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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which is a problem mainly seen in patients with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disrupts the scapulohumeral rhythm between the humerus 
and scapulae. 

Obje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joint mobilization and stretch-
ing on shoulder muscle activity and in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ROM) of the glenohu-
meral joint in patients with impingement syndrome with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included 22 in-patients with impingement syndrome with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12 
patients) was treated with joint mobilization and the other group (10 patients) was treated 
with stretching for the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Each treatment was performed five times 
a week for two weeks, and there were 15 sessions for each treatment. The ROM of the internal 
rotation and muscle activities of shoulder joint were evaluated pretest and posttest in each 
group. Electromyograph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upper, middle, and lower trapezius 
and serratus anterior during shoulder abduction of 90°, 120°, and 150°. 

Results: Both the joint mobilization and stretching group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muscle activity in the upper, middle, and lower trapezius on the posttest (p < 0.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rratus anterior at 150° (p < 0.05), but there was no signifi-
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in post-hoc analysis (p > 0.025). The internal rotation RO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tretching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joint mobilization 
group (p < 0.025).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both joint mobilization and stretching for posterior shoul-
der tightness were effective in muscle activity during arm abduction, also in order to increase 
internal rotation ROM of shoulder joint, stretching was effective in patients with impingement 
syndrome with posterior t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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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관절 부위의 연부조직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

는 임상증후군이며, 손상된 측으로 눕거나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

해진다[1]. 어깨후방뻣뻣함은 주로 어깨충돌증후군 대상자들에서 나타

나는 문제이다[2]. 어깨후방뻣뻣함은 위팔어깨관절의 후방관절주머니 

단축이나 이 부위에 부착되는 뒤어깨세모근(posterior deltoid), 작은

원근(teres minor), 가시아래근(infraspinatus)과 같은 후방 근육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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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으로 수평모음이 감소되는 것으로 정의된다[3]. 위와 같은 어깨위

팔근육들은 어깨뼈(scapular)에 부착되기 때문에 어깨후방뻣뻣함은 어

깨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어깨뼈 기능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4]. 어깨후방뻣뻣함은 위팔뼈와 어깨뼈 사이의 어깨위팔리

듬(scapulohumeral rhythm)을 붕괴시키고, 어깨뼈와 위팔뼈는 전체 

단위로 함께 움직이게 됨으로써 어깨뼈 위쪽돌림이 감소한다[5]. 어깨

뼈 위쪽돌림의 감소는 어깨관절의 충돌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6]. 어

깨충돌증후군 환자는 팔을 드는 동안 정상군보다 어깨뼈의 안쪽돌림이 

증가하고 후방경사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7]. 어깨충돌증후군의 변

화된 어깨뼈의 움직임은 앞톱니근과 아래등세모근의 근활성이 감소되

고, 위등세모근의 근활성이 증가된다[8,9]. Lim 등[10]은 어깨뼈아래쪽

돌림을 가진 대상자에서 월슬라이드운동과 슬링슬라이드운동을 적용 

후 60°, 90°, 120° 어깨 굽힘에서 월슬라이드운동군에서 각도별로 앞

톱니근의 근활성은 증가하고, 위등세모근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어깨뼈의 운동형상과 근활성도의 조절은 어깨충돌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중요하다[11,12].

비정상적인 위팔뼈머리의 움직임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

안 어깨뼈봉우리 아래 공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13]. 위팔뼈머리

와 어깨뼈봉우리의 이런 접근은 그 부위에 있는 조직들의 압박을 야

기할 수 있고 제한된 어깨 굽힘, 안쪽돌림, 수평모음과 관련될 수 있다

[14]. 어깨후방뻣뻣함은 안쪽돌림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되는 위팔어

깨관절 안쪽돌림 결손(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을 대

신해서 불려지기도 한다[15,16]. 임상적으로 어깨후방뻣뻣함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위팔뼈 안쪽돌림이나 수평모음의 관절운동범위를 수동적

으로 측정해야 한다. 어깨충돌증후군을 가진 환자와 내적 어깨충돌증

후군(internal impingement symptom)을 가진 운동선수들의 어깨후

방뻣뻣함을 검사하기 위해 위팔뼈 안쪽돌림을 측정하여 운동범위가 감

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17]. 이런 이유로 근육 또는 관절주머니 제한으

로 인한 안쪽돌림 운동범위 소실을 치료하기 위해 스트레칭기법과 관

절가동술기법이 사용된다[13,18]. 

