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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classifying patients with neck pai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 We classified 21 patients with neck pain into positive (n=12)

and negative (n=9) groups on the basis of 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 the 2 groups then equally

performed 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for 30 min, 3 times a week, for 4 weeks. Visual

analogue scale (VAS), neck disability index (NDI), and range of motion (ROM) were recorded both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both groups. Paired t-test was used to determin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nd independent t-test was used for analyzing

changes between two groups of dependent variables. After 4 weeks of training, we observed significant

decrease in pain and disability (p<.05)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rotation, flexion, extension, and

side-bending ROM (p<.05) in both groups. Further, between pre- and post-intervention evaluations, we

observed a significant decrease in pain and disability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rotation and flexion

ROM in the positive group than in the negative group (p<.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 may be used to identify mechanical disorders of the cervicoscapular muscle in

patients with neck pain. Therefore, we recommend the use of 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 to determine

appropriate treatment intervention when treating patients with neck pain.

[Ha-yeon Kim, Suhn-yeop Kim, Hyun-jeong Jang, Myung-kyu Joo. Effect of 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 on Patients With Neck Pain Classified According to 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 Phys Ther

Kor. 2012;19(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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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부통은 전체 인구의 67%에서 일생 동안 한번 이

상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증상으로(Wang

등, 2003) 약 25%가 만성화로 이어져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용 지출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Picavet과 Schouten, 2003; Taimela 등, 2000;

Webb 등, 2003). 이러한 경부통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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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상 소견에는 경부 통증(Jette과 Jette, 1996), 경

부 관절가동범위 소실(Olson 등, 2000), 경부 근육의 약

화(Silverman 등, 1991), 경부 관련 기능장애(Jull 등,

1999; Jull 등, 2002; Vogt 등, 2003) 등이 있다. 이 중

경부 관절가동범위는 경부 연부조직의 유연성, 경추관

절 분절의 가동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측정방법이며,

특히 경부 회전 가동범위의 제한은 다른 방향의 가동범

위 소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기능장애를 보인다

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Olson 등, 2000).

근골격계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체역학적 기전을 알아내고 증상의 원인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

부 손상의 역학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 검사에

는 경부 정렬 평가, 경부 움직임 시 증상의 강도와 증

상 발생 부위 평가, 경부 근육의 근력, 지구력과 유연성

평가, 경부의 능동 및 수동 생리적 운동(physiological

movement)과 부수적 운동(accessory movement)의 양

적 및 질적 평가 등이 포함된다(Porterfield과 DeRosa,

1995). 또한 최근에는 경부에 대한 경추견갑골

(cervicoscapular) 근육의 역학적 문제를 선별

(screening)하기 위하여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passive

scapular elevation test)가 이용되고 있다(McDonnell

등, 2005). 이 검사는 경부통을 지닌 환자에게 견갑골을

수동적으로 들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경부의 관절가동범

위를 확인함으로써 경추견갑부 연부조직이 움직임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법이다. 임상적으

로 경부통을 지닌 많은 환자에서 경부 회전 시에 발생

되었던 통증 수준이 견갑골을 수동 거상시켰을 때 통증

수준이 감소하고 회전의 가동범위가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Andrade 등, 2008; Van Dillen 등, 2007).

한편 임상에서 경부통 환자에게 적용되는 운동치료

중재에는 경부 안정화운동(Dusunceli 등, 2009;

Koskimies 등, 1997), 두개경부 굴곡(craniocervical

flexion)운동(Chiu 등, 2005; Jull 등, 2009), 경부근 근력

강화운동(Viljanen 등, 2003; Ylinen 등, 2004)과 같이

경부내 근육에 국한되는 운동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부통 환자에 있어 견갑골과 경부 정렬에 관

한 구조적 문제가 강조되면서 경부통 환자의 견갑골 위

치의 변화와 흉추의 역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Wegner 등(2010)은 불량한 견갑골 자

