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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깨통증은 근골격계 관련 통증 중 허리통증과 목통

증 다음으로 흔한 근골격계 질환이다(Rekola 등, 1993).

어깨통증은 해부학적인 문제 또는 단순한 염좌에서 부

터 어깨둘레근 손상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Gomoll 등, 2004), 그 중 어깨둘레근 손상은 어깨뼈부

위의 통증과 일상생활의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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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Patients after rotator cuff (RC) surgery experienced pain, weakness and limited of motion
of the shoulder. Physical therapists have used heat therapy, electrotherapy, range of motion (ROM)
exercise and other methods to treat patients after RC surgery. In addition, functional taping is also used
to support joint movement and to increase shoulder joint stability.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itial effects of functional taping using

non-elastic tape on pain, strength and ROM of the shoulder following RC surgery.
Methods: Forty-eight patients with who underwent RC surgery volunteer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EG, n1=25) and a control group (CG, n2=23).
First, non-allergic tape was applied to the shoulder to prevent skin irritation. The EG applied functional
taping using non-elastic tape and the CG applied sham taping using elastic tape. Assessment tools
included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for functional activity score, visual analog scale for level
of pain, shoulder muscle strength, hand grip strength and ROM testing.
Results: Pain score in the both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p<.05), and change in pain score of in

the EG increased significantly than in the CG (p<.05). Shoulder strength and ROM in the both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p<.05). Especially external rotation and extension of the shoulder ROM in the EG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in the CG (p<.05), but the rate of change in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nctional taping using non-elastic tape was initially effective

in decreasing pain score level in patients with R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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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중 하나이다(Smith와 Smith, 2010).

어깨둘레근은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관절면 사이

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Vanden

Bossche과 Vanderstraeten, 2015). 어깨둘레근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이나 생체학적 변화는 명확하게 밝

혀진 바는 없으나 건 조직 내에서 외적 또는 내적인 손

상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하게 된다(DE Giorgi

등, 2014; Garofalo 등, 2011). 어깨둘레근 손상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시위근의 약화와 어깨관절

바깥돌림의 어려움, 어깨관절 충돌 증상 중 두 가지 항

목 이상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Murrell과 Walton, 2001).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어깨

관절에 불균형을 초래하며 불균형적인 어깨관절부의 자

세 패턴 중 하나는 어깨관절 전방자세(forward should-

er posture)로 어깨세모근 전방부와 어깨밑근의 단축이

발생되고, 팔을 벌림 과정에서 이 근육들이 위팔뼈의

과도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깨관절 주위근의 변형된 신경근 패턴은 다른 근육들

과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세한 근육들은 더욱 우세

해지고, 약화된 근육들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을 가

져오게 된다(Kim과 Kim, 2005). 어깨둘레근의 기능적

약화는 어깨관절 운동의 중간 범위에서 관절이 불안

정하게 되어 이차적으로 병적 압박이나 장력이 가해

지게 된다(Iannotti와 Williams, 1999). 어깨둘레근 근

육들의 균형 중 가장 중요한 근육중 하나가 어깨세모

근이며, 가시위근의 기능장애로 인한 어깨세모근의

과도한 수축은 위팔뼈머리를 상방으로 위치를 변경시

켜 벌림 동작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Vanden Bossche과

Vanderstraeten, 2015).

반복적인 불균형적 자세 패턴과 어깨둘레근 손상이

지속되어 결국 완전히 찢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Coghlan 등, 2008; Galatz 등,

2001; Gomoll 등, 2004). 이러한 수술적 방법 중 하나인

관절경(arthroscope)을 이용한 수술기법이 도입된 후 수

술적 치료의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수술 전후의 물리치료도 그 중요성이 점

차 부각되어지고, 치료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다양한 물리치료 프로토콜들이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다(Lee, 2014; Millett 등, 2006). 관절경 수술

후 재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점은 어

깨관절의 관절가동범위, 근력, 그리고 기능적 수행수준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술 후 어

깨관절부의 강직을 최소화하고, 봉합된 어깨둘레근의

재파열 발생을 예방하면서 최적의 조직학적 치유를 이

끄는 치료적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Lee, 2014). 어깨둘레

근 봉합술 후 적용되어온 기존의 물리치료 기법으로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등이 있다(Green 등,

1998). 수술 후 초기에 운동치료는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

가시키고 주변 근육의 근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간단

한 진자운동과 능동운동 등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실시한다(Kim 1993). 현재까지 임상에서 사

용되어져 온 다양한 치료방법들은 장소에 관계없이 손

쉽고 반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반해 치료적 목적의 테이핑(taping) 기법은 기존의 치

료방법보다 간편하고, 도구의 휴대가 용이하여 간편하

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과 Kim, 2005).