어깨후방뻣뻣함을 치료하기 위해 크로스바디스트레칭(cross-body 

stretching), 엎드려 수동스트레칭기법(prone-passive stretching 

technique), 국소 냉치료(local cryotherapy), 슬리퍼스트레칭(sleep-

er stretching), 근에너지기법을 이용한 크로스바디스트레칭, 안쪽돌림

을 위한 근에너지기법, 관절가동술(jont moblilization) 등이 사용되었

다[9,16,19-21]. 어깨 후방의 연부조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한 가장 최

적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체 연구에서 여러 자세에서 후

방 돌림근띠와 관절주머니에서 좌상의 양을 측정하였다. 가시아래근의 

하부섬유에 가장 많은 타박상은 안쪽돌림과 함께 어깨 90° 굽힘 자세

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22]. 이 자세는 슬리퍼스트레칭 자세와 

동일한 자세이며, 슬리퍼스트레칭이 어깨 후방 스트레칭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19].

연부조직과 관절주머니의 관절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중

재방법으로 관절가동술이 사용되고 있다[19,23]. 관절가동술은 도수치

료 방법 중 하나이며, 임상적으로 관절운동성과 운동형상학을 향상시

킨다[24]. 어깨관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은 사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착성 관절주머니염을 가진 환자에서 연구되었다[24,25]. 

어깨후방뻣뻣함이 어깨충돌증후군에 기여 요인일 것이라고 제안하

는 생체역학적 연구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칭기법과 관절가동술

기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기법을 어깨후방뻣뻣함을 가진 어깨충돌증후

군에게 적용한 후 어깨후방뻣뻣함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위팔뼈 안

쪽돌림 운동범위를 확인하고, 팔 벌림 동안 어깨뼈 주변 근육의 활성도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에 소재한 H 병원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남자 중 어깨후방의 뻣뻣함이 있는 어깨충돌증후군 환자 2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진단명, 나이, 성별 손상부위, 기간 

등은 대상자의 의무기록과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대

학교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No. 1040621-201601-HR-007-02). 모든 대상자들

은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

고,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대상

자들은 오른손이 우세측이었다. 선정기준은 3가지 충돌증후군 검사인 

니어 검사(Neer test), 호킨스-케네디 검사(Hawkins and Kennedy 

test), 죠브검사(Jobe test) 중 2가지 이상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 어깨

관절의 안쪽돌림 범위가 정상측 관절(70°)보다 20% 이상 소실된 환자

로 하였다[26]. 제외기준은 현재 어깨 운동범위 소실(벌림 150° 이하), 

과거 골절, 탈구, 분리, 수술, 관절순 파열, 또는 어깨의 다른 병리에 대

한 진단을 받은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어깨 벌림 시 90°, 120°, 150°에서 위등세모근, 중간등세모근, 아

래등세모근, 앞톱니근의 근전도 자료수집과 신호처리를 위해 무선 표

Table 1.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N = 22)

Variable
Joint mobilization 

group (n = 12)
Stretching group 

(n = 10)
p-value

Age (y) 47.00 ± 3.84 47.30 ± 4.00 0.860
Height (cm) 172.25 ± 3.25 171.30 ± 5.08 0.601
Weight (kg) 70.75 ± 5.05 67.80 ± 6.44 0.242
Body mass index 23.89 ± 1.93 23.12 ± 2.17 0.405
External rotation (°) 72.45 ± 9.30 77.72 ± 8.56 0.186
Internal rotation (°) 22.27 ± 3.09 22.33 ± 3.21 0.96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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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전도기(TeleMyo DTS; Noraxon Inc., Scottsdale, AZ, USA)를 

