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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환자에서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노쪽 손목 폄근 신장운동이 통증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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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wo types of stretching extensor carpi radialis

on the visual analog scale (VAS), pressure-pain thresholds (PPTs), grip strength (GS), and strength of

wrist extensor (SWE) in patients with lateral epicondylalgia. Sixteen patients with lateral epicondylalgia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nd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the conventional stretching group

(CS) and the stretching of proximal functional massage group (PFM); the VAS, PPTs, GS, and SW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Over a period of stretching exercises were performed for

five minutes per day, five days per week. The paired t-test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were used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VAS, PPTs, GS, and SWE (pre- and post-test). The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effects of stretching exercises

between the CS and PFM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n the PFM group, the

PPTs, GS, and SW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VAS decreased (p<.05). In the CS group, the VAS

and G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three-week intervention (p<.05). Pain was decreased and strength

(GS and SWE) was increased in the PFM group, compared to the CS group (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FM technique can be applied for decreasing pain and increasing the GS and SWE in

patients with lateral epicondyl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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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lateral epicondylalgia)은

일반적으로 손목 또는 손가락을 펴는 동안 팔꿉관절 가

쪽위관절 융기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가쪽위관절 융기

(lateral epincondyle)부위의 압통 역치가 감소하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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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압통이 나타나며, 악력의 감소를 보인다(Abbott 등,

2001; Buchbinder 등, 2002; Stephens, 1995; Struijs 등,

2003; Yaxley과 Jull, 1993). 흔히 ‘테니스 엘보우(tennis

elbow)’로 알려져 있으며, 손목과 아래팔의 빠르고 반복

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들에서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Dimberg, 1987; Gellman, 1992;

Hong 등, 2004; Pienimäki 등, 1996). 일반적으로, 팔꿉

관절 가쪽위관절 융기염은 노쪽 손목 폄근 힘줄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 longus tendon) 또는

손목 폄근(extensor digitorum)의 손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Noteboom 등, 1994; Phil 등, 2010;

Sahrmann, 2011; Stasinopoulos과 Johnson, 2007).

Nirschl과 Pettrone(1979)은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이러한 아래팔의 손목 폄근들에

크거나 미세한 열상(tearing) 또는 염증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으며(Erak 등, 2004), 해부학적 연구(Briggs과

Elliott, 1985)와 근활성도에 대한 연구들은(Bauer과

Murray, 1999; Finsen 등, 2005) 이 근육들이 다른 근

육들에 비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

는 활동들과 더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에 관한 대부분의 이전 연

구들은,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항염증제

(anti-inflammatory drugs) 복용 또는 코르티코스테로

이드 주사(corticosteroid injection), 마찰 마사지(friction

massage), 초음파(ultrasound), 충격파치료(shock wave

therapy)와 같은 수동적 중재방법과(Kohia 등, 2008;

Ng과 Chan, 2004; Pienimäki 등, 1996), 환자의 능동적

근수축을 강조하는 중재방법들을 제시하였다(Abbott

등, 2001; Hong 등, 2004; Kochar과 Dogra, 2002;

Paungmali 등, 2003; Slater 등, 2010). 하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만성적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은 하

나의 중재방법으로 관리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치료적

접근 방법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런 중재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Hong 등,

2004; Lin 등, 2010; Osborne, 2010; Stasinopoulos과

Johnson, 2007). Osborne(2010)은 팔꿉관절 외측 통증

을 관리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토끼의 건에 주사했을 때 45분 안에

건 괴사(tendon necrosis)를 야기한다는 연구를 제시하

였으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는 건 치유(tendon

healing)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Stasinopoulos와 Johnson(2007)은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의 재활 단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yriax 치료(deep tendon friction massage)는 그 효과

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

들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들은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위한 이전의 중

재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중재방

법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장운동은 뻣뻣한 근육들로 인해 야기

되는 근육 동통(soreness)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나, 뻣

뻣한 근육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손상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High 등, 1989; Power 등,

2004; Safran 등, 1989; Smith, 1994). 팔꿉관절 가쪽위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여러 연구들에서 노쪽

손목 폄근과 손가락 폄근의 반복적 사용 및 과사용으로

인해 뻣뻣함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Kohia 등, 2008;

