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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tretch-oriented home exercise programs are often used as treatments for pa-
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however,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home exercise programs 
to strengthen rotator cuffs. 

Obj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me exercise programs for rota-
tor cuff strengthening on pain, range of motion (ROM), disability leve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Methods: Twenty-two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 = 11) and control 
group (n = 11). For the experimental group, manual therapy and home exercise programs for 
rotator cuff strengthening were applied for 6 weeks; for the control group, only manual ther-
apy was applied for 6 weeks. Shoulder pain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QVAS), ROM, 
disability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Korean version, SPADI), and quality of lif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Korean version, WHOQOL-BREF) were evaluated at 
baseline, after 3 weeks, and after 6 weeks of intervention. The changes in the measurem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using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e QVAS; SPADI-pain scores; SPADI-disability scores; SPADI-total scores; flexion, 
abduction, internal and external rotation ROM of the glenohumeral joint; and WHOQOL-
BREF total, overall,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scores. All groups display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as observed in the QVAS, SPADI, flexion, abduction, external and 
internal rotation ROM of the glenohumeral joint, and WHOQOL-BREF. 

Conclusion: Home exercise programs for rotator cuff strengthening had a positive impact 
on shoulder pain, shoulder ROM, disability leve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Therefore, we propose the use of home exercise programs for rotator cuff strength-
ening in the exercise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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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어깨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넓은 가동범위를 갖는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1], 어깨의 통증은 인구의 절반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쯤은 경

험하는 흔한 증상이며[2], 이러한 어깨 통증은 약 7%–36%의 높은 발병

률을 보인다[3]. 근골격계 질환 가운데 중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유

착성 관절주머니염은 오십견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조직의 퇴행성 변화

나 다른 선행 질환에 의해 관절주머니의 유착과 관절강의 용적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서서히 진행되고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감소가 나타난

다[4].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2%–5%로 추정되

며[5], 증상의 지속 기간은 평균 3.7개월이고 왼쪽 어깨가 더 흔하며

(54%), 2%의 환자들이 양쪽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다[6]. 유

착성 관절주머니염은 일반적으로 2–3년 동안 지속된다고 여겨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환자의 40%가 3년 이상 끓임 없이 지속되는 통증과 

뻣뻣함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었다[7].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의 원인은 

질병이나 어떠한 외상적 병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발성 원인(idiopathies causes)과 외상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한 수술 

및 신경계 장애, 당뇨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이차적 원인이 있다. 유착

성 관절주머니염의 병리적인 특징은 통증과 경직, 어깨관절에서의 능

동적, 수동적 움직임의 점진적인 감소, 그리고 비사용(disuse)으로 인

한 어깨 주변 근육들의 이차적인 근력 및 지구력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8].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의 치료는 조직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며, 통증을 조절하고, 연부조직 팽창 및 염증을 감소시

켜 활액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9], 도수치료와 자가-신

장운동,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진동자극, 그룹운동과 테이핑 요

법, 운동치료, 가정 운동프로그램 등의 물리치료적 중재가 임상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10]. 그 중 돌림근띠 그리고 어깨 안정화를 위한 주

변 근육들의 강화운동은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의 치료로 추천되고 있다

[11]. 

어깨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고 불안정성이 큰 관절이며 

어깨 관절의 관절표면 움직임들은 주변 조직들의 협동적 조절에 의존

하기 때문에[6], 어깨 주변의 근육의 성능이 저하되면 어깨 움직임 및 

관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을 가진 환

자에게서 통증과 제한된 움직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12]. Sahrmann 

[13]은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게서 돌림근띠 근육의 근력 손상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서 돌림근띠의 근력 회복은 어깨의 적절한 생체역학적 움직임을 최적

화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돌림근띠는 가시위근, 가시아

래근, 작은원근, 어깨밑근으로 구성된다. 돌림근띠를 구성하는 각 근육

의 힘줄은 어깨의 관절주머니와 혼합되어 어깨관절을 보강하기 때문

에 어깨 관절이 관절가동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적 안정화 기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프(cuff)”의 일부로 간주되는 돌림근띠 근육을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상태로 유지하여 어깨의 전체 범위에 걸쳐 충분