사용하였다. 전극은 일회용 단극 표면전극을 사용하였다. 전극의 위치

는 위등세모근은 바로 선 상태에서 제7 목뼈 가시돌기와 봉우리 외측

의 중간지점에, 아래등세모근은 어깨뼈 가시뿌리로부터 아래로 대략 5 

cm 지점에, 중간등세모근은 어깨뼈 가시의 안쪽모서리 위에, 앞톱니근

은 어깨관절 90° 굽힘 동안 어깨뼈 아래각의 외측 부분인 넓은등근의 

앞쪽 지점에 부착하였다[27].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위치를 가는 사포로 3–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 지방을 제거하였다. 전

극은 근섬유와 평행한 상태로 배치되었고, 전극 간 거리는 2 cm로 하

였다. 수집된 근전도 아날로그 신호는 본체로 보내서 디지털 신호로 전

환한 다음 개인용 PC에서 Myoreserch 소프트웨어(Noraxon Inc.)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기타 신호처리를 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

률은 1,000 Hz, 40–250 Hz의 대역 필터와 60 Hz 노치필터와 심전도 

감소필터를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개인 간 비교 혹은 개인 내 반

복 측정 시 비교를 위한 정량화 방법은 자발적 기준근 수축(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 방법을 이용하였다. RVC는 대상자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손바닥이 몸통을 향하게 하고 바지 옆 재봉선과 나

란히 하여 힘을 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중

간 3초간 측정된 근전도 제곱평균(root mean square, RMS)의 평균값

을 RVC로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기준 RVC

로 정하였다. 측정 각도별 근활성도는 대상자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손

바닥이 상방을 향하게 하고 각도가 측정된 막대를 환자 옆에 놓고 위쪽 

팔의 각도 90°, 120°, 150°에서 정적으로 유지한 근활성도를 측정하였

으며, 근육의 피로도를 막기 위해 검사 사이에 2분간 휴식 시간을 주었

다[10]. 각각의 각도에서 5초간 자세를 유지하여 중간 3초간 측정된 근

전도 RMS의 평균값을 3회 반복하여 RVC 비(ratio)로 하였다[28]. 

디지털 경사계는 어깨 안쪽돌림에 대한 관절운동범위 측정을 기록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어깨의 수동 안쪽돌림 운동범위는 대상자가 검사 

테이블에 바로 누운 자세로 어깨 90° 벌림과 팔꿈치 90° 굽힘하여 측

정되었다. 검사자는 어깨뼈의 부리돌기를 고정시키는 힘을 적용하였고 

저항의 첫 번째 지점까지 팔을 안쪽돌림하였다. 두 번째 검사자는 자뼈

의 몸통에 디지털 경사계를 정렬시킴으로써 움직임의 양을 기록하였

다. 각도는 총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중재방법

각 군에 대한 무작위 뽑기 배정을 통해 관절가동술군(n = 12), 스트

레칭군(n = 10)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은 10

년 이상 된 임상 물리치료사 한 명이 치료하였으며 치료는 각각 주 5회 

2주 동안 총 10회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치료 전ㆍ후, 안쪽돌

림 관절 운동범위,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관절가동술군의 대상자들은 검사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따라 누웠고, 

어깨뼈 아래에 고정용 받침대를 둬 관절가동술 적용 시 어깨뼈가 고정

되게 하였다. 대상자들의 어깨는 90° 벌림 되었고 저항의 첫 번째 장벽

까지 안쪽돌림 되었다. 대상자들의 원위부 아래팔은 지지할 목적으로 

검사자의 엉덩관절에 고정하였으며, 치료사의 손은 뒤쪽 방향으로 어

깨관절에 압력을 적용하였다(Figure 1). Figure 1의 중재사진은 대상

자에게 사진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게재하였다. 관절가동술은 등

급 III의 강도로 어깨뼈 머리를 통해 어깨 앞쪽에서 뒤쪽으로 관절와의 

치료면과 평행하게 미끄러짐을 적용하였다[24]. 등급 III의 관절가동술

은 연구자의 임상적 경험과 이전 연구들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관절

가동술은 30초 적용 후, 중립 위치에 10초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1회

로 하여 총 15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스트레칭군의 대상자들은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어깨관절과 팔꿉관