Kraushaar과 Nirschl, 1999; Nagrale 등, 2009). 그러므

로 현재까지 신장운동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법 중 하나로써 제시되어 왔고,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전 연구들은 팔꿉관

절 가쪽위관절 통증에 대한 신장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신장운동이 여

러 중재 방법들과 함께 적용된 효과에 대해서만 제시하

였고, 독립적으로 신장운동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

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Chung과 Wiley, 2004; Drechsler 등,

1997; Pienimäki 등, 1996).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신장운동

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

로 노쪽 손목 폄근의 전통적 신장운동(conventional

stretching; CS)과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신장운동(stretching of proximal functional massage;

PFM)이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압통 역치(pressure-pain thresholds; PPTs), 악력(grip

strength; GS) 그리고 손목 폄근력(strength of wrist

extensor; SWE)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가지

신장운동 간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첫

번째로,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이 있는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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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n1=8) PFM(n2=8)
p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세) 38.4±2.6 33.0∼42.0 40.4±3.0 35.0∼45.0 .179

신장(㎝) 173.3±2.7 169.5∼178.5 175.9±4.4 168.5∼179.5 .176

체중(㎏) 69.9±3.6 65.0∼75.0 72.1±6.6 63.0∼81.0 .410

시각적 상사

척도(㎜)
8.0±.8 7.0∼9.0 8.1±.8 7.0∼9.0 .798

압통 역치(㎏) 3.9±1.0 2.7∼6.0 3.7±1.1 2.1∼5.6 .629

악력(㎏) 18.9±3.3 15.0∼22.8 20.7±6.9 12.3∼33.3 .513

손목 폄근력(㎏) 12.1±2.5 8.1∼15.2 9.3±3.9 3.9∼13.6 .10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

게 노쪽 손목 폄근 신장운동을 실시했을 때 통증이 감

소(VAS, PPTs)하고 근력(GS, SWE)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PFM 방법이 CS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것

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국내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인 M사업장 산업체 근

로자 중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

람을 대상으로 1) Mill의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타나

며(Wadsworth, 1987) 2) 손목 또는 손가락을 펴는 동

안 저항을 주었을 때,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부위에 통

증을 호소하거나(Abbott 등, 2001), 3) 팔꿉관절 가쪽위

관절 촉진 시 통증을 호소하는(Pienimäki 등, 1996) 성

인 남자 1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 중

에서 팔꿉관절 뼈관절염(cubital osteoarthritis), 손목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팔 골절(fracture)의

과거력이 있거나, 팔꿉관절 통증 감소를 위해 소염제를

경구복용하거나 주사한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 과정에 대하여 충

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

였다. 16명의 대상자 모두 오른손이 우세손(dominant

hand)이였으며, 대상자 중 12명은 오른쪽 팔꿉관절에

통증을, 4명은 왼쪽 팔꿉관절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16

명의 대상자들은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할당 방법을

통해 전통적 신장운동(CS)을 실시하는 군과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PFM)를 이용한 신장운동을 실시하는 군

으로 각각 8명씩 할당되었으며, 두 군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2)3)4)

대상자들의 팔꿉관절 가쪽 통증정도, 압통 역치, 악

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각 시각적 상사 척도, 압통기(pressure algometer)
1)

, 악

력계(dynamometer)
2)

, 휴대용 역량계(handheld dyna-

mometer; HHD)
3)

를 이용하였다. 시각적 상사 척도는

0～100 ㎜의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상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0 ㎜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100 ㎜

은 통증이 최대로 있는 상태’를 표시하였다(Cleary 등,

2002). 압통기의 끝부분에는 고무로 만들어진 1 ㎠의

원형 탐침을 부착하였다. 악력계의 손잡이는 미국수부

치료학회(American Society of Hand Therapists)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2단계에 고정하였으며(Fess,

1992), HHD는 손목 폄근력 측정 시 실험자의 손등에

저항을 주기 적합한 사각-반곡형(square-semicurved)

탐침을 부착하였다.

