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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하중이 어깨관절의 능동적 재위치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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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re are insufficient objective or quantitative evidence for the better intervention to

improve proprioception particularly for the application of external load.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whether the external load is effective for proprioception improvement or not.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external load on proprioception of

shoulder joint quantitatively using 3D motion capture system.

Methods: Nine healthy adults joined for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perform scapular plane

abduction motion with attaching reflective markers on the trunk and upper limb. The 3D positions of finger

marker, while they performed the same task with and without external load, were recorded and analyzed.

Results: All participants showed decreased variable errors in the vertical direction when the external

load was applied (p<.02). Even though other directions (y, z) and absolute errors increased, they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s.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results, the external load application would be effective for shoulder

joint position sense improvement.

Key Words: Active relocation test; Joint position Sense; Proprioception.

Ⅰ. 서론

고유수용성감각(proprioceptive sense)은 3차원 공간

에서 신체 분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결정짓기 위해 기계

적 감각 수용기(mechanoreceptor)로 부터 전달된 감각

신호를 통합하는 개별능력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고유수용성 감각이란 단순히 감각 수용기만을 지칭하는

생리학적 특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신호를

통합하는 중추신경계의 심리적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고유수용성감각의 종류에는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 Riemann 등은 관절위치감각

(joint position sense; JPS), 운동감각(kinesthaesia), 장

력에 대한 감각(sense of tension)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하고 있는 반면(Riemann 등, 2002), Fortier와 Basset

은 운동감각(JPS와 움직임 감각), 장력에 대한 감각, 노

력에 대한 감각, 균형에 대한 감각의 4가지로 분류하기

도 하였다(Fortier와 Basset 2012).

대표적인 고유수용성감각 평가방법에는 수동움직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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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검사(threshold detection of passive motion;

TTDPM), 관절위치재현(joint position reproduction;

JPR), 능동움직임 크기 식별 검사(active movement

extent discrimination assessment; AMEDA) 3가지가

있다(Han 등, 2016). 위 3가지 평가 방법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 장치는 기준위치

(target position)를 대상자로 하여금 경험시킨 후 그 기

준위치를 시각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재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JPR은 기계장치가 기준위치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수동적 재현 검사(passive relocation test)로도

불린다. 기계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기준위치를 정한 후 시각 차단 상태에서 그 재현성을

검사하는 방법이 능동적 재위 검사(active relocation

test; ART) 인데, 손가락 끝에 레이저 포인터를 부착하

고 벽에 표시한 기준위치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

는 방법은 쉽고 빠른 고유수용성감각 평가 방법으로 임

상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Glendon 등, 2016).

팔이음뼈(shoulder girdle)는 근골격계의 구조가 복잡

하고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관절중의 하나로써 다른

관절들에 비해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안정성

보다는 운동성이 강조되는(sacrifice of stability) 관절

이다. 이러한 기능적,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어깨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은 신경계 환자나 근골격계 환자 구별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움직임 요소로 재활의 대상이 된

다(Glendon 등, 2016; Suprak 등, 2007).

어깨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과

중재법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Ager 등(2017)은 어깨관절의 고유수용성 감각 평가 방

법에 관한 체계적 고찰에서 등속성 운동장비를 이용한

90도 어깨벌림, 안쪽 돌림 자세에서 수동적 움직임 검사

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였고, Glendon과 Hood(2016)

는 건강한 성인에서는 우세측과 비우세측의 관절 위치

감각에 대한 ART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Fyhr

등(2015)은 어깨관절 손상 후 능동 및 수동 관절위치감각

(active and passive joint position sense; AJPS and

PJPS) 결손이 나타남을 TTDPM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임상현장에서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레이저 포인터, 경사계, 각도

계를 이용한 어깨관절 위치감각 평가 방법 중 레이저

포인터와 경사계를 이용한 방법이 그 중에서 신뢰도 높

은 방법임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Vafadar 등, 2016). 또

한, 편의성과 정확성의 절충안으로 최근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JPS 평가

도 그 타당도와 실용성이 모션 트래킹 장비와 비교하여

나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Edwards 등, 2016).