한 힘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게 있어

서 돌림근띠의 근력 회복은 중요하다[6]. 또한 모든 치료를 병원에 내원

하여 끝내는 것은 환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수치료를 받는 대

부분의 환자는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14].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경제적 제약이 적고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환

자 스스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며, 가정 운동프로그

램을 통해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15]. 주

기적인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으며[16],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활

동에 필요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7]. 또한 돌림근띠 강

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잦은 통증으로 인해 약화된 어깨 주변 

근육들의 근력을 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관절가동범위를 개선하며, 관

절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어깨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6]. 본 

연구 설계 시,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운동프로

그램 연구[18]는 있었으나 도수치료와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비교한 연

구였고 스트레칭 위주의 가정 운동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한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대상으로 돌림근띠 강화운동을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 대한 스트레칭 기법들을 이용한 

연구들은 많이 소개되고 있다[7,18]. 반면에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

에게 돌림근띠 강화를 이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

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어깨 통증, 관절가동범위, 어깨 기능

장애 수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

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

정 운동프로그램 적용군)과 대조군(미적용군)의 중재 전후에 어깨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의 변화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에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의 변화양상은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에 삶의 

질의 변화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윤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어깨 통증으로 인

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연구대상자의 선정조건에 해당하는 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 결정은 G*Power software ver. 3.1 (G*Power;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으며, 돌

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전과 3주 후, 6주 후의 

중재 효과에 대한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수준 0.05, G*Powe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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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효과크기 0.4, 군의 수 2, 측정 횟수 3회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최소 크기는 18명이었다. 실제 연구의 

대상자의 탈락률을 20%인 것으로 고려하여 각 군당 11명, 총 22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구두로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한 대상자만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첫째, 본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둘째,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촬영 

검사상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으로 진단받은 자. 셋째, 외상에 의한 어깨

관절 손상 없이 최소 3개월 이상 어깨관절 통증이 있는 자. 넷째, 어깨 

관절 능동, 수동 운동범위에 주목할 만한 감소가 있는 자로서 어깨관절 

굽힘, 벌림, 가쪽돌림, 안쪽돌림의 움직임 중 최소 2개의 동작에서 침범

되지 않은 쪽의 어깨관절과 비교해서 25% 또는 그 이상의 가동범위 제

한이 있는 자[19]. 다섯째, 한국어판 어깨기능장애지수(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점수가 30점 이상인 자이다[16]. 대상

자의 제외 조건은 첫째, 손상 측 어깨의 돌림근띠 손상, 골절, 수술을 

받은 자. 둘째,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자. 셋째, 어깨의 근 약화를 야기

시키는 신경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하였다. 

2.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선정 조건과 제외 조건을 충족시킨 유

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들은 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실험군

과 도수치료만 실시할 대조군에 각각 11명을 무작위 배치되었다. 무작

위 배정도구인 인터넷 프로그램(research randomizer, http://www.

randomizer.org/)을 이용하여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중재 전에 실험

군과 대조군의 어깨 통증,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을 각

각 평가하였다. 중재방법은 도수치료와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

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수치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강도를 

설정하고 주 2회, 50분씩 6주 동안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에는 

추가적으로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

재 전과 3주 후, 그리고 6주 후에 두 군의 어깨 통증 수준과 어깨 관절

의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을 각각 재평가하였다. 본 연

구의 계획서는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가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0647-201904-HR-016-03).