기능적 테이핑(functional taping) 치료는 비탄력 테이

프(non-elastic tape)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관절과

근육에 부착하여 관절의 안정성 지지와 보호, 그리고 과

활성화된 근육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기능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 기법으로 최근 임상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테이핑의 지지 효과는 관절

부위에 인대의 보강과 관절 움직임의 제한을 통해 해당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Green 등, 2003). 또

한 테이핑 기법은 재활 과정의 초기에도 운동손상 예방

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Ackermann 등,

2002). 선행연구에서는 어깨관절부의 기능적 테이핑은

어깨뼈 주위에 과활성화된 근육들의 억제와 비정상적인

어깨뼈 위치의 교정 그리고 어깨뼈주위 근육의 근작용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서 어깨위팔리듬의 정상화를 위해

적용되어 왔다(Kaya 등, 2011). 또한 이 테이핑 기법은

지속적인 고유수용성 감각되먹임을 제공할 수 있고,

어깨뼈의 정렬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Ackermann 등, 2002).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능적 테이

핑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테이핑 기법을 적용한 부

위는 주로 무릎관절(Bennell 등, 2006) 부위가 많았으며,

비수술적 환자의 어깨관절 테이핑 적용(Han과 Kim,

2011)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이핑을 어깨둘레근

손상 수술 후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깨둘레근 파열 손상으로 인한

수술적 처치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깨관절 부위

에 기능적 테이핑을 적용한 전후에 어깨부위에 통증 수

준과 근력, 관절가동범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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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테이핑을 적용한 군(실험군)은 중재 전후에 어

깨부위의 통증 수준과 근력, 관절가동범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모조(sham) 테이핑을 적용한 군(대조

군)은 중재 전후에 어깨부위의 통증 수준과 근력, 관절

가동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두 군 간에 측정

변수들의 중재 전후에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로 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D시에 위치한 DS대학병원에서 정

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어깨둘레근 손상 진단을 받고 관

절경 수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물리치료실

에 내원한 환자 중 어깨관절 부위에 테이핑 적용이 가

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스스로 참여를 허

락한 20∼65세 사이의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어깨둘레근 손상으로 수

술을 받고 2주가 지난 환자 중에서 연구자의 지시 내

용, 연구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지의 신경학

적 질환을 진단받거나, 피로에 의한 알 수 없는 어깨관

절 부위에 민감한 통증을 호소하는 자, 이전에 또 다른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자, 적용하는 테이프에 피부 과

민성이 있는 자, 연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먼저 어깨둘레근 손상 진단을 받

고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실을 내원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법으로 실험군(25명)과 대조

군(25명)으로 분류하였다. 사전 평가 과정에서 피부 알

러지 반응을 보인 2명(대조군)을 탈락시킨 총 48명의

대상자가 최종 참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온습포를 이용한 열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자극치료, 그리고 관절가동범위 운동이 포

함된 치료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후 실험

군에는 피부의 알러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무자

극성 기초 테이핑과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

이핑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는 무자극성 기초 테이핑

과 탄력테이프를 이용한 모조 테이핑을 적용하였다. 두

군 모두 테이핑 적용 전과 후에 어깨부위의 통증수준과

근력,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악력 수준, 상지 기능장애

수준을 각각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실시 전에 대

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 후 진행되

었다(승인번호: 1040647-201606-HR-038-03).

3. 평가 도구 및 방법

가. 상지 기능장애 수준

상지의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높은 신뢰도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99)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판 어깨관절 통증 및 기능장애지수(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를 사용해 평가하였

다(Seo 등, 2012). 이 지수는 총 13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중 통증에 관계된 세부항목 5개는 통

증이 전혀 없는 경우를 0점, 통증이 심한 경우를 10점

으로 하여 총 0∼50점 범위로 측정할 수 있고, 기능장

애와 관련된 8개 세부항목은 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에

0점, 장애가 너무 심해 도움 없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10점으로 하여 총 0점부터 80점까지의 범

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SPADI 점수는 어깨관절

통증과 기능장애 항목을 합해 0∼130점까지 범위로 측

정하고, 총 점수가 클수록 상지의 통증과 기능장애 수

준이 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Roach 등, 1991).

