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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어깨 회전근개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 경과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꾸
준히 참가한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개월 시점에서 1차 실험, 4개월 시점에서 2차 실험하여 비교하였다. 통계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관절의 가동범위는 신전동작과 외전동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체지방량과 체질량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값의 비교에서 재활운동이 긴 4개월 시점에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근전도(EMG) 연구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에 각각의 근육 활성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aimed to analyse scientific according to passage of rehabilitation training program of rotator cuff repair. All
patients repaired right shoulder to surgery. They attended rehabilitation training program. Experiment got a surgical operation
after 2months and 4months. Statistic used paired t-test. Range of motion at flexion and abduction were significant difference. Fat
mass and BMI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Muscle(deltoid, trapezius, Latissimus dorsi, Pectoralis major) activation increased long
term p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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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약해진 근육을 정상적인 근육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본인 스스로 무리가 가지 않게

관절이란 두 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말

반복적인 재활운동이 필요하다. 재활운동은 장애를

하며 관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개골과 같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있는가 하면 골반이

지능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하려

나 등뼈와 같이 약간만 움직이는 것도 있다. 또한,

는 노력으로 수행하는 모든 치료를 말하며, 장애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동관절이 있는데 예를들면,

없더라고 통증이나 일시적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무릎, 손가락, 손목관절, 고관절 등이 해당된다

환자가 영위하는 삶운동 치료 및 작업 치료는 반복

(Wynn & Lawrence, 2001). 관절은 관절낭, 활막,

하여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Toby, et

활액, 연골, 인대, 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관

al, 2007). 재활 치료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일상

절은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로 상완골,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재활 치료의

견갑골 그리고 쇄골의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이자 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장

각각의 뼈들이 만나서 구상관절(ball & socket joint)

애나 통증을 만든 원인에 따라 경과가 다양하여 일

을 이루고 있다. 관절와 상완관절에서 대부분의 관

률적으로 재활 치료의 경과를 얘기할 수 없다. 일

절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관절이 일반적으로

부 환자는 수일 내에 원하는 재활 치료의 목표를

어깨관절이라 불린다. 어깨관절을 이루는 상완골과

달성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장기간의 재활 치료

관절와의 접촉면은 연골이 덮고 있으며 관절와에는

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재활운동은 단순한 근력강

관절 순이라는 연부조직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

화 운동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운동(therapeutic

으며 이 관절순과 관절낭 인대들이 서로 연결되어

exercise)으로, 치료적 운동을 통해 부종과 통증을

어깨관절을 싸고 있어서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유

줄여주고, 손상된 근신경계를 복구시키고, 평형감각

지한다. 그 바깥으로 팔을 회전시키는 4개의 근육

을 회복하고, 생체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관절의 가

즉 극하근, 극상근, 소원근 그리고 견갑하근과 각각

동범위를 넓히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근

의 건(tendon)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구조를 일

력을 향상시킨다(Griffith, 1986). 많은 연구자들은

반적으로 회전근개(rotator cuff)라고 부른다(Toby,

어깨회전근개 수술 후 재활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et al, 2007). 이 회전근개가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

위하여 연구하였다.

되거나 파열된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Essman, Bell, & Askew(1991)은 회전근개 파열정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미세 종말 섬유가 파열되

도에 따라 수술 후 재활훈련을 다르게 해야 한다

고 점차적으로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되는 데는 여

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러 가지 요인이 있다. 파열의 내적 원인은 건내의

Ellman, Hanker, & Bayer(1986)은 같은 의사로부터

퇴행성 변화, 손상 시 치유 능력의 불량, 혈류의 저

수술을 받았으나 재활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재활운

하, 반복적 외상 등이 있고, 외적 원인은 주위의 오

동을 한 경우의 차이를 연구하여 재활훈련프로그램

구견봉 궁에 의한 기계적인 압박 등이 있다. 기계

구성의 중요성을 밝혔다. Harryman et al. (1991)은

적인 압박으로는 공을 던지는 일, 머리위로 손을

남녀 수술자를 대상으로 재활훈련 전·후를 구분하

올리고 오래 동안 작업하는 경우, 그리고 심하게

여 어깨의 최대외전근력을 통하여 재활훈련의 중요

어깨를 충돌하는 경우 등이 대체적으로 압박을 심

성을

하게 가하는 경우다(William, 2003). 이러한 회전근

Harry(2003)은 회전근개 수술 후 재활훈련의 결과를

개의 파열환자의 수술 후 재활운동은 수술이 아무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꾸준히 재활훈련에 참가하

리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활운동을 게을리 하면

였지만 어깨의 불편함으로 약10%의 수술자들은 직
업을

밝혔다.