3. 평가방법 및 측정도구

1) 어깨 통증 평가

4항목 시각적상사척도(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QVAS)

를 사용하여 어깨 통증을 평가하였다. 통증 수준은 ‘현재의 통증 및 불

편함’, ‘평소의 평균적인 통증 및 불편함’, ‘가장 경미할 때의 통증 및 불

편함’, ‘가장 심할 때의 통증 및 불편함’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10 

cm 길이의 선에 1 cm 간격으로 표시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질문마다 0에서 10 cm 사이의 

선에 “V”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였으며, 매

우 극심한 통증을 10으로 정의하였다. 평가는 중재 전과 3주 후, 6주 

후에 각각 평가하였으며, 4가지 항목의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그 

값에 10을 곱해 최종 점수를 계산하였다. QVAS는 단시간에 간단히 통

증의 정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감한 도구로 측정자 내 높은 

신뢰성 r = 0.76–0.84와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점

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1].

2) 어깨 관절가동범위 평가

어깨 관절가동범위 평가는 관절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대상자는 평가자의 지도에 따라 어깨관절의 굽힘과 벌림, 가

쪽돌림, 안쪽돌림에 대한 관절가동범위를 평가하였다. 측정은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동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며, 중재 전, 3

주차, 6주차에 각각 2회씩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여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측정 간에 20초의 휴식을 가졌으

며 관절각도 순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서를 무작위로 선정하

여 실시하였다[22]. 어깨관절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각도계

에 신뢰도 검증연구에 따르면 검사자 내(intra-tester)의 급간 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가 0.91–0.99로 우수한 평가

도구이다[23].

3) 어깨 기능장애 수준 평가

어깨관절의 기능장애 수준은 한국판 SPAD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평가지는 어깨통증에 대한 평가 5문항과 기능장애에 대한 평가 8문

항으로 총 13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다. 0점은 ‘통증 없음’, ‘힘이 

들지 않음’을 뜻하며, 10점은 ‘심한 통증’, ‘도움 없이 할 수 없음’을 의

미하며, 이를 종합 통증 점수, 종합 장애 점수, 총합 점수로 계산하였

다. 한국판 SPADI의 급간 내 상관계수는 0.991로 매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24].

4) 삶의 질 평가

삶의 질 수준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Korean version, WHOQOL- 

BREF)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평가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한국판 단축형 버전으로 축약한 것으로 신체적 건강 영

역, 심리적 건강 영역, 사회관계 영역, 환경 영역의 4가지 영역에 포함

된 24개의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속한 2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영역의 점수는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문항 점수의 평균에 곱하기 4를 하여 계산하였으며, 부정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문항은 6점에서 해당 문항의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WHOQOL-

BREF는 WHOQOL 고유 척도의 간편형 척도로 높은 상관관계(0.89–

0.95)와 내적 일치도(0.66–0.84)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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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방법

1) 도수치료

도수치료는 Kwak 등[18]과 Rawat 등[6]의 연구에서 유착성 관절주

머니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시된 프로토콜을 참고해 재구성하여 기

능적 마사지와 신장기법은 통증 감소와 조직의 이완을 위해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작은원근, 어깨밑근, 큰원근, 큰가슴근, 작은가슴근 및 위

등세모근 등에 적용하였다. 관절가동술은 각 환자 증상의 진행 경과에 

따라 Maitland와 Kaltenborn이 분류한 관절가동술 3단계에 해당하는 

강도로 어깨위팔관절의 하방 및 후방활주와 외측 견인 치료, 등뼈의 폄 

관절가동술을 각각 적용하였다. 도수치료는 주 2회 50분씩, 6주간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기능적 마사지와 신장기법은 각 근육의 압통점 또

는 정지부위를 고정하고 기시부위를 당겨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며, 

긴장되어 있는 근육의 이완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적용하였다. 어

깨 관절에 적용한 관절가동화기법 중 하방 및 후방 활주와 외측 견인치

료는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의 어깨를 통증이 없는 끝 범위까

지 가져다 놓은 위치에서 적용하였으며, 환자가 불편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였다. 등뼈의 관절가동술은 환자의 교차된 팔을 

치료사의 넙다리에 안정시키고, 치료사의 다리를 벌려주면서 등뼈의 

가동술과 견인을 결합하여 적용하였다. 