나. 통증 수준

연구대상자의 어깨관절 부위에서 경험하는 통증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10 ㎝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

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VAS는 10 ㎝ 길이

의 선 위에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통증수준을 표

기하는 측정도구로, 0 ㎝는 통증이 전혀 없고, 10 ㎝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통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VAS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척도로, 측정자내

신뢰도는 .99로 보고된 바 있다(Wagner 등, 2007).

다. 어깨관절부의 근력 수준

어깨관절부의 근력은 어깨관절의 굽힘과 벌림, 바깥

돌림 그리고 안쪽돌림 시에 각 최대 근력을 평가하였

다. 근력 측정 장비는 휴대용 근력계(PowerTrack II

Commander hand-held dynamometer, JTech Medical,

Midvale, UT, USA)를 사용하였고, Michael 등(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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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근력의 측정에 대

한 방법은 단일 검사자에 의해 시행하였고, 검사-재검

사 간에 상관계수는 .84에서 .99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다(Kim과 Lee, 1996). 근력 평가는 테이핑 적용 전과

후에 환자의 최대관절가동범위 각도 중 중간범위에서

바로 측정하였다. 어깨관절 벌림근과 굽힘근, 폄근의 근

력 검사 방법은 바르게 선 자세에서 근력측정기를 손목

바로 위 부위에 위치하여 환자에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 힘을 주도록 하고 근력을 각각 평가하였다.

바깥돌림근의 근력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관절을

90도 수평벌림 그리고 팔꿉관절 90도 굽힘한 자세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그 자세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최대 근

력을 측정하였다(Figure 1). 모든 근력 평가는 등척성

수축을 3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각 3회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측정치로 정하였다. 각 측정 간에 30초의 휴

식기를 가졌으며, 각 근육의 근력 검사 순서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력 검사의 순서를 무작위로 실

시하였다(Bohannon, 1997).

라. 악력 수준

손의 악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높은 신뢰도(ICC=.99)

를 가지고 있는 유압식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Sammons Preston, Paul, MN, USA)를

사용하였다(Figure 2). 악력은 어깨세모근과 어깨둘레근

의 힘을 재분배하는데 관여하여 근활성도에 영향을 주

며(Zakaria, 2004), Jang 등(2012)은 악력이 높아질수록

어깨둘레근의 높은 근활성도를 보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악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악력 수준의 평가법은 환자가

앉은 상태에서 어깨관절은 모음, 팔꿉관절은 90도 굽힘

한 자세에서 손목관절은 30도 펴고, 15도 자측편위시킨

자세에서 최대 힘을 주도록 하여 악력을 측정하였다.

악력수준 평가는 총 3회 실시하였고 각 측정 간에 30초

의 휴식기를 가졌고, 측정한 값들의 평균값을 측정치로

결정하였다(Mathiowetz, 2002).

마. 어깨관절 관절가동범위

어깨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측각기(Goniometer,

Anymedi,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관절가동범위

평가방법은 어깨관절의 벌림과 굽힘, 폄 그리고, 바깥돌

림 시에 어깨관절 각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관절가동범

위 측정은 통증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에서 능동적인 동

작을 하도록 한 후 관절의 각도를 3회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측정치로 결정하였다. 각 측정 간에 20초의

휴식을 주었다(Figure 3). 관절각도 측정 순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순서를 무작위로 선정하

여 실시하였다(Gajdosik와 Bohannon, 1987).

4. 중재방법

실험군에 적용한 테이프는 기능적 테이핑 시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탄력 테이프(Endura Sports

Tape, OPTP, Minneapolis, USA)와 피부에 테이프로

인한 알러지 반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자

극성 고정 테이프(Endura Fix Tape, OPTP, Minneapolis,

USA)를 이용하였다(Figure 4). 이 연구에서 실험군에

대한 기능적 테이핑기법은 Macdonald(2004)가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무자극성 고정 테이프를 수술

측 어깨의 빗장뼈 1/2부위와 어깨뼈가시에 부착한 후

어깨세모근 부위 위에 부착하였다. 첫 번째 기능적 테

Figure 2. Hand grip power measurement.