어깨관절의 고유수용성감각에 대한 임상적, 생체역학적

보고들 중에서 특히 고유수용성감각을 쉽고 빠르게 회복

하기 위한 치료방법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증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냉치료, 근력강화운동, 테이핑, 외

부 부하, 교란, 근 피로 등이 고유수용성감각, 즉 관절위

치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근력강화운동과 외부부하가 관절위치감각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나머지 요인들은 효과가 확실치 않거

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Aarseth 등,

2015; Carpenter 등, 1998; Furmanek 등, 2014; Mohapatra

등 2012; Salles 등, 2015; Suprak 등, 2007).

특히 외부 부하는 근력강화운동을 위한 저항으로 사

용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 중

재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의 수가 매우 적으며, 외부부하가 어깨관절의 고유수용

성감각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Suprak

등, 2007) 손목관절에는 효과가 없다(Marini 등, 2017;

Phillips 등, 2018)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어깨와 팔꿈치를 대상으로 한 위 연구들은 외부부하가

관절 재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시

도한 드문 연구들이기는 하나, 관절이나 분절의 위치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팔의

움직임이 타겟에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면 성공하는

게임형식으로 평가하였거나(Marini 등, 2017; Suprak

등, 2007), 팔에 착용한 기계장치의 회전각도와 토크로

관절위치와 외부부하가 측정되었다(Phillips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절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

게 직접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3차원 동작분석 장치

를 이용하여 외부부하 유무에 따른 어깨관절의 재위 검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부하가 어깨관

절 고유수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연구 대상자들은 외부부하를 적용했을 때 더 향상된 고

유수용성감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20대 건강한 성인 9명이 본 연구를 위하여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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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rker placement.

Variable

Age 22±1
a

Height (㎝) 160±4.02

Body weight (㎏) 53.2±6.38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1. Subject characteristics (N=9)

로 참여하였다(9 females, 22±1 yr, 160.0±4.0 ㎝,

53.2±6.4 ㎏). 본 연구의 실험 프로토콜은 호서대학교 연

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승인되었으며(approval

number: 1041231-160921-HR-046-02), 참여한 대상자들

은 실험 전 모두 자발적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정신적 인지에 문제가 없는 자,

특별한 어깨 질환이 없는 자, 통증이나 심각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병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극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자, 1년 이내에 어깨 재활

수술을 경험한 자,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자,

어깨관절의 벌림 운동범위가 120도 미만인 자는 제외하

였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장비 및 기기

손가락 끝의 위치와 어깨관절 각도를 관찰하기 위하

여 6대의 적외선 카메라(Kestrel digital, Motion-

Analysis Co. Ltd, USA)와 동작분석 소프트웨어(Cortex,

MotionAnalysis, Co. Ltd, USA)를 이용하였다. 대상자

의 우세측 상지와 몸통에는 Wu 등(2005)의 정의를 참

조하여 총 11개의 반사마커를 부착하였으며 마커의 위

치정보는 120 ㎐의 샘플링율로 측정되었다. 외부 부하

는 대상자의 손목에 2 ㎏의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2 ㎏의 모래주머니는 체중 60 ㎏, 신장 170 ㎝

인 사람이 팔꿈치를 편 상태로 팔을 들어 올려 어깨관

절을 90도 굴곡 시켰을 때 상지 질량에 미치는 중력가

속도에 의한 토크의 40%정도 되는 부하이다(Suprak

등, 2007).

3. 실험 방법

대상자의 몸에 부착한 마커는 빗장뼈 (CLAV), 가슴뼈

(STRN), 7번째 목뼈 (C7), 10번째 등뼈 (T10), 등 (RBAK

or LBAK), 어깨 (RSHO or LSHO), 윗팔 (RUPA or LUPA),

팔꿈치 (RELB or LELB), 아래팔 (RFRA or LFRA), 손목

(RWRA or LWRA), 손가락 (RFIN or LFIN)으로 이름 지

어졌으며, 자세한 부착 위치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대상자는 마커 부착 후 똑바로 선 자세에서 편안한

속도로 어깨관절 굽힘 90도, 바깥돌림 45도 동작인 어깨

뼈 면 벌림(scapular plane abduction or scaption)자세를

취하고 3초 정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때 측정된

손가락 마커의 3차원 위치 좌표가 기준위치로 정의되었

다. 이후 대상자의 시각만을 차단 한 후에 위에서 실시

한 어깨관절의 위치를 기억을 바탕으로 재현하도록 하였

고, 시각 차단과 손목에 2 ㎏ 모래주머니를 착용한 상태

에서도 동일한 동작을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조건의

동작들은 3회 이상 반복 측정을 실시하였고, 기준위치를

정하기 위한 동작은 측정 전 연습을 2∼3회 실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마커의 3차원 위치 좌표는 대상자가 바라보는 전방

