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Article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2;40(1):12-21

pISSN 1226-3729 eISSN 2288-6028

https://doi.org/10.5763/kjsm.2022.40.1.12

흉추가동성 운동이 견봉하 충돌증후군 환자의 증상 개선 및
견갑골 위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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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s of the 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in patients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IS).
Methods: Twenty patients diagnosed with SIS were selected and randomized into the combination exercise (CE)
group (n=10) and shoulder exercise (SE) group (n=10). Both groups performed the same SE program for 12 weeks,
and CE group performed the 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s additionally.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s, visual
analogue scale (VAS), shoulder range of motion (ROM), thoracic spine mobility,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houlder Score (ASES) and Constant score, isokinetic strength, and scapula position were assessed.
Results: After 12 weeks of exercise intervention,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VAS, thoracic spine mobility,
ASES, isokinetic shoulder external rotation, and abduction strength in the CE group (p＜ 0.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groups in shoulder ROM, Constant score, isokinetic shoulder internal
rotation, and adduction strength. With scapular position, the internal rotation, anterior tilting, and protraction angl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in the CE group (p＜ 0.05).
Conclusion: The symptoms and scapular positions of patients with SIS showed more improvement when the 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s were performed in combination with shoulder exercises compared to shoulder exerci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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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외. 흉추가동성 운동이 견봉하 충돌증후군 환자에 미치는 영향

서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론

견봉하 충돌증후군(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은 견

연구방법

봉과 상완골두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며 견봉 아래의 연부 조직들
에 만성적인 압박과 충돌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상지
거상 시 견봉하 활액낭(subacromial bursa), 이두근 장두건(biceps

1. 연구대상 및 설계

long head tendon), 회전근개 건(rotator cuff tendon)이 견봉의

본 연구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의 임상연구심의

전하면에서 발생하는 압박에 의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No. PAIK 2016-

1

다 . 견관절의 움직임은 해부학적, 생체역학적으로 견갑골과 밀접

08-005).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하게 관련되며 견갑골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면 견관절의 기능과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

2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견갑골의 움직임은 흉추의 가동성

는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학적 검사(physical

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과도한 흉추 후만(thoracic kyphosis)은

examination)와 방사선학적 검사(radiologic examination)를 통

견갑골과 상완골의 관계를 변화시켜 견관절 복합체의 근력을

해 견봉하 충돌증후군을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 운동 중재가

약화시키고, 관절와상완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range of motion,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환자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없고,

3

ROM)를 제한하여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병리학적 원인이 된다 .

기타 견관절 병변에 대한 수술 병력이 없으며, 연구 종료 시까지

또한 부적절한 흉추 자세는 흉곽에 대한 견갑골의 전인, 내회전,

주사 및 도수치료(manipulation) 등의 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하방회전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위치 변화는 견봉을 전하방으로

정해진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의지를 가진 만 40–59세 사이의

향하게 하여 견봉하 공간(subacromial space)을 감소시켜 견관절

성인에서 선정하였다. 그 중 외상성 급성 손상에 의해 견관절

4,5

의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 . 이에 따라 최근 견봉하 충돌증후군

통증을 호소하거나 척추 질환으로 흉추가동성 운동 실시에 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흉추의 제한된 움직임을 증진하는 가동성

이 있는 사람, 척추를 수술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각한

6-8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논의되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골다공증이 있거나 연구 이전부터 이미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흉추의 가동성 증가가 견봉하 충돌증후군

사람은 선별을 통해 제외하고 최종 20명을 모집하였다. 외래

환자들의 견관절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 이후 운동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순서대로 대상자 번호를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중재에서 흉추가동성

부여하였고, 난수표를 사용해 무작위로 흉추가동성 운동과 견관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절 운동을 복합 실시하는 군(combination exercise [CE] group,

는 흉추가동성 운동을 견관절 운동과 복합 실시하였을 때 견봉하

n=10)과 단일 견관절 운동만 실시하는 군(shoulder exercise [SE]