Daniel,

바꾸었다는

Jacques,

결과를

Laurent,

발표하였다.

&

Gal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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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gs, Cameron, & Iannotti(2001)은 노인들의 연령

하였다. 체지방변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을 달리하여 비교 연구하였는데 나이가 좀 많아도

BMI)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충분이 휴식을 취

재활훈련에 꾸준히 참가한 사람의 관절 가동범위

한 후 생체전기저항분석기(Inbody 3.0, Korea)를 사

좋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Harryman et, al. (1991)의

용하여

연구에서 재활훈련기간의 기간의 중요성을 밝혔는

EMG(Telemyo 2400GT 4chanel, Noraxon)를 사용하

데 재활훈련 참가후 3개월이 지나면서 관절의 가동

여 측정하였다.

범위와 회전근개의 근력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으
며 많은 수술자들은 약10개월까지 꾸준히 재활훈련
에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Jin(2013)은 전방십자인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근활성화

측정은

3. 실험절차 및 자료처리

수술자를 대상으로 재활훈련 기간의 차이를 달리하

재활운동에 꾸준히 참가한 대상자를 통하여 2개

여 연구하였는데 꾸준히 6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은

월 시점에서 1차연구, 4개월 시점에서 2차연구하여

거의 수술 전의 정상적인 생활은 한다고 밝혔다.

비교하였다. Jin(2013)의 연구에서 보면 재활운동

본 연구는 위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어깨회전근개

초기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염증과 통

수술 후 꾸준한 재활훈련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을 조절하는 단계이고, 약 6-8주에는 근육들의

재활운동 기간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재활훈련

유연성을 길러주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단계로서 관

기간의 차이에 따른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연구

절가동범위를 회복하는 1단계라고 하였고, 2단계는

를 통하여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거의 정상적인 관절의 가동범위가 만들어지는 단
계로 근력운동을 통해 기존 근력이 줄어들지 않도

II. 연구방법

록 예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되면 동적인 형태의
근력운동을 하여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 시키는 단
계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위의 연구를

1. 연구대상

참조하여 2개월 지난 시점과, 4개월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 2차 실험하였다. 관절의 가동범위는

D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운동을 하는 남자 대상

해부학적자세로부터 수기로 고니오메터를 사용하여

자 6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어깨관절의 신전, 굴곡, 내전, 외전, 수평신전, 수평

<표 1>과 같다. 모두 오른쪽 어깨수술자였다. 재활훈

굴곡 6개의 변인을 알아보았다. 근활성화의 변화는

련 참가 2개월시점, 4개월 시점에서 실험하였다.

어깨관절을

거상시키는데

관여하는

승모근

(trapezius,TP)과 하강, 내전, 신전에 관여하는 광배
표 1.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Min

근(latissimus dorsi, LD), 외전에 관여하는 삼각근
Max

M±SD

(deltoid, DT) 그리고 팔의 내·회전에 관여하는 대

Age(year)

48

67

58±9.53

흉근(pectoralis major, PM) 4개의 근활성도를 측정

Weight(kg)

62

84

74±8.71

하였다. 영가설(null hypotheses)은 “변인들 모두 차

Height(cm)

166

179

173±6.24

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5.o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이용

2. 실험장비

하여 비교검증 하였다.

운동학적분석으로는 어깨관절의 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

측정하는

4. 재활운동 프로그램

고니오메터기

(goniometer)를 사용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

본 연구에 적용된 재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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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력강화운동(등척성운동,

isometric

없었다(t=1.382).

contraction): 앞으로 밀기-->뒤로밀기-->바깥쪽으로
돌리기-->안쪽으로 돌리기-->바쪽으로 밀기-->안쪽
으로 밀기(팔을 벽에 대고, 5-10초간 힘을 주며,10