세를 가진 경부통 환자에게 견갑골 교정 전략을 적용하

였을 때 승모근 세 부분의 활성도 비(ratio)를 정상 대

상자의 비와 가깝게 효율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

였으며, Ha 등(2011)도 경부통 환자의 견갑골 위치를

수동적으로 교정하였을 때 통증수준을 감소시키고 경부

의 능동 회전 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감각 수준이 향상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부통 환자를 치료할 때 경부 내에 국한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부 이외의 부위에서 경부

기능장애에 기여할 수 있는 견갑골과 경추견갑골 주위

근육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 또한 경부

근육에 국한된 치료가 아닌 견갑골 정렬과 안정성을 조

정하여 견갑골 기능을 개선시키고 경부와 연관된 근육

들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은 견갑골이 중립위치에서 기능적 움직임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운동으로 견갑대의 안정성을 높

이고, 경추견갑골 근육을 포함한 견갑골 주변 근육의

정상적 길이-장력 관계 회복을 위해 고안된 운동이다

(Başkurt 등, 2011; Ronai, 2005). 이에 본 연구는 경부

통 환자에게 적용한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 결과에 따

라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으로 분류하고 두 군간에게

각각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

를 비교함으로서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가 경추견갑부

에 연결된 연부조직의 문제를 선별해 낼 수 있는 유용

한 검사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군에 견

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전후간에 두 군간

의 경부 통증과 기능장애수준, 경부의 관절가동범위에

변화를 비교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D병원에 내

원한 환자 중 특이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비특이성 경

부통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경추 골절, 관절염, 종양, 근육병, 골다공증

이 있는 자와 경부의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는 자, 경부

신경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이 있는 자,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자로 하

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실험의 방법,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의사를 보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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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

변수 양성반응군(n=12) 음성반응군(n=9) t p

성별(남/여) 5/7 3/6 - -

나이(세) 38.0±12.9a 36.0±11.2 .385 .704

몸무게(㎏) 64.7±10.7 59.0±7.3 1.381 .183

신장(㎝) 168.4±7.4 163.3±7.7 1.517 .146

발병기간(개월) 26.0±20.1 16.8±16.1 1.121 .276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

2. 실험 방법
모든 대상자에게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를 시행하여

견갑골을 거상하였을 때 경부의 회전 시 경부통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는 양성반응군으로, 증상에 변화가 없거

나 악화되는 경우는 음성반응군으로 배정하였다(Van

Dillen 등, 2007). 대상자는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 모두

에게 동일하게 기본적인 열, 전기치료 중재와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은 총 4주 동안 주 3회, 1일 30분간 실시하였

다. 또한 두 군 모두에게 동일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를 실시하였다.

가.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는 Van Dillen 등(2007)의 연

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토대로 수정된 방법을 적용하였

다. 대상자에게 양 팔을 체간 옆에 붙이고 선 자세로

체간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부를 오

른쪽, 왼쪽으로 최대한 회전한 뒤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검사자는 대상자의 양쪽 상완 외측

의 1/2 지점을 잡고 견갑골이 최대한 거상되어 수동 저

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상되지 않는 지점까지 대상자

의 상완을 최대한 들어 올렸고, 이때 대상자가 견갑대

의 근육을 최대한 이완하도록 요구하였다. 대상자는 견

갑골이 수동 거상된 상태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부를 최대한 회전을 한 뒤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

다. 검사에 따른 세 가지 반응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상 완화(+): 견갑골 수동 거상 이전

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경부 가동범위가 증가하거나 통

증의 발생 수준이 감소함, (2) 변화 없음(0): 견갑골 수

동 거상 이전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경부 가동범위나 통

증의 발생 수준에 변화가 없음, (3) 증상 악화(-): 견갑

골 수동 거상 이전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경부 가동범위

가 감소하거나 통증의 발생 수준이 증가함. 회전 시 환

자가 느끼는 증상은 환자의 구두 보고에 따라 평가하였

으며 증상 완화를 보인 경우 양성반응으로, 변화가 없

거나 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음성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견갑골을 수동 거상하는 동안 경부 혹은 흉부에 움직임

이 일어난 경우, 또는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거상을 도

와주거나 견갑대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하지 않았다고

검사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림 1).