2)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Jung 등[26]과 Rawat 

등[6]의 연구에서 돌림근띠 강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운동치료를 위

해 제시된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Figure 1). 가정 운동프

로그램은 도수치료가 끝난 후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하는 동안 

사진 촬영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였다. 다음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

에 내원하였을 때 잘못된 동작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환자의 상

태 및 주차별에 따라 강도와 단계를 설정하여, 대상자가 통증으로 인해 

Figure 1. Home exercise program for rota-
tor cuff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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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동작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단계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2주에는 Figure 1에 제시된 A–D 운동을, 3–4

주까지는 운동 E–G, 5–6주에는 운동 H–K을 적용하였다. 가정 운동프

로그램은 1일 1회, 20분씩 총 6주간 실시하였다. 환자의 지속적인 참

여를 위하여 유·무선 전화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1) 시계추 운동(standing pendulum exercise)

시계추 운동은 선 자세에서 약 90° 정도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서 

식탁이나 책상 모서리에 건측의 팔을 올려 지지하고, 환측 팔의 힘을 

뺀 상태로 바닥 쪽으로 늘어뜨리고 마치 추가 흔들리듯이 몸통을 앞뒤

로 서서히 흔들어주며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흔드는 범위

를 차츰 늘려가는 동작을 30초씩 4회 실시하였다(Figure 1A). 

(2)   어깨관절 가쪽돌림 운동(standing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

어깨관절 가쪽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옆구리에 수건 등

을 말아서 끼우고 팔꿈치를 90° 구부린 상태로 두고,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가쪽돌림 시키고 돌아

오게 하였으며, 10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B). 

(3)   어깨관절 안쪽돌림 운동(standing shoulder internal rotation 

exercise)

어깨관절 안쪽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가 팔을 편하게 내려

놓고, 반대측 손으로 환측 가슴을 촉진하여 가슴 근육이 쓰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팔을 천천히 안쪽돌림 시키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

였다.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으며, 10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C). 

(4) 어깨관절 벌림 운동(standing shoulder abduction exercise)

어깨관절 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팔을 30도의 어깨면에

서 벌림을 실시 후 천천히 돌아오게 하였다. 통증이 유발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시행하였으며, 10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D).

(5) 등척성 가쪽돌림 운동(isometric external rotation exercise)

등척성 가쪽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벽 옆에 서서 팔꿈치

를 90° 굽히고, 팔의 바깥면을 벽 쪽으로 밀게 하였으며 팔이나 몸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였다. 5초 동안 유지 후 이완하

였으며, 10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E). 

(6) 등척성 안쪽돌림 운동(isometric internal rotation exercise)

등척성 안쪽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벽 옆에 서서 팔꿈치

를 90° 굽히고, 손바닥으로 벽을 밀게 하였으며, 팔이나 몸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였다. 5초 동안 유지 후 이완하였으며, 10

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F). 

(7) 등척성 벌림 운동(isometric abduction exercise)

등척성 벌림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벽 옆에 서서 팔꿈치를 

90° 굽히고 팔꿈치의 바깥쪽 면을 벽에 대고 벌림 방향으로 밀며 팔이

나 몸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였다. 5초 동안 유지 후 

이완하였으며, 10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G). 

(8)   동적 가쪽돌림 강화 운동(dynamic external rotation 

strengthening exercise)

동적 가쪽돌림 강화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탄력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90° 굽히고, 탄력이 있는 위치의 탄력밴드를 잡은 손을 가쪽

돌림 방향으로 당겨주며 시행하였다. 기본자세에서 팔을 서서히 가쪽

돌림하여 45° 가쪽돌림 시킨 위치에서 5초간 멈추고 서서히 기본자세

로 돌아오게 하였다. 모든 운동은 45° 미만으로 시행하였고, 잠깐 쉬었

다가 가쪽돌림을 반복하며, 5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H).

(9)   동적 안쪽돌림 강화 운동(dynamic internal rotation 

strengthening exercise)

동적 안쪽돌림 강화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탄력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90° 굽힘하고, 약간 탄력이 있는 위치의 탄력밴드를 잡은 손

을 안쪽돌림 방향으로 당겨주며 시행하였다. 기본자세에서 팔을 서서

히 안쪽돌림하여 45° 안쪽돌림 시킨 위치에서 5초간 멈추고 서서히 기

본자세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5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I). 