3. 실험방법

CS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은 상

태에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어깨관절 90° 굽힘, 위팔

중립, 팔꿉관절 폄, 아래팔 엎침, 손목 중립 자세를 취

한 후 통증이 없는 손을 이용하여 손목을 통증이 없는

1) FPK 60 pressure algometer, Wagner Instruments Inc., Greenwich, CT, U.S.A.

2) 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Dynatronics Corp, Salt Lake City, Utah, U.S.A.

3) Lafayette Manual Muscle Test System(Model 01163), Lafayette Instrument Company, North Lafayett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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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S(conventional stretching) 자세.
그림 2. PFM(stretching of proximal functional

massage) 자세.

범위까지 굽힘 및 자쪽 편위하도록 하였다(Pienimäki 등,

1996; Sahrmann, 2011)(그림 1).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

을 10초 동안, 6회 반복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상자의 신

장운동 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분 소요되었

으며, 1주일에 5회 실시하였고, 3주 동안 수행하였다.

PFM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대상자를 CS 수행 자

세와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실험자는 통증이 있

는 쪽의 노쪽 손목 폄근들을 촉진하여 통증이 존재하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가 노

쪽 손목 폄근들의 통증이 없는 부위를 양쪽 엄지를 이

용하여 아래팔에 대해 45° 각도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

도록 부드럽게 누르며 근위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동안,

대상자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까지 손목 굽힘, 자

쪽 편위하게 하였다(그림 2). 이 일련의 과정은 10초 동

안 이루어졌으며, 6회 반복하였다. 대상자의 1회 운동

시간은 휴식시간과 통증 부위 감별을 포함하여 최대 5

분 소요되었으며, 1주일에 5회, 3주 동안 실시하였다.

두 가지 신장운동 모두 메트로놈(metronome)을 사용

하여 동일한 시간 동안 노쪽 손목 폄근들을 신장하도록

하였으며, 휴식시간 역시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3주 동

안의 신장운동 동안 대상자들은 소염제 주사 및 경구복

용 또는 다른 치료적 중재들이 통제되었다.

시각상사 척도,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

측정은 신장운동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과 3주 동안의

치료 기간이 완료된 다음날에 측정하였다. 먼저, 시각상

사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00 ㎜의 눈금이 표시된

표가 기록된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대상

자들에게 현재 통증이 전혀 없으면 0을, 통증이 최대로

있는 상태를 100이라고 교육한 후, 현재 자신의 통증

정도를 눈금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0부터 대상자가

표시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대상

자의 통증 정도를 평가하였다(Cleary 등, 2002).

대상자들의 압통 역치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위팔를 몸통 옆에 자연스럽게 위

치하게 하였다. 측정자는 대상자의 노쪽 손목 폄근들을

촉진하였을 때 통증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부위에 압통

기로 압력을 가하여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

는 순간의 값(㎏)을 기록하였다(Vicenzino 등, 2001). 각

측정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3회 측정

동안 동일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측정부위에

표식자를 부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압통기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ICC)는 .96이었다(Khamwong

등, 2010).

악력 측정은 대상자가 통증 없이 최대로 쥘 수 있는

힘의 크기(pain-free grip strength)를 측정하였다

(Stratford 등, 1993). 대상자는 선 자세에서 위팔을 편

하게 몸통 옆에 두고 팔꿉관절은 신전하였다. 통증 없

이 최대로 쥘 수 있는 값을 3회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기록하였다(Vicenzino 2001). 악력계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는(ICC=.90)는 선행연구에서 실시되었다(Smidt

등, 2002).

손목 폄근력은 위팔을 테이블에 어깨관절 90° 굽힘,

팔꿉관절 폄, 아래팔 엎침, 손목 20° 편 자세를 취한 다

음, HHD를 이용하여 손목 폄근들의 최대 등척성 폄근

력(maximal isometric extension force)을 측정하였다

(Phillips 등, 2000). 측정자는 대상자의 세번째 손허리

뼈 머리(metacarpal head) 1 ㎝ 아래에 HHD의 탐침의

윗변의 중앙을 위치하게 하고 대상자의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3회 측정하였고 측정한 값은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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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군(n1=8) PFM군(n2=8)