나.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2)

본 연구는 중재 방법으로 슬링운동 시스템
1)

을이용한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scapular stabilization ex-

ercise program)을 적용하였다.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

로그램은 견갑골 가동화운동(scapular mobility ex-

ercise), 견갑골 하강운동(scapular depression exercise),

견갑골 동적 안정화운동(scapular dynamic stability

exercise)과 푸쉬 업 플러스운동(push-up plus ex-

ercise)의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견갑골 가동화운동의 목적은 견갑골 주변의 과긴장

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견흉관절의 가동범위를 정

1) Redcord trainer, Redcord AS, Staubo,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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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A: 견갑골 가동화운동, B: 견갑골 하강운동, C: 견갑골 동적 안정화운동, D:
푸쉬 업 플러스운동).

상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방법은 대상자를 슬관절

이 90도 굴곡된 자세로 앉히고 요추는 중립 자세를 유

지하도록 한 채로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전완의 근위부

는 스트랩(strap)으로 받쳐 상지의 무게를 편안하게 지

지하도록 하였다. 견관절의 수평외전과 수평내전을 동

반한 견갑골의 내전과 외전 운동을 30회 반복을 3세트

실시하였다(그림 2-A).

견갑골 하강운동은 과활성화된 상승모근을 억제하고

약화된 하승모근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Ronai, 2005). 주관절을 90도 굴곡하여 탄력 밴드에 연

결된 스트랩으로 받친 뒤 대상자의 이주와 견봉, 상완

골의 외측상과, 대퇴골의 대전자가 일직선 상에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하방으로 눌러 견갑골을 하

강시킨 자세를 5초 동안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12회

반복하여 3세트를 실시하였고 운동하는 동안 전완의 자

세는 엄지가 상방을 향하도록 하였다(그림 2-B).

견갑골 동적 안정화운동은 견갑골이 움직이는 동안

견갑골 주변 근육의 동시수축을 유발하여 동적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김선엽과 권재확, 2001). 대

상자는 무릎으로 선 자세로 주관절은 신전하여 손잡이

를 잡고 견관절은 90도 이하가 되도록 줄 높이를 맞추

었다. 요추는 중립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몸을 앞으로

기대는 듯이 매달리도록 하였다. 이 때 허리를 뒤로 젖

히거나 앞으로 굽혀서는 안되며 주관절도 곧게 편 상태

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운동의 마지막 동작에서 1∼2초

간 머무른 다음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이를 10번 반복하여 3세트 실시하였다(그림 2-C).

푸쉬 업 플러스운동은 견갑골 안정화의 핵심 근육인

전거근을 강화시키고 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하였다(Vossen 등, 2000). 시작자세는 무릎으

로 선 자세로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주관절을 신전

하여 손잡이를 잡고 견관절 90도 자세에서 손잡이에 체

중을 부하하도록 하였다. 주관절을 굴곡시켜 몸을 앞으

로 기울이도록 하고 다시 주관절을 신전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되 이때 견관절이 외회전 되지 않도록 지

시하였다. 마지막 자세에서는 견갑골 익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견갑골 전인(protraction) 동작을 구두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3세트 실시

하였다(그림 2-D).

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가. 통증수준

통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VAS는 환자가

느끼고 있는 통증의 수준을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은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10 ㎝ 선

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통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이

며,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0,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한 통증을 10으로 정의하였다. VAS의 신뢰도

는 .76∼.84이다(Patrician, 2004).