(10)   동적 벌림 강화 운동(dynamic abduction strengthening 

exercise)

동적 벌림 강화 운동은 선 자세에서 대상자는 탄력밴드를 잡고 팔꿈

치를 편 상태로 몸통 옆에 두게 하고, 팔꿈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탄력

밴드를 잡은 손을 엄지가 천장방향으로 향하도록 당겨주며, 5초간 멈

추고 서서히 기본자세로 돌아오게 하며, 5회, 3세트 실시하였다(Fig-

ure 1J). 

(11) 날개뼈 안정화 운동(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s)

날개뼈 안정화 운동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는 날개뼈가 중

심, 하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천천히 뒤쪽 당김한 위치에서 5초간 멈

추고 서서히 기본자세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5회, 3세트 실시하였다

(Figure 1K).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IBM 

SPSS ver.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고,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측정된 변수들은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

을 시행하였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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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전과 3주 후, 6주 후 간에 측정변수의 변화 양상에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개체 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짝비교 

t-검정을 이용하여 측정 시점 간에 차이를 비교하였다. 사후검정은 본

페로니(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

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평균 연령과 성별, 손상 측, 발병 시기,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모

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의 변화 

양상 비교

측정 시점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증 및 기능장애 수준의 변

화 양상 비교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군에 기초선의 QVAS 통증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 QVAS 통증 수준의 측정 시점별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있었고(p < 0.05),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에서 측정 시점에 따른 QVAS 통증 수준은 유의한 감소를 보

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3주 후 시점

과 6주 후 시점의 QVAS 통증 수준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 0.05).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QVAS 통증 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6주 후에 나타났다(p < 0.05).

SPADI는 통증(pain)과 기능장애(disability)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두 군에 SPADI-P (통증), SPADI-D (기능장애), SPADI-

T (총점)의 기초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 각 항목의 

SPADI 점수들의 측정 시점별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 < 

0.05), 측정 시점에 따른 총 수준,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은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의 총 수준, 통

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총 수준,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

의 유의한 차이는 6주 후에 나타났다(p < 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

Variable EG (n = 11) CG (n = 11) t/χ2

Age (y) 51.9 ± 4.8 54.4 ± 5.0 –1.173
Gender (men/women) 3/8 7/4 2.933
Affected side (right/left) 6/5 5/6 0.182
Onset time (mo) 9.0 ± 5.0 6.2 ± 3.3 1.550
Height (cm) 165.1 ± 5.1 165.2 ± 6.9 –0.035
Weight (kg) 62.6 ± 11.8 66.2 ± 7.1 –0.873
Body mass index (kg/m2) 22.8 ± 3.6 24.0 ± 2.0 –1.07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2. Comparison of changes in pain and dys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s

Variable EG (n = 11) CG (n = 11) t Fa

QVAS
   Baseline 65.73 ± 7.94 67.84 ± 7.36 –0.648 19.806*
   3 Week 40.05 ± 10.91b 48.98 ± 11.39b –1.878
   6 Week 15.86 ± 8.41b,c 40.23 ± 8.93b,c –6.586*
   F 174.902* 66.251*
SPADI-P (pain)
   Baseline 74.91 ± 11.91 70.18 ± 14.32 0.842 38.419*
   3 Week 46.18 ± 12.34b 52.18 ± 15.86b –0.990
   6 Week 17.09 ± 8.69b,c 42.36 ± 14.33b,c –5.001*
   F 156.315* 61.697*
SPADI-D (disability)
   Baseline 61.48 ± 10.00 55.80 ± 14.40 1.075 15.928*
   3 Week 35.34 ± 7.95b 44.77 ± 14.06b –1.937
   6 Week 13.52 ± 8.69b,c 32.50 ± 10.26b,c –4.680*
   F 95.647* 87.466*
SPADI-T (total)
   Baseline 66.64 ± 9.15 61.33 ± 14.20 1.043 32.478*
   3 Week 39.51± 9.01b 47.62 ± 14.28b –1.593
   6 Week 14.90 ± 8.48b,c 36.29 ± 11.37b,c –5.004*
   F 154.128* 114.83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º) ± 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QVAS,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range: 0–100 
cm); SPADI,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aseline (p < 0.05), c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3 week (p < 0.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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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어깨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 