표 2. 관절의 가동범위
Variable
2month

4month

°

단위:( )
t-value

Adduction

32.56±3.35

34.32±2.82

0.614

Abduction

147.83±12.85

158.80±15.31

-3.236*

뒤로 당기기-->바깥쪽으로 돌리기-->안쪽으로 돌리

Flexion

164.71±9.76

177.45±5.34

-4.745*

기-->바깥쪽으로 밀기(5-10초간 힘을 주며, 10회반

Extension

55.24±4.65

57.64±3.32

1.435

Internal
rotation

72.44±3.61

73.12±6.39

0.194

External
rotation

62.74±5.27

68.38±4.26

1.382

회반복, 1일에 3회, 1주일에 3일 실시함)
둘째, 고무밴드(쎄라밴드)운동: 앞으로 당기기-->

복, 1일에 3회, 1주일에 3일 실시함)
셋째, 아령운동---자신의 조건에 맞는 무게의 아
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림-->팔을 안쪽으로 회전
시킴-->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킴(다리를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들어올린다. 어깨높이
까지 들고 5-10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림, 10

p<.05

2. 체지방량과 체질량지수

회 반복, 1일에 3회, 1주일에 3일 실시함)
<표 3>, <그림 1>은 체지방량의 변화와 체질량지

III. 연구결과
1. 관절의 가동범위

수를 나타내었다. 체지방량은 신체의 구성요소 중
신체의 총지방량으로 재활운동 2개월 시점에
16.34±2.31kg 4개월 시점에 15.45±1.78kg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73).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체질량지

어깨관절의 가동범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수는 2개월 시점에서 21.22±3.60kg/m², 4개월 시점

이 수술 후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에서 20.42±2.12kg/m²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몸 중심쪽으로 가

이는 없었다(t=0.984).

까워지는 내전동작의 가동범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의 비교에서는 재활운동 2개월

표 3. 체지방의 변화

시점 보다 4개월 시점에서 약간 크게 나타났다

Variable

2month

4month

t-value

(32.56±3.35°, 34.32±2.82°, t=0.614). 외전동작에서 관

Fat mass(kg)

16.34±2.31

15.45±1.78

0.473

절의 가동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147.83±

BMI(kg/m²)

21.22±3.60

20.42±2.12

0.984

12.85°, 158.80±15.31°, t=-3.236). 굴곡동작의 관절가
동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164.71±9.76°,
177.45±5.34°, t=-4.745), 신전동작에서는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의 비교에서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 값을 크게 나타내었다(55.24±4.65°,
57.64±3.32°, t=1.435). 내회전의 가동범위는 2개월지
난 시점 보다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크게 나타났다
(72.44±3.61°, 73.12±6.39°, t=0.194). 외회전의 가동범
위는 2개월 시점62.74±5.27° 4개월시점 68.38±4.26°
으로 평균의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그림 1. 체지방량과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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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활성도 비교

차이는 없었다.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에 활성도

<표 4>, <그림 2> 그리고 <그림 3>에서는 재활훈

(41.54±2.41%MVC, 43.21±4.92%MVC, t=1.453). 대

련 기간에 따른 굴곡동작과 신전동작의 근활성도

흉근은 굴곡동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결과를 나타내었다. 근활성도의 차이는 굴곡동작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의 비교에서 큰 차이는 없었

100% 이루어지는 시점과 신전동작 100% 이루어지

다. 광배근은 굴곡동작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는 시점에서 알아보았다.

며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에 근활성도가 큰 것

가

크게

나타나는

표 4. 굴곡과 신전동작시 근활성도 비교
Flexion(100%)

것을

볼

수

있었다

Extension(100%)

2month

4month

t-value

2month

4month

t-value

DT(%MVC)

41.54±2.41

43.21±4.92

1.453

10.28±3.62

11.50±3.78

1.649

PM(%MVC)

10.12±3.52

10.50±2.65

0.154

8.45±1.69

9.45±2.47

0.472

LD(%MVC)

9.32±5.55

11.27±1.93

1.867

72.51±9.6

75.21±10.08

1.528

TP(%MVC)

40.36±6.78

44.21±5.81

2.185

6.47±2.65

7.48±2.34

0.756

으로 나타났다(9.32±5.55%MVC, 11.27±1.93%MVC,
t=1.867). 승모근은 굴곡동작시에 주동근으로 쓰이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값은 차이를 보였다(40.36±6.78%MVC, 44.21±
5.81%MVC, t=2.185). 신전동작시에 삼각근, 대흉근
그리고 승모근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재활운
동 2개월 시점 보다 4개월 시점에서 평균값이 크
그림 2. 신전동작시 근활성도 비교

게 나타났다. 광배근은 신전동작시에 큰 값을 보이
며 신전동작의 주동근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에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72.51±9.6%MVC, 75.21±10.08%MVC, t=1.528).

IV. 논의
그림 3. 굴곡동작시 근활성도 비교

Roodman(1989)은 어깨관절 부상은 두통 그리고
목관절질환 다음으로 많은 질병이라고 하였다.