절을 90° 굽힘하여 수행되었다. 스트레칭 시 발생하는 어깨뼈의 움직

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어깨뼈를 치료용 베드에 고정

하였다. 이 자세에서 치료사는 대상자들의 어깨관절을 안쪽돌림시켜 

끝 느낌이 팽팽해진 범위를 넘어서 증상이 없는 최대범위까지 스트레

칭을 적용하였다(Figure 1). 스트레칭기법은 신장 상태를 30초 동안 유

지한 후 중립 위치에서 10초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1회로 하여 총 15

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관절가동술군과 스트레칭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동질성 검정

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고, 정규성 검

정을 위해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s test)을 실시하였다. 

관절가동술군과 스트레칭군의 중재 전ㆍ후의 근활성도와 어깨관절

의 안쪽돌림 각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시기와 군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사후검정을 위

Figure 1. Joint mobilization (left) and 
sleeper stretch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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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재 전과 후의 차이값을 두 군 간 비교를 본페로니수정법을 이용하

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실시하였다(p < 0.025). 각 군 내에서 중재 전

과 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

시하였다. 유의수준은 α = 0.05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2.0 for 

Window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RESULTS

위등세모근, 중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모두 중재 전ㆍ후의 시간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p < 0.05) 시간과 군 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두 군 모두 위등세모근, 중간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이 어깨 벌림 90°, 120°, 150°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Table 2). 앞톱니근은 150°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와 시간과 군 

간의 상호작용,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 < 0.05), 사후검

정의 전후 차이 값에 의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25) 

(Table 2). 

어깨관절의 안쪽돌림 운동범위는 시간에 따른 차이와 시간과 군 간

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5), 사후검정에서 

스트레칭군이 관절가동술군보다 안쪽돌림 운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 < 0.025) (Table 3).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어깨후방뻣뻣함을 가진 충돌증후군 환자에게 관절

가동술과 스트레칭을 각각 2주간 적용하여 위팔 어깨관절의 안쪽돌림 

운동범위와 어깨 벌림 동안 어깨 주위 근육의 근활성도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위등세모근의 활성도는 어깨 벌림 90°, 120°, 150° 

동안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위등세모근은 어깨뼈를 상

승시키면서 위쪽돌림을 하게 한다. 어깨후방뻣뻣함은 위팔뼈와 어깨뼈 

사이의 어깨위팔 리듬을 붕괴시키고, 어깨뼈 위쪽돌림이 감소한다[5]. 

어깨 벌림 동안의 어깨뼈 위쪽돌림이 감소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Table 2. Muscle activities during shoulder abduction (unit: RVC ratio)

Muscle Ang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 Time Time × group Group

Upper trapezius 90° JMG 29.56 ± 16.91 22.09 ± 10.05 –7.47 ± 11.10a 0.001* 0.929 0.811
SG 28.58 ± 11.40 20.75 ± 7.36 –7.83 ± 6.50a

120° JMG 37.83 ± 22.77 27.72 ± 16.50 –10.12 ± 10.45a 0.000* 0.976 0.487
SG 32.98 ± 13.54 32.98 ± 13.54 –9.99 ± 9.57a

150° JMG 51.45 ± 22.57 40.67 ± 22.75 –10.77 ± 12.11a 0.000* 0.056 0.103
SG 43.86 ± 12.89 22.84 ± 8.56 –21.02 ± 11.47a

Middle trapezius 90° JMG 17.22 ± 10.98 9.28 ± 7.50 –7.94 ± 5.21a 0.000* 0.777 0.367
SG 20.66 ± 11.55 13.46 ± 10.21 –7.21 ± 6.84a

120° JMG 20.53 ± 16.24 11.07 ± 8.76 –9.46 ± 8.86a 0.000* 0.924 0.738
SG 22.02 ± 12.04 12.95 ± 11.89 –9.07 ± 10.34a

150° JMG 24.64 ± 21.16 13.10 ± 10.97 –11.54 ± 15.87a 0.001* 0.865 0.528
SG 27.72 ± 11.49 17.11 ± 9.56 –10.61 ± 6.83a