비교

중재 후 측정 시점에 따라 두 군 간에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 비교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두 군에 기초선의 어깨관절 굽힘 

각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별 어깨관

절 굽힘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러나 측정 시점에 따라 

어깨관절 굽힘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에 어깨관절 굽힘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또

한 6주 후 시점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어깨관절 벌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별 어깨관절 벌림에 대한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고(p < 0.05), 측정 시점에 따라 어깨관절 벌림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에 어깨관절 벌림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또한 6주 후 시점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어깨관절 가쪽돌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별 어깨관절 가쪽돌림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

용이 있었고(p < 0.05), 측정 시점에 따라 어깨관절 가쪽돌림은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에 어깨관절 가쪽돌림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

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어깨관절 안쪽돌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측정 시점별 어깨관절 안쪽돌림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

용이 있었으며(p < 0.05), 측정 시점에 따라 어깨관절 안쪽돌림은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에 어깨관절 안쪽돌

림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주 후 시점과 6주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6주 후 시점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4.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삶의 질 수준의 변화 양상 비교

측정 시점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삶의 질에 대한 변화 양상 비

교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WHOQOL-BREF는 전반적인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건강 영역, 사회관계 영역, 환경 영역으로 구

분하여 평가하였다. 두 군에 기초선의 삶의 질 총 수준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삶의 질 총 수준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

용이 있었으며(p < 0.05), 측정 시점에 따른 삶의 질 총 수준은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에서는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의 삶의 질 총 수준은 각각 기

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 < 0.05), 대조군에서는 기초선과 6주 

후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shoulder range of motion between the two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s

Variable EG (n = 11) CG (n = 11) t Fa

Flexion 
   Baseline 109.95 ± 21.53 107.86 ± 24.24 0.214 2.273
   3 Week 151.36 ± 11.47b 136.82 ± 22.59b 1.904
   6 Week 173.14 ± 5.38b,c 150.41 ± 20.04b,c 3.632*
   F 77.021* 15.870*
Abduction
   Baseline 104.05 ± 18.25 110.55 ± 17.37 –0.856 13.406*
   3 Week 150.00 ± 13.92b 137.95 ± 18.86b 1.704
   6 Week 170.36 ± 6.58b,c 149.50 ± 15.41b,c 4.130*
   F 130.286* 70.312*
External rotation
   Baseline 31.05 ± 11.29 33.50 ± 11.61 –0.503 28.908*
   3 Week 57.41 ± 13.79b 43.45 ± 10.72b 2.650*
   6 Week 79.23 ± 10.34b,c 52.95 ± 9.32b,c 6.261*
   F 112.934* 46.596*
Internal rotation
   Baseline 28.64 ± 11.93 31.05 ± 11.23 –0.488 10.068*
   3 Week 50.55 ± 14.36b 44.23 ± 7.81b 1.282
   6 Week 74.14 ± 16.28b,c 51.32 ± 7.03b,c 4.267*
   F 74.824* 33.65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º) ± 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aseline (p < 0.05), c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3 week (p < 0.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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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p < 0.05), 측정 시점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실험

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에서 3

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각각 기초선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6주 후 시점에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신체적 건강 영역과 심리적 건강 영역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신체적 건강 영역(p < 0.05)과 심리

적 건강 영역(p < 0.05)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측정 시

점에 따른 신체적 건강 영역과 심리적 건강 영역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에서 3

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의 신체적 건강 영역과 심리적 건강 영역은 각

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대조군에서는 3주 후 시

점과 6주 후 시점의 신체적 건강 영역은 각각 기초선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3주 후 시점과 6주 후 시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

