 대조궁 실 

헝연구 이었으며‘ 두 그흉으로 나누어 용계학 

적인 이교릎 용해 실앵원 연구가 8띤이었다 

치료효과는 레이저의 경우 7연 중 4면에서 

치료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용충이 유의하게 

강소하지 않았고(p>.051 5연 중 3연에서 악 

력이 유의하게 중가하지 않았다(p>.051 완껑 

가동화 연구는 2연 모두 치효 후 용중 없는 

악력이 유의하게 중가하였으여 (p>.05J ， Abbott 

(2oo 1bl에서 판정가풍빙위의 중가(p~.oo↓)와 

V icenzin。 퉁(19961에서 긴장도의 강소(p<.051 

등 보여주었다 

용 연구의 경과 처강도 레아저의 효과는 

더 많은 대상과 다양한 지료 연수출용 고허 

하여 계측석인 연구와 효과흉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능 평가도구 개발이 옐요하다 관정가용 

화 지료 후 흉증감소 악력증가， 가동영외중 

가 긴장도강소로 용 때 근거에 기초한 질 높 

용 이중앵경 엄올 이용한 우삭위석 대조군 실 

엄연구가 '/-춘히 진앵원다연 테니스주 치료 

에 가장 칙컬함융 세시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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