굴곡동작을 하는 동안 삼각근은 다른 근육들 보

Morrison, Frogameni, & Woodworth(1997)은 어깨관

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절 수술 후 70-90%의 환자들은 재활훈련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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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어깨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어깨 수술환자의 비교연구에서 양쪽수술환자가 한

위의 문헌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어깨회전근개

쪽수술환자 보다 체질량지수가 크게 나타났다고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 기간의 중요성을

보고 하였다. Escobedo, Hunter, Hollister, et, al.

알아보기 위하여 재활운동 참가시점 2개월 시점에

(1997)은 어깨를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대상

1차 실험, 4개월 시점에 2차 실험하여 얻은 결과이

으로 일정기간 재활에 참가하게 하여 일부분 움직

다. Jin(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간을 참조하여

일 수 있게 된 환자들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하여

선택하였다. 관절의 가동범위는 재활운동의 중요성

본 결과 약 75%의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였다는 결

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변인이다고 하였다

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Michael et, al. (2011)

(Lisa, 2004). Jin(2013)은 전방십자인대 수술환자의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재활운동 2개월 시점

재활훈련기간 차이에 따른 연구에서 하지관절의

보다 4개월 시점에서 체질량지수가 낮게 나온 것

가동범위는 재활운동 6개월시점에 약 80%의 가동

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꾸준하게 재활운동에 참

범위가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Lisa(2004)는 어깨

여한 결과 체지방의 변화도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

충돌증후군으로 생긴 환자를 중심으로 수술 후 재

주는 좋은 결과로 생각된다.

활훈련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에서 2달 동안 재활

EMG는 근육에서 부터 나오는 힘을 측정하기 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60%의 관절가동범위의 향

해서 사용하는 장비이다. 또 근육의 활성 시간, 어

상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절의

떤 근육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로

가동범위는 4개월 재활운동 참가 시점에는 정상적

한지 등을 알아 볼 때 사용한다(Houck et al, 2006).

인 어깨의 약80% 정도에 가깝게 향상되어 다른 연

먼저, 뇌에서 운동 신경을 통해 근육을 움직이라고

구자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전과 굴곡

전기신호를 준다. 근섬유 하나하나가 수축하게 되

동작에서 재활운동 참가 2개월 시점 보다 4개월

고 많은 근섬유가 움직이게 되면 전기 신호도 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게 나타난다. 당연히 큰 힘을 내게 되면 전기신호

이것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볼 때 외전과 굴곡동

도 커지게 된다. EMG는 이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작을 많이 강조한 결과로 생각된다.

것이고 수백 uV~mV 까지 신호가 측정된다.

체질량지수는 성인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MVC(Maximum Voluntary contraction)라는 단위를

지방의 양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체지방률 및 건강

사용하는데 이는 근육이 자의적으로 낼 수 있는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Michael,

최대한의 수축을 말한다(John, 1985). Jin(2013)은 전

et, al, 2011). 신체질량지수는 체지방과 상호 연관

방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운동 경과에 따른 연구에

되어 있다. 지방과 체질량지수의 관계는 나이와 성

서 재활운동 기간이 긴 경우 대퇴사두근과 햄스트

별에

&

링의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Sledge(1987)은 같은 체질량지수를 가졌더라도 여자

(Witte, et, al., 2013). 어깨회전근개 수술자와 정상

가 남자 보다 더 체지방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인 콘트롤그룹의 휴식기 동안 EMG 비교에서 광배

평균적으로 같은 체질량지수라도 나이 많은 사람

근, 대흉근 그리고 승모근의 활성도는 수술환자가

이 젊은 성인 보다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질 수 있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고 하였다. Michael et, al. (2011)은 어깨회전근개

외전하는 동안의 비교에서는 정상인 콘트롤그룹의

수술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및 형태학적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연구에서 체질량지수 평균 24.6kg/m²(16-41kg/m²)되

는 휴식기 동안에도 수술자의 근육은 미세하게 움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활훈련을 시킨 결

직임을 나타내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과 체질량지수도 24.2kg/m²으로 낮추어 졌다는 연

하였고, 실제 동작에서는 정상인의 근육 보다 활성

구를 하였다. 그는 또한 양쪽 어깨수술환자와 한쪽

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올바른 재활운동의 중요성

따라

다르다.

Bayley,

Coc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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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Duangjai,

Ian,

Mark,

&

리라고 생각 된다.

Karen(2011)은 정상적인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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