Lower trapezius 90° JMG 16.75 ± 11.59 8.41 ± 6.18 –8.84 ± 6.64a 0.000* 0.299 0.537
SG 21.10 ± 14.05 8.97 ± 6.29 –12.13 ± 9.96a

120° JMG 25.31 ± 18.90 11.90 ± 8.88 –13.41 ± 13.08a 0.000* 0.660 0.885
SG 23.52 ± 13.06 12.17 ± 8.66 –11.35 ± 7.00a

150° JMG 25.75 ± 20.70 15.81 ± 12.46 –9.95 ± 14.28a 0.001* 0.825 0.992
SG 26.46 ± 16.73 15.22 ± 6.67 –11.24 ± 12.31a

Serratus anterior 90° JMG 22.81 ± 12.57 23.15 ± 12.61 0.34 ± 7.33 0.129 0.168 0.483
SG 16.17 ± 6.08 22.89 ± 16.08 6.72 ± 13.24

120° JMG 34.00 ± 17.69 35.67 ± 21.462 1.67 ± 5.05 0.108 0.432 0.085
SG 0.26 ± 8.70 24.98 ± 12.90 4.72 ± 11.99

150° JMG 36.54 ± 23.86 38.29 ± 23.14 1.75 ± 4.31 0.011* 0.048* 0.048*
SG 20.04 ± 8.21 32.30 ± 17.82 12.25 ± 16.71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RVC,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JMG, joint mobilization group; SG: streching 
group. ap < 0.05 within group. *p < 0.05.

Table 3. In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of shoulder joint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 Time Time × group Group

Joint mobilization group 22.27 ± 3.09 25.91 ± 3.62 3.64 ± 1.52a 0.000* 0.000* 0.267
Stretching group 22.33 ± 3.21 29.0 ± 3.15 6.67 ± 1.06a,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ap < 0.05 within group, bp < 0.025 between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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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세모근의 과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칭 치료 후 어깨 가쪽돌

림근들의 유연성 증가가 어깨 후방의 뻣뻣함을 감소시키고, 이는 어깨 

벌림 동안 위팔뼈 머리의 상방활주를 감소시켜 보상적인 위등세모근의 

활성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수동적인 관절가동

술은 근활성도 수준에 영향을 주는 신경생리학적 및 신경역학적 반응

을 발생시킨다[29]. 신경생리학적 효과에 따르면 수동적인 관절가동술

은 특히 끝 범위에서 수행될 때 근방추 수용기와 골지 건 기관을 자극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30]. 이런 자극은 관절가동술 후 근활성도의 감

소를 설명할 수 있다[31]. 본 연구에서도 관절가동술 후 어깨 벌림 동안 

위등세모근의 활성도가 감소되었다. 어깨 가쪽돌림근과 어깨벌림근의 

스트레칭과 관절가동술은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의 보상적 작용을 감

소시켜 근활성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생각된다.

아래등세모근의 활성도는 어깨 벌림 90°, 120°, 150° 동안 두 군 모

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아래등세모근은 어깨뼈를 위쪽돌림할 때 

위등세모근과 앞톱니근과 함께 짝힘을 형성하며, 특히 어깨 벌림의 후

기 단계 동안에 아래등세모근이 활동이 두드러진다[32]. 어깨충돌증후

군과 같이 어깨뼈 위쪽돌림 시 위등세모근이 과활성되면 짝힘을 이루

는 아래등세모근도 과활성이 유발된다.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기법에 

의해 두 군 모두에서 팔 들기 동안 아래등세모근의 감소된 활성은 위등

세모근의 활성이 감소함으로써 보상성 활성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중간등세모근은 어깨 벌림 시 위쪽돌림되는 어깨뼈의 들림(retrac-

tion)의 안정적 위치를 잡아준다. 어깨뼈의 위쪽돌림 시 앞톱니근에 의

한 어깨뼈의 내밈(protraction)의 영향을 중간등세모근과 능형근이 조

절해준다. 앞톱니근의 약화는 중간등세모근의 우세로 어깨뼈가 들림쪽

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32]. 본 연구에서 중간등세모근의 활성도는 

어깨 벌림 동안 두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두 치료가 어깨뼈의 

안정적 위쪽돌림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중간등세모근의 활성도도 낮아

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톱니근의 활성도는 어깨 벌림 150° 시 스트레칭군에서만 치료 전