A B

C D

Figure 1. Muscle strength measurement
for (A) shoulder flexor, (B) abductor,
(C) external rotator, (D) ex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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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를 어깨세모근 결절 중간부위에서 시작하여 어깨뼈

봉우리를 지나 위등세모근 선상의 목 부위까지 테이프

를 부착하였다. 두 번째 기능적 테이프는 어깨세모근

결절 후방부위에서 시작하여 어깨뼈봉우리를 지나 빗장

뼈 1/2부위까지 팔을 가볍게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테이프를 부착하고 세 번째 기능적 테이프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어깨세모근 결절 후방부위에서 시작하여 어깨

뼈봉우리를 지나 어깨뼈가시 부위까지 부착하였다. 테

이프를 부착 시에 무자극성 테이프가 당겨짐으로 인해

피부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

테이프를 적용하기 전에 20분간 무자극성 테이프를 피

부에 부착하여 어떠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사

전 검사 후 알러지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만 적용하였

다. 대조군에게는 실험군에게 적용한 비탄력테이핑 방

법과 동일한 방법과 순서로 먼저 무자극성 테이프를 부

착하고 그 위에 탄력테이프(K-tape, TS Co, Seoul,

Korea)를 적용하는 모조 테이핑을 적용하였다(Figure

5). 여기서 탄력테이핑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된 탄력테이핑의 적용 원리에 따르지 않았다. 모조 테

이핑을 적용하기 전과 직후에 통증수준과 근력, 관절가

동범위를 각각 평가하였다.

5. 통계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샤피로-윌크(Shapiro-Wilk)분석을 하

였고,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중재 전과 후에 어깨통증

수준과 관절가동범위 수준, 악력과 근력수준을 비교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군 간에 측정 변수들의 수준과 중재 전후의 평균값을

A B

C D

Figure 3. Shoulder range of motion
measurement for (A) flexion, (B) abduction,
(C) external rotation, (D) extension.

A B

C D

Figure 4. Functional taping (1) Endura
taping, (2) 1st taping, (3) 2nd taping,
(4) 3rd taping.

A B

C D

Figure 5. Sham taping (1) non-allergic
taping, (2) 1st taping, (3) 2nd taping,
(4) 3rd t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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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 수준을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한 실험군(n1=25)과 대조군(n2=23)

에 평균연령과 평균신장, 평균체중, 어깨관절 어깨둘레

근 수술 시기, 상지의 기능적 수행수준 그리고 테이핑

의 적용부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중재 전, 후의 통증수준과 악력수준의 비교

테이핑 중재 전후에 두 군 간에 통증수준과 악력수

준의 비교하였다(Table 2). 중재 전에 두 군 간에 통

증수준과 악력수준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군 모두가 테이핑 적용 후에 통증수준은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p<.001), 악력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1).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의 차이값은 대조군과

비교해 실험군이 유의하게 더 컸다(p<.001). 그러나

중재 전후에 악력수준의 비교값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중재 전, 후의 어깨관절부의 근력 수준의 비교

중재 전에 측정한 어깨관절부 근력수준은 두 군 간

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중재

전후에 실험군의 어깨관절부 근력수준은 굽힘근과 벌림

근, 바깥돌림근 그리고 폄근의 근력이 모두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p<.01). 반면에 대조근에서는 어깨관절 굽

힘근을 제외한 벌림근, 바깥돌림근 그리고 폄근에서만

유의한 근력의 증가를 보였다(p<.05). 중재 전후에 각

방향의 근력수준에 차이는 두 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EGa (n1=25) CGb (n2=23) t p

Paind (㎝)

Pre 6.06±1.48c 5.17±1.84 1.839 .073

Post 3.33±1.27 4.43±1.60 -2.630 .012

Diffe 2.73±1.17 .74±.39 7.802 <.001*

t 11.722 9.077

p <.001* <.001*

Hand grip

power (㎏)

Pre 15.68±8.30 14.65±8.01 .436 .665

Post 18.39±8.77 15.52±8.18 1.171 .248

Diff -2.70±1.81 -.87±.66 -1.521 .135

t -7.482 -6.274

p <.001* <.001*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drange: 0∼10, edifference, *p<.01.