이 X축, 좌우(또는 내외) 방향이 Y축, 상하(또는 수직)

방향이 Z축으로 실험실의 전역좌표계를 기준으로 정의

되었다. 능동적 재위치 검사 (ART) 결과로 손가락 마

커의 (1) 기준 위치, (2) 시각 차단 후 위치, (3) 시각

차단과 부하 적용 후 위치 결과 값들에서 평균 위치를

각각 계산하였고, 기준 위치 (1)로부터 각각 두 조건

(2), (3) 에 대한 절대 오차(absolute error)와 변인오차

(variable error)를 계산하였다(신뢰구간 95%). 부하 적

용 시 고유수용성 감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검증

하기 위하여 부하유무에 따른 절대 및 변인오차들의 평

균을 비교하였는데 3∼5회 평균값을 비교하므로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 (유의수준 .05)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ver. 20(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

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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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Variable error

Axis X
a

Y
b

Z
c

Load (㎏) and

significance
0 2 p 0 2 p 0 2 p

1 88.54 39.93 .01* 90.45 49.92 <.001* 21.83 13.79 <.001*

2 72.97 73.12 .93 79.38 84.91 .35 19.09 9.68 <.001*

3 22.11 24.5 .32 18.72 33 .11 25.76 17.7 <.001*

4 17.37 27.35 .24 18.9 24.57 .15 19.15 12.58 .01*

5 34.23 36.15 .79 62.6 68.6 .15 32.97 18.85 <.001*

6 19.68 18.11 .55 5.74 15.78 .11 24.47 11.55 <.001*

7 40.32 10.67 <.001* 69.43 13.06 <.001* 24.85 10.33 <.001*

8 25 22.7 .02* 27.19 20.78 .01* 17.48 4.11 <.001*

9 29.81 31.05 .11 9.41 10.27 .77 18.81 8.36 <.001*

Total 38.89 31.51 .90 42.42 35.65 .44 22.71 11.88 .01*
aanterior-posterior direction, bmedio-lateral direction, cvertical directio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of errors

between the ‘no load’ and ‘2㎏-loaded’ conditions (p<.05).

Table 2. Comparison of the variable errors for the fingertip position between the two conditions-unloaded and

2㎏-loaded.

Ⅲ. 결과

외부 부하를 가했을 때 9명의 대상자들 모두 중력방

향(z)의 손가락 마커 위치에 대한 변인오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중 3명의 대상자는(대상자 1, 7, 8) 세 방

향(x, y, z) 모두에서 변인오차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Table 2). 2명의 대상자는(대상자 1, 5) 부하를 가했을

때 변인오차 뿐만 아니라 세 방향의 절대오차도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부하를 적용 했

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모두 그 오차 값이 매우

컸다(Table 2, Table 3).

부하를 가했을 때 6명의 피험자(대상자 2, 3, 4, 6, 8,

9)에서는 절대오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명의

경우(대상자 2 z축, 피험자 6 y축)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Table 3). 또한, 부하를 가했을 때 5명의 대상자

(대상자 2, 3, 4, 5, 9)들은 z축을 제와한 x축과 y축의

변인오차가 증가하였는데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Ⅳ. 고찰

무게 부하가 고유수용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기존 연구들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검사방법(레

이저 포인터나 눈금자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가상현실

게임이나 외골격을 착용한 방식으로 검사되었다. 서론에

서 밝혔듯이 고유수용성감각을 검사하는 방법과 장치들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하

는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좀 더 정확한 정량적 결과를 획

득하기 위하여 손가락 위치 좌표를 3차원 모션캡처 장치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임상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검사법은 아니지만 능동적 재현 검사에 대한 기

존의 검사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정확성

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력방향의 위치감각에 대해서 반

복적 재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하를 가했을 때 절대오차가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비록 기준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로 어깨관

절을 위치시켰다 하더라도 부하의 방향(중력방향)에 대

해서는 비교적 비슷한 위치까지 반복적으로 어깨관절을

움직이는 능력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부하를 각 방향(x, y, z)으로 적용 시

킨다면 모든 방향의 관절 재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팔꿈치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였기 때