충돌증후군 환자의 견관절 통증, ROM, 기능, 근력 회복 및 견갑골

group, n=10)으로 분류하였다. 최초 방문일을 연구 시작일로 설정

Fig. 1. 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program. (A) Bench thoracic extension. (B) Kneeling sphinx pose. (C) Foam roller
thoracic extension. (D, E) Thoracic cat-cow stretch. (F) Seated thoracic rotation. (G) Supine thoracic rotation. (H) Sidelying
thoracic rotation. (I) Quadruped thoracic rotation. (J) Half-kneeling thoracic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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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주간 주 2일은 센터에 방문하

0점(통증이 전혀 없음)에서 10점(가장 극심한 최악의 통증) 사이

여 지도감독 하에 운동을 실시하였고, 주 5일은 운동 프로그램

의 지점에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직접 표시하게

유인물을 제공하여 집에서 자가 운동을 병행하게 하였다. 최종적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17.

으로 12주 이후 연구 종료일에 사전과 동일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
여 해당 검사의 추시 결과를 분석하였다.

2) 견관절 관절 가동 범위(shoulder range of motion)
견관절의 ROM은 관절 각도계(goniometer)를 사용해 측정하였

2. 운동 프로그램

다. 환자가 등을 대고 바르게 누운 자세(supine position)에서

흉추가동성 운동 프로그램은 인체의 기능해부학적 움직임에

체간을 고정하고, 관절 각도계의 축을 관절의 해부학적 축에

대한 근거와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일치시켜 측정하였다. 전방 굴곡과 외전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3,9-13

구성하였다(Fig. 1)

. 슬관절과 고관절을 깊게 굴곡한 자세에서

는 골반이 후방으로 기울어지며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수동 신장
(passive stretch)되어 요추를 편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흉추 신전
13

시 요추의 보상적 과신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한 Keegan 의

측정하였으며, 내회전과 외회전은 견관절이 90° 외전된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3) 흉추가동성(thoracic spine mobility)

연구를 바탕으로, 흉추 신전 운동은 슬관절과 고관절을 최대한

흉추의 신전 가동성은 X-ray 이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요추

굴곡한 자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견관절 운동

와 골반의 보상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관절과 무릎을

프로그램은 충돌증후군 환자를 위한 근거 기반 재활 방법에 대해

90° 굴곡하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최대 신전 자세를 lateral

14

18

보고한 Ellenbecker와 Cools 의 연구와, 어깨 기능 회복을 위한

view로 촬영한 다음 ,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 picture

재활에서 견갑골 안정화를 강조한 Kibler 등15의 연구에서 검증된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m-view 5.4를 사용

운동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Table 1). 운동 시작 전
사전 교육과 시범을 통해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운동

해 3 – 4번 흉추의 척추 중심(vertebral centroids)을 가로지르는
선과 10–11번 흉추의 척추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을 서로 교차시켜

순서는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과

척추 중심각(vertebral centroid angle)을 측정하였다(Fig. 2)19. 흉

정리운동은 전신 체온 상승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카보넨

추의 회전 가동성은 신전 검사와 동일한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16

공식 으로 산출한 40% –60% 운동 강도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
범위에서 본 운동 전후에 10분씩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본 운동은 제한된 움직임의 회복을 위한 가동성
운동과 약화된 근육의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가동성 운동은 신장된 자세를 10초간 유지하여 10회씩 1세트
수행하였고, 근력 운동은 15회를 한 세트로 총 3세트씩 수행하였다.
3. 측정 항목 및 방법
1) 견관절 통증(shoulder pain)
견관절의 통증은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여 10 cm의 수평선 위에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Fig. 2. Measurement of thoracic spine extension mobility.
(A) Posture for measurement of thoracic spine extension
mobility. (B) Vertebral centroid angle (arrow).