Table 2. Comparison of pain level and hand grip power with pre and post intervention between the groups

Variables (unit) EGa (n1=25) CGb (n2=23) χ2/t

Gender (male/female) 11/14 7/16 .941

Age (year) 52.7±11.3c 55.9±9.4 -1.060

Height (㎝) 162.3±7.5 160.7±8.3 .685

Weight (㎏) 65.8±11.9 61.0±13.5 1.293

Operation period (month) 4.9±4.2 4.2±3.3 .686

SPADId (score) 59.2±26.2 47.6±21.1 1.691

Taping side (right/left) 14/11 13/10 .001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d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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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전, 후의 어깨관절부의 관절가동범위 

수준의 비교

중재 전후에 두 군의 어깨관절 관절가동범위를 비교

하였다(Table 4). 실험군은 중재 전후에 어깨관절에 굽힘

과 벌림, 바깥돌림 그리고 폄 시 관절가동범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대조군에서는 어깨관절

굽힘과 벌림을 제외한 바깥돌림과 폄 동작에서만 중재

전후에 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

중재 전후에 관절가동범위에 차이값은 어깨관절 바깥돌

림과 폄 방향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실험군이 더 큰 증

가를 보였다(p<.05).

Ⅳ. 고찰

어깨둘레근 파열로 인한 수술 후 재활치료 목적은

복원된 조직구조물의 조직학적 치유와 통증이 없는 상

태에서 관절운동범위와 어깨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다(Lee, 2014). 선행연구들에서는 어깨둘레근 손상으

로 관절경을 받는 환자의 치료로 관절운동을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거나(Ahn, 2011),

기능적 전기 자극과 관절운동을 동반하여 등척성 근력

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Kim,

2014), 통증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

었다. 또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안 비탄력 테이

프 적용은 관절을 지지/보호하여 불안정한 관절에 안정

성을 부여할 수 있다. Han과 Kim(2011)의 연구에서도

어깨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에게 어깨부위에 비탄력 테

이프를 적용하여 통증이나 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개선

을 보인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어깨둘레근 수술 후 환자에게 어깨부위의 비탄력 테이

프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어깨둘레근 파열로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

게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이핑 중재를 통해

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수준, 관절가동범위, 근력

Variables EGa (n1=25) CGb (n2=23) t p

Muscle

power (N)

Flexor

Pre 6.37±2.87c 6.75±2.67 -.475 .635

Post 6.98±2.68 6.99±2.60 -.007 .994

Diffd -.61±.95 -.23±.67 -1.595 .118

t .189 -1.660

p .004** .111

Abductor

Pre 6.01±2.79 6.19±2.82 -.216 .830

Post 6.70±2.61 6.43±2.87 .343 .733

Diff -.69±.60 -.24±.32 -1.309 .197

t .119 -3.616

p <.001** .002**

External

rotator

Pre 5.73±2.58 5.72±2.67 .003 .998

Post 6.15±2.42 5.91±2.64 .327 .745

Diff -.43±.71 -.19±.35 -1.498 .143

t .141 -2.587

p .006** .017*

Extensor

Pre 6.07±2.47 6.73±2.33 -.950 .347

Post 6.68±2.51 6.93±2.41 -.359 .721

Diff -.61±1.00 -.20±.31 -1.930 .064

t .199 -3.185

p .006** .004**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ddifference, *p<.05, **p<.01.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power with pre and post intervention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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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통증수준과 관절가동범위, 근력 수준에서 중

재 전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그러나 중재 전후에 군간 비교에서 통증수준,

바깥돌림과 폄 각도의 가동범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p<.05), 굽힘과 벌림 각도의 가동범위와 근력과

악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테이핑의 치료적 효과로는 협력근이나 길항근의 과

활동성 억제와 비활성화되는 협력근들의 촉진, 관절의

올바른 정렬 개선, 고유수용감각 기능의 촉진 그리고

과민한 신경조직들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켜 통증을 경

감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Host, 1995).

Hwang과 Jeong(2013)은 만성허리통증환자의 허리뼈

부위에 기능적 테이프를 적용하고 요부안정화 운동을

시킨 연구에서 비탄력 테이프를 적용하지 않은 군과 비

교해 적용한 군의 통증수준이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Han과 Kim(2011)의 연구에서도 어깨관절 충돌증후군

환자에 어깨세모근에 적용한 억제테이핑이 어깨 통증과

기능수행 수준 그리고 관절가동범위에 유의하게 개선을

보였다. 비탄력 테이핑 적용 시 통증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본 연구

에서도 어깨둘레근 파열로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기능적 테이프 적용이 통증수준의 의미 있는 개선을 가

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eer 등(1988)은 어깨둘레근 수술 후 재활 치료 지

침으로 수동적 연속 운동을 지속하고 3개월이 지난 후

근력강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수술 후 재활과정

에서 안쪽돌림은 가시위근이 신연 되는 위험한 위치로

서 봉합 부위의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쪽돌림을 유

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Kim, 2008).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검사 시