적 건강 영역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6주 후 시점에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두 군에 기초선의 사회관계 영역과 환경 영역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사회관계와 환경 영역 수준의 변화 양상

은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환경 영역은 측정 시

점에 따라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DISCUSSION

본 연구는 도수치료를 적용하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대상으

로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깨 통증과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의 결과,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QVAS, SPADI, 어깨관절의 굽힘, 벌림, 가쪽돌림, 안쪽돌

림 각도, 삶의 질 수준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는 도수치료 후에도 

부분적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및 통증이 따를 수 있는 유착성 관절주머

니염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quality of life between the two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s

Variable EG (n = 11) CG (n = 11) t Fa

WHOQOL-BREF (total)
   Baseline 57.09 ± 7.40 55.27 ± 8.33 0.542 4.003*
   3 Week 62.84 ± 5.97b 58.55 ± 6.94 1.554
   6 Week 67.42 ± 6.82b,c 61.31 ± 7.55b 1.992
   F 58.660* 38.814*
Overall
   Baseline 4.36 ± 1.43 5.36 ± 1.50 –1.598 13.865*
   3 Week 6.18 ± 0.60b 5.64 ± 1.03 1.519
   6 Week 8.18 ± 0.98b,c 5.91 ± 1.04 5.259*
   F 61.296* 1.256
Physical health 
   Baseline 9.46 ± 2.25 9.56 ± 2.48 –0.103 19.294*
   3 Week 12.31 ± 1.87b 11.12 ± 1.94b 1.474
   6 Week 16.26 ± 1.21b,c 12.68 ± 2.06b,c 4.985*
   F 100.17* 37.521*
Psychological 
   Baseline 11.15 ± 2.51 10.36 ± 2.64 0.719 4.391*
   3 Week 13.09 ± 1.44b 11.27 ± 2.05 2.403*
   6 Week 15.21 ± 1.68b,c 12.61 ± 1.62b,c 3.704*
   F 46.526* 12.701*
Social relationship 
   Baseline 12.73 ± 1.85 13.09 ± 2.74 –0.365 0.161
   3 Week 12.55 ± 1.81 13.27 ± 2.24 –0.838
   6 Week 12.73 ± 1.85 13.45 ± 2.38 –0.800
   F 0.185 0.154
Environmental 
   Baseline 11.77 ± 1.63 11.18 ± 2.00 0.758 0.484
   3 Week 12.82 ± 1.78b 12.09 ± 2.10 0.878
   6 Week 13.77 ± 2.17b,c 12.73 ± 1.93b 1.194
   F 22.423* 31.7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º) ± 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WHO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Korean version.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aseline (p < 0.05), c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3 week (p < 0.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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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경우 통증,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과 삶의 질의 개선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Han 등[27]의 연구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자가 운동이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 환자의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었으며, Bang과 Lee [28]의 연

구에서도 어깨관절의 근력 강화운동이 어깨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

에게 돌림근띠 강화운동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깨 통증에 영

향을 주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두 군에 3

주 후, 6주 후 측정 시점별 통증 수준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으

며(p < 0.05), 6주 후에 두 군 간 통증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돌림근띠 강화 운동

을 적용함으로써 통증경감에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유착성 관절주머

니염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어깨관절의 근력 강화 운동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돌림근띠의 강화 운동이 포함된 가정 운동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통증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깨 관절의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는 SPADI 평가 결과는 

측정 시점별 변화 양상의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 < 0.05), 실험군과 대

조군은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3주 후와 6주 후에 총 수준, 통증 수

준, 기능장애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5). 중재 후 

6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이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의 치료에 돌림근띠 강화운동을 적용하여 

SPADI에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한 Rawat 등[6]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운동 프로그램인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6주 후에 유착성 관절주머님염 환자

의 어깨 통증과 기능적 수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Pajareya 등[29]의 연구에서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대상으로 3주 동안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한 주사 치료 군과 주사 