나. 경부 기능장애수준

경부의 기능장애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경

부기능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를 사용하

였다. NDI는 경부통증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자가 평가 도구로써 신뢰도는

.72이다(Young 등, 2010). 통증정도, 물건 들기, 집중,

독서, 두통, 자기관리, 운전, 작업, 수면, 여가활동 등과

같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점수는 0∼5점으로,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기록하였다. 총점은 50점이며 0∼4점은 장애 없음(no

disability), 5∼14점은 약간의 장애(mild disabilit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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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시점 양성반응군(n=12) 음성반응군(n=9) t p

시각적 상사척도

(점)

중재 전 5.67±1.72
a

6.00±1.73 -.438
c

.667

중재 후 1.83±1.19 3.56±1.01 -3.483 .002

중재 전-후 3.83±1.64 2.44±1.01 2.230 .038

t 8.086b 7.234

p .000 .000

경부 기능장애지수

(점)

중재 전 16.17±4.84 16.44±5.67 -.120 .906

중재 후 4.83±3.69 11.67±2.91 -4.578 .000

중재 전-후 11.33±4.79 4.78±4.40 3.207 .005

t 8.129 3.250

p .000 .012

a평균±표준편차, b대응표본 t-검정, c독립표본 t-검정.

표 2.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의 통증과 경부 기능장애수준 비교 (N=21)

∼24점은 중등도의 장애(moderate disability), 25∼34점

은 심한 장애(severe disability), 35점 이상은 완전한

장애(complete disability)를 의미한다(Vernon과 Mior,

1991).

다. 경부 관절가동범위 측정3)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추 각도계2)를 사

용하였다. 이 기구는 머리에 모자처럼 착용하면 유체로

가득 채워진 각도기 내부의 바늘이 중력에 반응하여 관

절의 각도를 표시해 주는 각도측정 장비이다. Balogun

등(1989)은 본 기구의 측정자간 신뢰도 값을 .31∼.86,

측정자내 신뢰도 값을 .26∼.84라고 보고하였다. 이 기

구를 이용하여 중재 전·후 경부의 회전, 굴곡, 신전과

측방굴곡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 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정규

분포를 확인하였다. 두 군간에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양성반응군과 음성

반응군의 군내 전후 비교를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군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연령

은 양성반응군이 38.0세, 음성반응군은 36.0세이었고, 체

중은 양성반응군이 64.7 ㎏, 음성반응군은 59.0 ㎏, 신장

은 양성반응군이 168.4 ㎝, 음성반응군은 163.3 ㎝이었

다. 모든 변수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표 1).

2. 두 군의 통증수준 변화 양상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의 중재 전 통증수준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

모두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통증수준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1). 두 군간에 중재 전후의 통증

수준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3. 두 군의 경부 기능장애수준 변화 양상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의 중재전 기능장애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

모두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기능장애수준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두 군간에 중재 전후의 기

능장애수준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

2) MyrinTM OB Goniometer, Kineman Enterprises,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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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측정시점 양성반응군(n=12) 음성반응군(n=9) t p

경부 관절

가동 범위

(°)