안쪽돌림을 제외한 굽힘, 벌림, 바깥돌림, 폄만을 검사

하였다. Ujino 등(2013)은 어깨관절 부위의 통증이 완화

되어지게 되면 근력 또한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하였으

며, 봉우리빗장관절 분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테이핑

을 적용 시 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Variables EGa (n1=25) CGb (n2=23) t p

Range of

motion
(degree)

Flexion

Pre 125.80±24.23c 135.75±19.69 -.157 .124

Post 131.16±23.79 133.23±24.53 -.297 .768

Diffd -5.36±3.87 2.52±20.21 -1.840 .079

t -6.937 .598

p <.001* .556

Abduction

Pre 110.17±26.87 124.91±25.75 -1.940 .059

Post 114.59±25.26 128.77±26.19 -1.906 .063

Diff -4.41±4.58 -3.86±9.87 -.248 .806

t -4.822 -1.874

p <.001* .074

External

rotation

Pre 32.01±19.71 42.72±19.57 -1.888 .065

Post 35.17±18.96 43.93±19.27 -1.584 .120

Diff -3.16±3.28 -1.20±.81 -2.779 .008*

t -4.812 -7.079

p <.001* <.001*

Extension

Pre 40.83±11.65 45.16±10.84 -1.335 .189

Post 44.39±12.32 46.71±10.57 -.703 .486

Diff -3.56±4.10 -1.55±1.42 -2.231 .031*

t -4.346 -5.238

p <.001* <.001*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ddifference, *p<.01.

Table 4. Comparison of shoulder range of motion with pre and post intervention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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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us와 Shamus, 1997), Kim과 Oh(2015)의 연구에

서도 어깨둘레근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테이핑 적용 시

어깨관절의 바깥돌림근의 근력에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테이핑 전후에 관절가동범

위와 근력수준에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나 군간 비교

시 바깥돌림과 폄각도는 유의한 개선이 있었으나, 굽힘

과 벌림 각도와 근력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J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악력이 높아질

수록 어깨둘레근의 높은 근활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깨둘레근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악력수준을 평가하였으나 테이핑 적용에 의한

군 간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중재의 단기간의 적용과 그에 따

른 즉각적 효과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Han과 Kim,

2011). Fratocchi 등(2013)의 연구에서도 테이핑의 즉각

적인 효과를 통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근력에 유

의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테이핑 적용 전

과 직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테이핑 적용에 따

른 즉각적인 효과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장

시간에 중재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

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깨관절 수술로 인한 동반되는 통증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회복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간단하고 단시간의 적용과 그로 인한 의

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적 테이핑기법은 수

술 후 환자들의 통증 감소 효과를 통해 재활과정에 긍

정적인 임상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본 연구는 단기간 테이핑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즉

각적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장시간 적용의 효과로 해석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어깨둘레근 손상을 받은 근육들

의 손상 정도를 세밀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테이핑 적용이 환자에게 주는 심리적 만족도와 같은 심

리적 요인을 평가에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 넷째, 대상

자의 연령범위가 다소 넓어 특정 연령대별 비탄력테이

핑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향후 이러

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

적 테이핑 중재의 효과 연구가 다양한 질환과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어깨둘레

근 손상으로 인한 수술 후에 기능적 테이핑을 적용한

연구로 유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어깨둘

레근 손상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다양한 기법의 기능

적 테이핑에 효과 및 임상적 활용 시에 기초 자료로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어깨둘레근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n1=25)과 탄력테이프를 이용한

모조 테이핑을 적용한 대조군(n2=23)에 무작위 배정하

여 실시하였다. 두 군은 각 중재 전후에 어깨관절부에

통증수준과 관절가동범위, 악력수준 그리고 어깨관절

부위 근육의 근력수준을 평가하였고 중재 전후에 차이

를 분석하였다.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고, 대조군 보다 실험군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둘째, 악력수준은 중재 후에 두 군 모두 유의한

근력의 증가를 보였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어

깨관절부의 근력도 중재 전후에 대조군에 굽힘근을 제

외한 모든 평가 근육들의 근력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

었으나, 중재 전후 간에 근력 수준의 변화는 두 군 간

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중재 전후에 어깨관절의 관절

가동범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바깥돌림과 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깨둘레근 손상 환자에게 수술

후 물리치료와 함께 적용하는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이핑 적용은 통증 수준의 감소와 바깥돌림과

폄 관절가동범위에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치

료 제공 시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능적 테이핑 기

법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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