운동 전 운동 후 t-값 P 운동 전 운동 후 t-값 p

시각적

상사척도a(㎜)
8.00±.76

b
4.88±.64 .010* 8.13±.83 2.25±.71 .011*

압통 역치(㎏) 3.93±1.00 4.69±.97 -1.86 .105 3.66±1.12 9.91±2.83 -7.22 <.001*

악력(㎏) 18.91±3.32 23.12±3.45 -19.69 <.001* 20.72±6.85 36.60±8.83 -6.87 <.001*

손목 신전

근력(㎏)
12.11±2.48 14.01±1.34 -2.01 .084 9.26±3.89 21.58±6.31 -5.38 .001*

a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 이용, b평균±표준편차, *p<.05.

표 2. CS 또는 PFM에 따른 각 군의 전·후 비교 (N=16)

CS군(n1=8) PFM군(n2=8) t-값 p

시각적 상사척도a(㎜) 3.13±.64b 5.88±.83 <.001*

압통 역치(㎏) .76±1.16 6.25±2.45 -5.73 <.001*

악력(㎏) 4.21±.60 15.88±6.54 -5.03 .001*

손목 폄근력(㎏) 1.90±2.67 12.32±6.48 -4.20 .001*
a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 test) 이용, b평균±표준편차, *p<.05.

표 3. 두 가지 신장운동 방법에 따른 군 간 전·후 차이 비교 (N=16)

였다.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휴대용 역량계에 대한 측정

자내 신뢰도(ICC)는 .98이었다(Phillips 등, 2000).

4. 분석방법

각각의 신장운동에 따른 CS군과 PFM군의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전·후 비교를 위하여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과 시각상사 척도의 전·후 비교를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이용하였

고, 두 가지 신장운동 방법 간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시각상사 척도의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하여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CS 또는 PFM에 따른 각 군의 전·후 비교

각 신장운동에 따른 각 군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시각상사 척도,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

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CS군은 3주 치료 후

시각상사 척도가 8.00 ㎜에서 4.88 ㎜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p<.05), 악력은 18.91 ㎏에서 23.12 ㎏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5), 압통 역치와 손목 폄근

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반면에, PFM군

은 3주 치료 후 시각상사 척도가 8.13 ㎜에서 2.25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은 각각 3.66 ㎏에서 9.91 ㎏,

20.72 ㎏에서 36.60 ㎏, 그리고 9.26 ㎏에서 21.58 ㎏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2)(그림 3).

2. 두 가지 신장운동 방법에 따른 군 간 전·후

차이 비교

두 가지 신장운동에 따른 군 간 시각상사 척도,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

였다. 3주 동안의 신장운동 후 CS군 보다 PFM군에서

압통 역치, 악력, 손목 폄근력이 5.49 ㎏, 11.67 ㎏, 10.42

㎏으로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각상사 척도 역시

2.75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표 3)(그림 3).

Ⅳ. 고찰

본 연구는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CS과 PFM의 전후 효과를 알아보고

또한 이 두 가지 신장운동간 차이를 비교하여 어떤 신

장운동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감소에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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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S와 PFM에 따른 시각적 상사척도, 압통 역치, 손목 폄근력, 악력의 변화.

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주 동안의 CS 실시 후 대상자들의 시각적 상사척도

는 3.13 ㎜ 감소하였고 악력은 4.21 ㎏으로 유의하게 증

가한 반면, 압통 역치와 손목 폄근력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주 동안의 PFM을 실시한 군에

서는 시각적 상사척도가 유의하게 5.88 ㎜ 감소하였고

압통 역치, 악력, 손목 폄근력은 각각 6.25 ㎏, 15.88 ㎏,

12.32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두 가지 신장

운동간 비교에서 PFM군이 CS군보다 시각적 상사척도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압통 역치, 악력, 손목 폄근력

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

구의 첫 번째 가설인, 신장운동이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통증 감소와 근력 증가에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가설 역시 PFM군이 CS군 보다

시각적 상사척도, 압통 역치, 악력, 손목 폄근력에서 보

다 더 유의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Pienimäki 등(1996)은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이

있는 3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장과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군(20명)과 초음파 치료 군(19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들은 8주의 치료 후 초음파 치료 군은