문에 손가락 마커 위치를 어깨관절 재위 검사의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차원 동작분석 장치가 고가이며

측정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으므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손가락 마커 하나만의 3차원

위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관절각도는 마커의 위치좌

표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어깨관절을 대상으로

한 절대, 변인오차 분석결과도 본 결과와 유사할 것이라

고 예상된다. 그러나 어깨관절의 관절각도 결과를 포함

하지 않은 제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추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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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Absolute error

Axis X
a

Y
b

Z
c

Load (㎏) and

significance
0 2 p 0 2 p 0 2 p

1 143.12 137.4 .67 178.29 169.3 .21 73.32 64.55 .22

2 93.97 107.97 .77 124.82 148.37 .41 16.62 117.33 <.001*

3 81.44 81.75 .91 92.07 100.27 .31 41.25 49.96 .33

4 34.22 51.36 .45 44.72 89.87 .06 53.06 52.93 .95

5 144.58 144.17 .91 193.43 189.15 .17 47.88 25.09 .42

6 14.5 26.84 .12 19.95 48.81 <.001* 12.89 22.49 .25

7 51.37 7.43 <.001* 79.92 8.65 <.001* 20.9 22.06 .83

8 45.99 52.47 .22 24.42 35.25 .21 25.67 30.07 .18

9 13.42 25.93 .19 40.95 6.96 <.001* 34.91 39.23 .16

Total 69.18 70.59 .77 88.73 88.51 .92 36.28 47.08 .45
a
anterior-posterior direction,

b
medio-lateral direction,

c
vertical directio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of errors

between the ‘no load’ and ‘2㎏-loaded’ conditions (p<.05).

Table 3. Comparison of the absolute errors for the fingertip position between the two conditions-unloaded and

2㎏-loaded.

연구에서는 어깨관절 각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 참여한 대상자들의 표본수가

작고, 모집된 대상자들의 성별이 모두 여성들이었기 때

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9명의 대

상자들 중에서 부하적용 시 절대오차 감소를 보인 대상

자도 있었고, 중력방향이 아닌 전후 방향이나 좌우 방

향의 변인오차 감소를 보인 대상자도 있었다. 뿐만 아

니라 부하적용 시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발

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하 적용에 대한 효과가 개

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을, 특히 치료현장에서는, 면밀

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선행연구들처럼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유수용성감각에 이상이 없는 정상인들도 짧

은 기간의 훈련으로 향상된 고유수용성감각 기능을 보

였다는 선행연구(Clark 등, 2015)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인들에게는

40%의 부하가 고유수용성감각 증진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어깨관절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부

하 적용 유무에 대한 효과만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관절 움직임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

도 고유수용성감각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

기 때문에(Salles 등, 2015), 부하 적용을 한 상태에서

관절 움직임 훈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은 신경학적 문제를 가

진 환자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외부로부터 작용된 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근육의 수축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손상된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이나 재손

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유수용성 감각 향상을 위한

임상적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Dean 등,

1999). 몇 몇 고찰들에서는 단순 관절재위 동작의 반복,

근력강화운동, 협응 운동과 같은 기능적 또는 과제지향

훈련, 균형훈련, 진동훈련 등이 고유수용성감각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운동 또는 훈련 방

법에 따라 고유수용성감각과 관련된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증진 시키고자 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의 종류에 따라 운동방법이 달라져야 한다(Clark

등, 2015).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외부 부하는 관절위치

감각 보다는 힘 감각에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힘 감각의 증진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관절위치감

각과 힘 감각의 연관성이 관절 각도마다 다르게 나타났

다고 보고 하였는데(Phillips 등, 2018) 또 다른 연구에

서는 힘 감각과 관절 위치 감각은 서로 상관성이 없다

고도 보고하였다(Kuling 등, 2013; Marini 등, 2017;

Niespodziński 등, 2018). 따라서 증진 시키고자 하는

고유수용성감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자세 및 훈련방

법을 선택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면, 외부 부하를 적용한 운동이 고유수용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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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외부 부하 유무의 조건이 고유수용성감각

중 위치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어깨관절 능동적 재위 검사 결과, 수직위치에

대해서는 향상된 관절 재위치 능력이 관찰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외부 부하가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에 도움이 된다는 정량적, 임상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부하를 적용한

운동법을 고안하고, 환자군을 포함하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에 대한 임상적 근거 마련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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