우측 회전

중재 전 50.75±10.24
a

53.33±10.00 -.578
c

.570

중재 후 68.92±4.94 62.78±5.07 2.786 .012

중재 전-후 18.17±8.65 9.44±9.17 2.229 .038

t 7.237b 3.091

p .000 .015

좌측 회전

중재 전 50.83±11.11 52.67±10.90 -.377 .710

중재 후 67.33±4.60 61.44±6.71 2.391 .027

중재 전-후 16.50±8.51 8.78±7.05 2.209 .040

t 6.715 3.736

p .000 .006

굴곡

중재 전 40.42±10.10 46.67±5.00 -1.699 .106

중재 후 57.50±4.71 55.00±6.12 1.059 .303

중재 전-후 17.08±9.55 8.33±7.50 2.269 .035

t 6.198 3.333

p .000 .010

신전

중재 전 42.50±13.75 43.89±10.54 -.252 .804

중재 후 59.67±7.96 54.78±5.95 1.544 .139

중재 전-후 17.17±12.53 10.89±7.64 1.325 .201

t 4.748 4.276

p .001 .003

우측 측방굴곡

중재 전 31.25±7.09 33.56±5.13 -.825 .419

중재 후 40.58±5.00 39.44±5.27 .505 .619

중재 전-후 9.33±4.62 5.33±4.72 1.946 .067

t 7.000 4.123

p .000 .003

좌측 측방굴곡

중재 전 32.50±7.59 33.89±5.47 -.465 .647

중재 후 39.50±4.98 38.89±5.47 .267 .792

중재 전-후 7.00±5.15 5.00±5.59 .849 .406

t 4.706 2.683

p .000 .028
a평균±표준편차, b대응표본 t-검정, c독립표본 t-검정.

표 3.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의 관절가동범위 변화 비교 (N=21)

4. 두 군의 관절가동범위 변화 양상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의 중재 전 경부 관절가동

범위는 모든 방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양

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 모두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에 좌·우측 회전, 굴곡, 신전과 좌·우측 측방굴곡의

관절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두 군간

에 중재 전후의 우측 회전과 좌측 회전, 굴곡의 가동범

위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05), 신전과 우측 측방굴곡, 좌측 측방굴곡 가동범위

의 변화량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Ⅳ. 고찰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포함된 임상적 추론

(clinical reasoning) 과정을 이용하여 중재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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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증상과 징후에 기초를 둔 임상적 의사 결정은

보다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부통 환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경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견갑골 주위 근

육의 역학적 문제의 선별(screen) 방법으로 수동 견갑

골 거상 검사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임상에서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경부 검사 방법들은 경부 자체에 국한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평가 방법이다. 경부 환자들은

경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부 주변의 견갑골, 상

지와 흉추부 등에 의한 역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 이러한 측면을 평가하는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는 경부

통 환자들의 경부 문제에서 경추견갑골 근육을 통한 견

갑대의 영향을 선별하기 위해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이다. 경추견갑골 근육은 상지 무게의 일부를

경부로 전달하고 경추에 압박부하를 가해 경부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Johnson 등, 1994). Van

Dillen 등(2007)의 연구에서는 경부통 환자의 견갑골을

수동적으로 들어올렸을 때 즉각적인 능동 경부 회전 가

동범위의 증가와 경부 통증의 감소를 보고하였고,

Andrade 등(2008)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상지를 지지해 주어 견갑골을 중립 위치로 놓았을 때

경부의 능동 회전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부통 환자의 견갑골을 들어올리

거나 상지의 무게를 받쳐주었을 때 경부 회전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 환자의 경부통 원인이 경추견갑

골 근육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an Dillen 등, 2007).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경부의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할 때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가 환자의 임상적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

부조직 요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의 경부통 발생 원인을 경추

견갑골 근육과 견갑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가정하고

이 검사가 경추견갑골 근육의 문제를 감별하는데 효과

적인 검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성반응군과 음성반

응군 모두에게 경추견갑골 근육에 초점을 맞춘 견갑골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또한 수동 견갑골 거상의

방법으로 Van Dillen 등(2007)은 검사자의 양 손으로

대상자의 액와부를 잡고 견갑골을 들어올린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액와부 대신 상완 외측을 잡고 견갑골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여러 대상자들이 액와

부를 직접 촉지하였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편함

을 호소하여 일관된 반응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액와부 대신 비교적 덜 민감하게 느끼는 상완 외측을

잡고 견갑골을 거상하였다.