VAS가 2 ㎜ 감소한 반면, 신장과 근력강화 운동 프로

그램 군에 속한 대상자들의 VAS는 19 ㎜ 감소하였고,

작업 복귀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Struijs 등(2003)

은 초음파, 마찰 마사지(friction massage), 신장 및 근

력 강화 운동을 실시한 15명을 대상으로 통증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3주의 치료 후 대상자들의 시각적

상사척도 감소(15 ㎜), 악력 증가(3.7 ㎏), 압통 역치 증

가(.5 ㎏)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로, 3주 신장 운동 실시 후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환자들의 통증(VAS)이 감소하였고, 근력(GS, SW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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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

의 결과는 신장운동만을 실시했을 때에 따른 통증

감소와 근력 증가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다른 치료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였기에, 이전 연구들에 비해 더

의의가 있다.

신장성 운동들은 근힘줄이음부(myotendinal junc-

tion)에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Appell, 1990).

이에 따라, 이전의 연구들은 아래팔 보조기를 이용한

운동방법들을 통해 근힘줄이음부에 스트레스를 예방

하며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였다(Chan과 Ng, 2003; Kroslak과

Murrell, 2007; Ng과 Chan, 2004). Chan과 Ng(2003)

는 팔꿉관절 외측 상과로부터 2.5 ㎝ 아래에 아래팔

보조기(forearm brace)를 착용하여 아래팔에 대응력

(counterforce)를 적용했을 때, 아래팔 보조기를 착용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손목 굽힘과 자쪽 편위에

의해 발생되는 장력 스트레스에 대한 팔꿉관절 가쪽

위관절의 통증 내성이 더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Ng와 Chan(2004)은 팔꿉관절 가쪽위관

절 통증 환자들에게 아래팔 보조기에 의한 대응력을

적용했을 때 손목 신전근들의 수동적 신장에 대한

통증 역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는 아래

팔 보조기에 의한 대응력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FM의 근위방향 기능적 마

사지는 노쪽 손목 폄근의 뻣뻣함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그러나, Weerapong 등(2005) 마사지에 따른 근육

뻣뻣함의 감소는 치료사의 경험 또는 관찰에 따른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제안했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의 적용

시간은 약 1분정도이기 때문에 기능적 마사지를 통

한 노쪽 손목 폄근들의 뻣뻣함 감소는 미비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운동으로 발생되는 장력 스트레

스가 손상 부위에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쪽

손목 폄근들의 신장 운동 시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

를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신장운동은, 전통적 신장운동 동안 발생되는

수동적 장력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또는 열상 부위(상

대적으로 장력 스트레스에 취약한 손상 부위)의 악화

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예

방하며 근육을 신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CS에 비해

PFM 실시 후 통증이 더 감소하였으며, 근력 역시 상

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팔꿉

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대상자의 수가 적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3주 동안의 신장

운동 결과, 악력과 손목 폄근력이 증가하였으나, 통증

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악력인 44.00∼51.60 ㎏과 평

균 손목 폄근력인 24.59～30.5 ㎏에는 미치지 못한 값

을 보였다(Innes 1999; Phillips 등, 2000). 셋째,

Svernlöv과 Adolfsson(2001)은 통증의 변화가 주관적

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부분인 대상자들의 통증 변

화 역시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장운동에 따른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 감소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증 변화를 측

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도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신장운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신장운동만으로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을 호

소하는 환자들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 및 일상적 활동

들로의 복귀가 가능한지 또는 신장운동이 팔꿉관절 가

쪽위관절 통증의 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팔꿉관절 가쪽위관절 통증이 있는 대상

자의 증상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해 전통적인 신장운

동과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신장운동을 제

시하고, 각각의 신장운동에 따른 시각적 상사척도, 압

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두 가지 신장운동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신장운동은 시각적 상사척도 감소,

압통 역치, 악력 그리고 손목 폄근력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낸 반면, 전통적 신장운동은 시각적 상사척도의

감소와 악력의 증가만 유의하게 나타날 뿐, 압통 역치

와 손목 폄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근위방향 기능적 마사지를 이용한 신장

운동이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쉬우며, 팔꿉관절 가쪽위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고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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