Table 1. Exercise program
Period (wk)

Combination exercise group

1−3
4−6
7−9
10−12

Shoulder AAROM exercise
Shoulder AROM exercise＋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Periscapular muscles strengthening＋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Shoulder muscles strengthening＋thoracic spine mobility exercise

AAROM: active assisted range of motion, AROM: active range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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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exercise group
Shoulder AROM exercise
Periscapular muscles strengthening
Shoulder muscles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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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대고 내측으로 조이는 동작을 추가하여 체간 회전 시 고관절

coefficient [ICC])와 임상적으로 중요한 최소 차이(minimum

의 보상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팔은 가슴 앞에 X자로 교차시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DI])는 각각 ASES에서 ICC가

켜 반대쪽 어깨 위에 손을 놓은 다음 몸통을 좌우로 각각 회전하게

0.84 –0.96, MCDI가 10.4점, Constant score에서 ICC가 0.8 –0.87,
21,22
MCDI는 12 – 17점으로 나타났다 .

20

해서 측정하였다 . 관절 각도계를 1 –2번 흉추의 극돌기 사이에
0°로 고정하고 각각 좌우로 증상이 있는 어깨 쪽 방향과 증상이
없는 쪽 방향의 흉추 회전 각도를 측정하였다(Fig. 3).
4) 견관절 기능 점수(shoulder function score)

5) 견관절 등속성 근력(isokinetic muscle strength of
shoulder)
견관절의 등속성 근력 검사는 HUMAC NORM (CSMi, Stoughton,

견관절의 기능 평가는 일상생활의 불편감 정도 및 근력 상태,

MA, USA)을 사용하여 어깨의 외회전, 내회전, 외전, 내전 검사

견관절 가동범위, 통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American Shoulder

를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검사 설명과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에

and Elbow Surgeons Shoulder Score (ASES)와 Constant score를

측정하였다. 각 검사는 60°/초의 각속도로 4회씩 측정하였으며,

사용하였다. 두 설문지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환측의 최대 우력(peak torque)을 측정한 후 킬로그램당 뉴턴

검증되었으며, 재현성이 높고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미터(newton meters per kilogram) 단위의 체중당 최대 우력

거의 모든 어깨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

(peak torque per body weight)으로 정규화하여 군 내와 군

연구에서 확인된 두 설문지의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간의 전후 차이를 평가하였다 23.

Fig. 3. Measurement of thoracic
spine rotation mobility. (A) Posture for measurement of thoracic spine rotation mobility. (B)
Measuring angle in reference to
the line connecting both acromions (dotted line) using a goniometer (solid line).

Fig. 4. Scapular position analyzed by 3-dimensional wing computer tomography. (A) Upward rotation (UR). (B) Internal
rotation (IR). (C) Anterior tilting (AT). (D) Superior translation (ST). (E) Protractio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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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성 근력의 시기에 따른 변화와 군 간 차이의 상호작용을

6) 견갑골 위치(scapular position)

평가하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24

견갑골의 위치는 Park 등 의 선행연구에서 높은 평가자 간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신뢰도가 검증된 3차원 견갑골 전산화단층촬영(3-dimensional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군별 운동 전후의 차이와 시기별 군

wing computer tomography, 3D wing CT)을 통한 견갑골 위치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운동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촬영은 저방사선량으로 설정

전후 견갑골 위치 변화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CE군 내에서

된 64-slice 다중검출기 전산화단층촬영(multidetector computer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결과

tomography) 스캐너(Aquilion Model TSX-101A; Toshiba Medical

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Systems Corp., Otawara, Japan)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환자를
앙와위(supine position)로 눕게 하여 양측 팔을 가지런히 몸통

결

과

옆에 놓은 상태에서 촬영한 3D wing CT 이미지를 PACS m-view
5.4를 사용해 견갑골의 상방회전(upward rotation), 내회전(internal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rotation), 전방경사(anterior tilting), 상방전위(superior translation),
전인(protraction) 각도를 측정하였다(Fig. 4).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20명을 CE군(n=10)과 SE군(n=10)으
로 각각 무작위 분류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4. 자료 처리