견갑골 거상 시 경부 회전 증상이 호전되는 양성반

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견갑골을 들어올림으로써

상승모근, 견갑거근 등과 같은 경추견갑골 주위에 단축

이 흔히 발생되는 근육이나 근막을 느슨하게 함으로서

긴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경추견갑

골 근육의 부착점을 통해 경추부에 전달되는 부하를 감

소시키고 이들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부의 회전 가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감소시킨다

(Porterfield과 DeRosa, 1995). 두 번째는 견갑골 거상이

경부를 회전할 때 일어나는 상완신경총 가지의 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경부통의 회전 시 증상의 감소에 기여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두 군에 동일하게 적용한 견갑골 안정

화운동은 견갑골의 가동성과 견갑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경추견갑

골 근육의 능동적 긴장도를 정상화시켜 경추와 견갑골

의 정렬을 중립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경부의 분절에 가

해지는 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

다. 운동프로그램에 사용한 슬링 장비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여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하고 이 상태에서의

운동은 열린사슬운동 또는 닫힌운동사슬 운동과 감각

운동 통합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흔히 임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한 결과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 각 군에서 중재

후에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모

든 방향의 관절가동범위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양성

반응군의 중재 후 통증 감소율은 67.55%로 음성반응군

이 40.67% 감소한 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경부

기능장애지수의 감소율 또한 70.07%로 음성반응군이

29.08% 감소한 것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

부 관절가동범위의 변화는 우측회전에서 양성반응군이

35.8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음성반응군이 17.70%의

증가율을 보였고 좌측회전은 양성반응군이 32.46%, 음

성반응군은 16.67%, 굴곡은 양성반응군이 42.26%, 음성

반응군은 17.85%의 증가율을 보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imela 등(2000)의 연구에서는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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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통 환자에게 경흉추 안정화운동을 포함한 다원적

치료(multimodal treatment)를 적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경부통 증상과 심리적 요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경추성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

구에서는 부정렬한 견갑골을 재위치시키기 위한 견갑골

운동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시행한 결

과 경부기능장애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경부의 관

절가동범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McDonnell 등,

2005). 이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견갑

골 운동프로그램이 경부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통증수

준, 기능장애수준 그리고 관절가동범위의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되는 운동방법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명규(2010)

는 만성 경부통 환자에게 경부의 안정화운동과 신장운

동을 결합한 중재를 실시하였는데 중재 후의 경부 능동

회전 가동범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경부통 환자의 치료적

중재가 경부에 국한된 치료를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능동 회전 가동범위가 유의한 향

상을 보인 것은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를 통해 경추견

갑골 근육의 문제를 선별하고 경추견갑골 근육에 초점

을 맞춘 중재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부의 신전 관절가동범위는 양성반응군

이 40.40%의 증가율로 음성반응군 24.81%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측 측방

굴곡에서 양성반응군이 29.86%, 음성반응군은 15.88%

의 증가와 좌측 측방굴곡에서 양성반응군이 21.54%, 음

성반응군은 14.75%의 증가로 두 군간에 차이는 있었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통증이 없는

정상군에 비하여 경부통 환자의 경부 관절가동범위 감

소가 회전에서는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 신전과 측방굴

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

구(Johnston 등, 2008)와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부

통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를

통해 경추견갑골 주위 연부조직의 기능장애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선택적인

치료 중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임상에서 경부통 환자의 중재를 선택할 때 이 검사법은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환자의 역학적 문제를 선별하

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적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검사의 양성반응과 음성반응을 선별하는 기준이 정

량화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대상자의 주관적 소견으

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향후에 더 많은 수의 경부통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경부통 환자의 역학적 문제를 임상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그에 따른 다각적 중재 기법

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1명의 경부통 환자에게 수동 견갑골 거

상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반응군과 음성반응군으로 분류

하였고 두 군에게 견갑골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여 두 군간에 안정화운동 중재 전후의 통증수준

과 기능장애수준, 경부 관절가동범위에 변화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음성반응군에 비해 양성반응군이 통증과

기능장애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경부의 양측 회

전과 굴곡의 능동 관절가동범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 이는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가 경추견갑골 관련 연

부조직의 역학적 장애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동 견갑골 거상 검사법은

임상에서 경부통 환자를 평가와 치료 시 경추견갑골 주

위 연부조직에 문제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더 적합한 중

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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