치료만을 적용한 군을 비교한 결과,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한 군의 

SPADI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

서도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주사치료를 병행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6주 후 나타난 유의한 차이의 결과와는 치료 효과의 발현

에 대한 기간 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Rawat 등[6]의 연구에 의하면 4주 동안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

에게 돌림근띠 강화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어깨관절의 굽힘에 대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어깨

관절의 굽힘 각도는 측정 시점에 따라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 < 

0.05), 두 군의 측정 시점별 어깨관절 굽힘 각도의 변화 양상에 상호작

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깨관절 굽힘에 대한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6주 후에 나타났다(p < 0.05). 이는 돌

림근띠 근력강화 운동은 적어도 6주 이상을 적용해야 어깨관절 굽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군에서 벌림, 가쪽돌림, 안쪽

돌림에서 두 군의 측정 시점별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 < 

0.05)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측정 시점에 따라 벌림, 가쪽돌림, 안쪽돌

림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이는 Han 등[27]의 유

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게 6주간 적용한 자가 운동과 어깨뼈 안정화 

운동이 어깨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온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정 운동프로그램이 어깨위팔리듬의 호전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Song 등[1]의 연구에서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의 

어깨 관절 0°, 30°, 60°, 90° 벌림 시 어깨부위 근 활성도를 비교한 결

과, 위 등세모근에 대한 중간 등세모근의 비 값이 90°에 가까워질수록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어깨위팔리듬의 불균형과 보

상작용을 나타내는 비정상적 힘이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어깨관절 가쪽돌림 범위는 유일하게 3주 후부터 

큰 폭으로 호전되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는 어깨관절 가쪽돌림의 가동범위 손실 패턴이 어깨뼈의 위

치가 아닌 팔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31], 어깨위팔리듬의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Cho 등[32]의 연구에 따르면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의 WHOQOL-BREF를 비교하였을 때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WHOQOL-BREF 하부 척도에서는 

전반적인 사람의 질과 신체적 건강영역에서 건강 대조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WHOQOL-BREF 점수는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 < 0.05), 측정 시점에 따른 WHOQOL-BREF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실

험군에서는 중재 전과 비교하여 중재 후 3주, 6주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 0.05). 또한 WHOQOL-BREF 하부 척도에서는 전반적인 삶

의 질(p < 0.05), 신체적 건강(p < 0.05)과 심리적 건강(p < 0.05) 영역

에서 두 군에 측정 시점별 변화 양상은 상호 작용이 있었으며, 6주 후에 

각 전반적인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영역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Kwak 등[18]의 연구에서

도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에게 4주간 중재 후 지속적인 가정 운동프로그

램을 실시하였을 때 중재 전과 비교해서 8주와 12주에 유착성 관절주

머니염 환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이는 돌림근띠 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중재 후에도 지속

적으로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게 적용한다면 신체적 건강과 심리

적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중재 기간이 6주로 짧

아 연구의 결과를 모든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들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의 이환 단계를 세부적으

로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셋째, 실험군 대상자들이 가

정에서 실시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수행 상태를 문자나 전화를 이용

해 관리하였으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장기간의 중재연구와 세부적인 대

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유착성 관절주머니 환자의 가정 운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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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질환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특성

과 환자가 쉽게 치료에 대한 동기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두

고, 특성상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단기적인 결과보단 지속적인 추적조

사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어깨에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진단을 받은 환자 22명을 대

상으로 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군(n = 11)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n = 11)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가

정 운동프로그램을 6주간 시행하고 중재 전과 3주 후, 6주 후에 두 군

에 어깨 통증 수준과 어깨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 수준을 각각 평가하였고, 측정 시점에 따른 측정 변수의 변화 양상

을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실

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수준의 측정 시점에 따른 변

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군에 중재 후 측정 시점별 어깨관

절의 벌림과 가쪽돌림, 안쪽돌림 각도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

다. 그리고 두 군에 측정 시점별 삶의 질 수준의 변화 양상도 상호작용

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에

게 돌림근띠 근력강화를 위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은 어깨의 통

증 수준과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 수준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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