체질량지수,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은 IBM SPSS version 22.0

특성에서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2. 견관절 통증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과

치(mean,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견관절 통증, ROM, 기능,

견관절 통증의 운동 전·후 변화와 군 간의 차이에는 유의한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E group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두 군 모두
SE group

p-value

No. of patients
10
10
Age (yr)
49.50±4.86 48.60±6.55
Sex (male:female)
5:5
6:4
Height (cm)
168.80±7.77 165.50±9.17
Weight (kg)
61.31±8.55 65.09±7.45
BMI (kg/m2)
21.49±2.52 23.82±2.67
SMM (kg)
25.27±5.24 27.90±6.68
%BF (%)
24.90±7.20 23.25±10.70

0.731
0.653
0.397
0.306
0.060
0.340
0.69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standard
deviation.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BF:
percent body fat, BMI: body mass index, SMM: skeletal
muscle mass.

12주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0.05), 군 간 비교에서 CE군(–67.14%)이 SE군(–54.07%)보다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p＜0.05) (Table 3).
3. 견관절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
의 효과
견관절 ROM에서 운동 전후 내회전, 외회전, 굴곡, 외전 각도의
변화와 군 간의 차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두 군 모두 12주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내회전, 외회전,
굴곡, 외전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군 간 비교에
서는 외회전과 굴곡에서만 CE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Table 3. Shoulder pain
Group
CE
SE

VAS score
Preexercise

Postexercise

Δ%

7.79±0.62
7.62±0.69

2.56±0.54†
3.50±0.88

−67.14
−54.07

Source

F-value

p-value

Group×time
Time
Group

5.111
362.632
4.104

0.036*
0.001*
0.05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VAS: visual analogue scale,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Δ%=[(postexercise–preexercise)/preexercise]×100.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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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houlder range of motion
Variable

Group

Preexercise

Postexercise

Δ%

Source

F-value

p-value

Internal rotation (°)

CE
SE

42.50±5.40
47.00±8.56

61.50±4.12
63.50±5.80

44.71
35.11

External rotation (°)

CE
SE

50.00±8.82
49.40±7.49

82.50±8.90†
73.50±4.74

65.00
48.79

Flexion (°)

CE
SE

145.50±9.26
142.00±11.60

176.50±4.12†
169.00±5.16

21.31
19.01

Abduction (°)

CE
SE

141.00±25.91
144.50±10.92

173.00±4.22
174.50±7.98

22.70
20.76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0.435
87.754
2.600
3.926
178.262
3.164
0.686
144.171
4.109
0.049
47.327
0.268

0.518
0.001*
0.124
0.063
0.001*
0.092
0.418
0.001*
0.058
0.827
0.001*
0.6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Δ%=[(postexercise–preexercise)/preexercise]×100.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 group.

Table 5. Thoracic spine mobility
Variable

Group

Preexercise

Postexercise

Δ%

Source

F-value

p-value

Extension (°)

CE
SE

17.94±0.93
17.11±0.83

13.16±1.03†
17.04±0.82

−26.64
−0.41

SD rotation (°)

CE
SE

34.82±4.83
36.52±1.46

41.48±5.57†
36.45±1.31

19.13
−0.19

NSD rotation (°)

CE
SE

43.09±2.60
42.24±3.48

44.16±2.59†
42.45±3.63

2.48
0.50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159.764
169.403
17.834
42.022
40.292
1.048
13.725
30.403
0.851

0.001*
0.001*
0.001*
0.001*
0.001*
0.319*
0.002*
0.001*
0.3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SD; symptomatic direction, NSD: non-symptomatic direction.
Δ%=[(postexercise–preexercise)/preexercise]×100.
†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 group.