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앞톱니근은 어깨뼈 안정화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며, 어깨뼈 위쪽돌림과 내밈의 작용을 하여 어

깨뼈와 위팔 사이의 위치와 움직임을 조절한다[33]. 어깨충돌증후군에

서는 위등세모근의 과활성과 앞톱니근의 기능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

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칭 치료 후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한 

것이 앞톱니근의 활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가동술군

에서는 대상자들 간의 변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안쪽돌림 운동범위는 두 군 모두에서 2주 후 운동범위가 증가

하였으며, 스트레칭군이 관절가동술군보다 더 증가하였다. 스트레칭으

로 인한 급성 신경 억제에 대한 연구들에서 스트레칭 후 즉각적인 근육

의 뻣뻣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34]. Laudner 등 [35]은 30초 3세트의 

슬리퍼스트레칭 후 수평모음과 안쪽돌림 운동범위의 증가를 확인하였

다. Cools 등[19]은 크로스바디스트레칭과 슬리퍼스트레칭을 동시에 

실시한 군과 관절가동술군 모두 3주 후 안쪽돌림 관절운동범위가 증가

하였고, 두 치료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으며, Nakamura와 Wata-

nabe [36]는 슬리퍼스트레칭을 포함한 복합스트레칭이 안쪽돌림 관절

운동범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Borstad와 Dashottar [22]는 슬리

퍼스트레칭이 가시아래근의 하부섬유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자세라

고 하였으며, 관절주머니와 인대와 같은 비수축성 결합 조직이 낮은 강

도의 지속적인 신장력으로 스트레칭 될 때 가소성 변형이 발생하고 조

직의 길이는 증가된다고 했다[32]. 관절가동술도 비수축성 조직이 반복

적인 부하에 노출됨으로써 그 조직의 운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된

다[37]. 안쪽돌림의 운동범위 증가는 감소된 운동성과 통증 때문에 뻣

뻣해지게 된 관절주머니가 신장되어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도 어깨후

방뻣뻣함을 가진 환자에서 어깨 안쪽돌림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의 사용에 대한 지지를 제공한다. 스트레칭이 

관절가동술보다 안쪽돌림 관절운동범위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인 것은 

스트레칭이 가시아래근과 관절주머니를 직접적으로 신장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 있다. 첫째, 어깨후방뻣뻣함이 있는 대

상자가 남성만 있고 여성은 없었으며, 전체 대상자가 수가 22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어깨 벌림 

동안 어깨뼈의 운동형상학적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어깨뼈의 움직임

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셋째, 치료 기간이 2주로 단기간의 치료효

과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삼각근과 가시위근의 근활성을 측정하지 못

하여 어깨 벌림 근육의 작용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충분한 대상자를 장기간 치료하여 관절의 움직임과 어깨근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어깨후방뻣뻣함을 가진 충돌증후군 환자에게 관절

가동술과 스트레칭을 각각 2주간 적용하여 위팔 어깨관절의 안쪽돌림 

운동범위와 어깨 벌림 동안 어깨 주위 근육의 근활성도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관절가동술군과 스트레칭군 모두 위등세모근, 중

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이 어깨 벌림 90°, 120°, 150°에서 감소하

였으며, 앞톱니근은 150°에서 스트레칭군에서만 근활성도가 증가하였

다. 어깨관절의 안쪽돌림 운동범위는 스트레칭군이 관절가동술군보다 

안쪽돌림 운동범위가 증가하였다.

임상에서 어깨후방뻣뻣함을 가진 충돌증후군 환자에게 어깨 주변의 

보조근육과 관절주변의 연부조직에 적용한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은 

어깨 벌림 시 어깨주변 근육의 보조적 작용을 감소시켜 주근육의 근활

성도 증가와 관절운동형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어깨관절의 안쪽

돌림 제한 시에는 스트레칭이 관절운동범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

킬 수 있는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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