(p＜0.05), 내회전과 외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흉추가동성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과

score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군
모두 12주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ASES와 Constant score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군 간 비교에서 ASES는 CE군

흉추가동성에서 운동 전후 흉추 신전 및 증상 측, 비증상 측

(52.03%)이 SE군(35.02%)보다 더 많은 증가를 보인 반면

회전 각도의 변화와 군 간의 차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p＜0.05), Constant score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나타났다(p＜0.05). CE군에서만 12주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흉추 신전 및 증상 측, 비증상 측 회전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p＜0.05), 군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5).
5. 견관절 기능 점수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과

6. 견관절 등속성 근력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과
견관절 등속성 근력에서 운동 전후 외회전, 외전 근력의 변화와
군 간의 차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p＜0.05),
내회전, 내전 근력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견관절 기능 점수에서 운동 전후 ASES의 변화와 군 간의

다. 두 군 모두 12주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외회전, 내회전,

차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p＜0.05), Constant

외전, 내전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군 간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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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회전, 외전 근력은 CE군(103.43%, 64.85%)이 SE군(50.13%,

7. 견갑골 위치 변화에 대한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

20.86%)보다 더 큰 증가를 보인 반면(p＜0.05), 내회전, 내전

과

근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CE군 내에서 운동 전후 견갑골 위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견갑골
Table 6. Shoulder function score
Variable

Group

Preexercise

Postexercise

ASES

CE
SE

61.70±8.03
63.40±4.67

93.80±1.55
85.60±3.20

Constant score

CE
SE

52.80±4.13
53.10±10.71

87.90±4.56
82.80±3.94

†

Δ%

Source

F-value

p-value

52.03
35.02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10.299
309.824
4.113
1.898
273.256
1.262

0.005*
0.001*
0.058
0.185
0.001*
0.276

66.48
55.9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ASES: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core,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Δ%=[(postexercise–preexercise)/preexercise]×100.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 group.
Table 7. Isokinetic muscle strength of shoulder
Variable

Group

Preexercise

Postexercise
†

Δ%

Source

F-value

p-value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Group×time
Time
Group

18.410
129.689
47.245
0.002
326.081
0.644
91.300
378.642
10.490
0.001
80.790
0.278

0.001*
0.001*
0.001*
0.964
0.001*
0.433
0.001*
0.001*
0.005*
0.974
0.001*
0.604

External rotation (Nm)

CE
SE

12.26±2.44
11.45±1.12

24.94±3.52
17.19±1.12

103.43
50.13

Internal rotation (Nm)

CE
SE

21.70±2.59
22.60±3.06

31.59±2.04
32.54±3.51

45.58
43.98

Abduction (Nm)

CE
SE

21.82±1.50
23.15±2.74

35.97±2.74†
27.98±2.93

64.85
20.86

Adduction (Nm)

CE
SE

52.91±5.62
53.73±4.61

67.90±4.72
68.83±6.00

28.33
28.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CE: combination exercise, SE: shoulder exercise.
Δ%=[(postexercise–preexercise)/preexercise]×100.
†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E group.
Table 8. Scapular position in the combination exercise group
Variable
Upward rotation (°)
Internal rotation (°)
Anterior tilting (°)
Superior translation (°)
Protraction (°)
SD: standard deviation.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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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eexercise
Postexercise
Preexercise
Postexercise
Preexercise
Postexercise
Preexercise
Postexercise
Preexercise
Postexercise

Mean±SD
111.22±5.69
111.96±4.16
53.24±3.14
44.39±2.16
8.99±2.13
2.38±0.53
91.45±1.63
91.38±1.59
105.98±2.29
94.85±2.42

t

p-value

−0.724

0.488

9.293

0.001*

11.823

0.001*

1.023

0.333

13.77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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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방회전과 상방전위 각도는 사전·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군 간의 차이에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Strunce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견갑골의 내회전, 전방경사, 전인 각도는

등 이 선행연구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흉추에

12주 후의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대한 도수치료 중재가 흉추가동성 증가와 함께 견관절 통증을

(Table 8).

개선시켰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28

능동적인 흉추가동성 운동 또한 치료사에 의한 수동적인 도수치

고

료와 마찬가지로 흉추의 가동성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찰

된다.
견관절의 통증과 경직, 약화는 견봉하 충돌증후군 환자들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견관절 기능 점수는 두 군 모두 12주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며 수면 장애 및 활동 감소

ASES와 Constant score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운동 전후 변화

25

를 초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 여러 요인들 중 흉추의

와 군 간의 차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ASES에서만 나타났

제한된 가동성은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을 부적절하게 만들어

다. 이는 통증에 대한 배점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ASES와

26,27

충돌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 흉추의 가동성

비교했을 때 Constant score는 통증에 대한 배점 비율은 15%인

증가가 충돌증후군 환자들의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유의한

반면 견관절 ROM과 관련된 배점 비율이 40%로 높기 때문에

6-8

21,22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견관절 ROM에 대한 결과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대부분 견관절에 대한 치료적 운동과 병행하여 흉추의 가동성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ASES에서 CE군에 더

증가를 위한 중재로서 도수치료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추가적인 흉추가동성 운동으로 흉추의

흉추가동성 운동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가동성이 증가하면서 견갑골과 상완골 간의 동적인 움직임이

연구에서는 12주간 견관절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한

개선되어 통증, 근력, 삶의 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일상생활활동

흉추가동성 운동이 견봉하 충돌증후군 환자의 견관절 통증, ROM,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능, 등속성 근력 회복 및 견갑골 위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견관절 등속성 근력은 두 군 모두 12주 후에 운동 전보다
외회전, 내회전, 외전, 내전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운동

VAS는 일상생활 활동 및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느끼는 주관적

전후 변화와 군 간의 차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외회전,

인 통증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통증 변화를 간단하

외전의 최대 우력에서만 나타났다. CE군에서 12주 후에 외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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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이다 . 견관절 통증에서는 두 군

외전 등속성 근력이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McCreesh 등29이

모두 12주 후에 VAS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CE군에서

흉추의 후만으로 유발된 견갑골의 부적절한 위치로 견봉하 공간

더 많은 통증 감소를 보이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좁아져 견관절의 외전과 외회전에 관여하는 극상근의 건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흉추 도수치료 후 충돌증후군 환자들의 견관

압력과 충돌을 유발하고 견관절 통증을 동반한 근력 약화로 이어

절 통증 및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

진다고 보고한 바로 보았을 때, 흉추가동성 운동을 실시한 군에서

28

와 유사하며 , 흉추가동성 운동 또한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는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이 개선되어 회전근개 건에 가해지던

견관절 통증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압력과 충돌이 감소하면서 외회전, 외전 등속성 근력에서 더

견관절의 ROM는 두 군 모두 내회전, 외회전, 굴곡, 외전이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2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운동 전후 변화와 군 간의

견갑골 위치는 CE군 내에서 흉추가동성 운동 전후 시기 간의

차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변화를 비교하였다. 12주 후에 견갑골의 상방회전, 상방전위 각도

는 견갑골 움직임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견관절의 생체역학적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회전, 전방경사,

능동 움직임(biomechanical active movement)에는 흉추의 신전

전인 각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8,27

가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 안정 시 자세(resting posture)

견갑골의 내회전, 전방경사, 전인에서만 유의한 위치 변화가

에서 일어나는 견관절의 고립된 움직임(isolated movement)에는

나타난 이유는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상방전위가 흉추의 정렬과

직접적인 견관절 ROM 운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가동성보다는 견갑골 자체 움직임에 관여하는 견갑골 상방회전근

것으로 생각된다.

(upward rotator muscles)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
30

흉추가동성은 CE군에서만 12주 후에 흉추 신전 및 증상 측,

다 . 따라서 견봉하 충돌증후군 환자의 재활 운동 프로그램 계획

비증상 측 회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운동 전·후 변화와

시 견갑골의 하방회전, 상방전위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견갑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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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방회전근인 상부·하부 승모근(upper and lower trapez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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