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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Overhead throwing athlete’s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 and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PST) could increase the risk of shoulder injuries. Sleeper stretching and cross-body 
stretching has shown the effect of improved PST and increased internal rotation in overhead throwing 
athle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how to apply those stretching techniques in evidence-based 
method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stretching on throwing athletes.

METHODS We searched total 1650 research with keywords related. Then we selected 60 research which 
applied randomized control trials (RCTs). We then reviewed and selected 9 research out of 18 research to 
review the stretching techniques 

RESULTS Sleeper stretching and cross-body stretching techniques were applied for 30 seconds with 3 to 
5 repetitions showing positive results. Additionally, applying scapular stabilization and joint mobilization 
with those stretching techniques showed more improved effects.

CONCLUSIONS To prevent and treat GIRD and PST, sleeper stretching and cross-body stretching are 
recommended on throwing athletes with scapular stabilization and joint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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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깨안쪽돌림결핍(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과 어깨후방구축(Posterior Shoulder 

Tightness; PST)은 야구, 테니스, 핸드볼, 저항 운동과 

같은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발생되는 어깨 손

상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4]. Burkhart 등[2]

은 비 주축 어깨와 비교하여 주축에서의 제한된 어깨 안

쪽 돌림을 GIRD로 처음 용어를 정립하였다. 이후 다양

한 연구들을 통해서 GIRD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특성

과 GIRD가 어깨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되었

다[5,6]. GIRD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특성으로는 위팔

뼈 후경[4], 어깨 후방의 돌림근개 근육의 단축[6,7], 

어깨 후방 관절 주머니 구축[8]이 제시되었다. 또한, 어

깨 벌림 90°, 팔꿈치 굽힘 90° 에서 측정된 GIRD의 주

된 원인으로는 후방 관절 주머니의 구축을 보고하였다

[4,6-8]. 어깨 후방 구축 또한 감소된 어깨 안쪽 돌림

을 유발하며 어깨 손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9]. 이것은 어깨 관절의 변화된 운동학을 야기

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있으며, 감소된 안쪽 돌림 및 수

평 모음, 굽힘, 증가된 바깥 돌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나아가 이와 같은 위팔위목관절의 신체

적 특성은 어깨충돌증후군[10], 어깨관절와순파열[11], 

봉우리밑충돌증후군[12], 어깨 전방 자세[5], 돌림근

개 근력 결함[13]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5,10-13]. 이러한 주된 어깨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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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중재 방법이 제시되어 오고 있

다. 어깨 안쪽 돌림 결핍과 어깨 후방 구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슬리퍼 스트레칭(Sleeper stretching) 및 몸

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Cross-body stretching)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효과가 증명

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대상자, 스트레칭 적용 

방법, 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

의 목적은 슬리퍼 스트레칭 및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

트레칭 운동<Figure 1>이 어깨 안쪽 돌림 결핍과 어깨 

후방 구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내 체계적 고찰을 통한 과학적 근거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Figure 1. Cross body stretching for GIRD and PST (a) and sleeper stretching 
for GIRD and PST (b)

연구방법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선정 기준

본  연 구 를  위 한  연 구 방 법 은  P L I S M A 

guideline(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statement guidelines)

의 체계적 고찰 연구 방법을 수정 변경하여 실시하였

다[14].

연구의 포함기준

선행 연구의 선정을 위하여 2006년 ~ 2016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수행된 연구들로 검색을 제한하였으며 

실험 대조군(case-control) 연구를 포함하여 무작위대

조군 연구(Randomised Controlled Trials: RCTs)를 

포함시켰다. 언어는 영어로 제한하였고 제외 기준으로

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초록만 검색된 연구는 

제외시켰다.

데이터 베이스 검색

본 체계적 고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색에 사

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Patient: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shoulder and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or loss

Intervention: shoulder stretching, sleeper 

stretching, angular stretching, cross-body 

stretching

Comparison: overhead sports activity, control

Outcome: shoulder range of motion, shoulder 

flexibility

 데이터 검색을 위하여 PUBMED, EMBASE의 국외 

학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 연구

의 참고 문헌을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선택

총 검색된 1650건 중 1차적으로 제목에 관련 연구 

주제가 포함된 것을 선택하여 60개의 논문을 선정하였

다. 60편의 논문 중 초록과 주제를 선별하여 총 18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전체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최종적으로 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데이터 추출

선정된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특성들이 수

집되었다. 모든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과 참가자 수, 스

트레칭 중재 프로그램의 빈도, 반복, 기간과 측정 방법, 

최종 연구 결과를 추출하였다 

결과

슬리퍼 및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이 어깨 안

쪽 돌림 결핍과 후방 구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

적인 고찰을 위해 선정한 9개의 논문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피험자 선정

총 9편의 연구 중 8편은 상지를 주로 사용하는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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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스포츠 참가자로 선정하여 그 중 어깨 안쪽 돌림 결

핍이 존재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일하게 Guney 등[15]의 연구만 주축 어깨의 내회전 

가동범위가 비 주축 어깨와 비교하여 18°미만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2편의 연구는 투구 

동작의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17,20]. 그 외 나

머지 7편의 연구는 배구, 야구,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

턴 등이 포함된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15,16,18,19,21-23].

스트레칭 중재 프로그램

총 9편의 선행 연구 중 독립적인 스트레칭 중재만 실

시한 연구는 6편이었으며[15-20] 나머지 2편은 스트

레칭과 관절 가동화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21,22]. 어깨 안쪽 돌림 결핍과 어깨 후방 구축을 해결

하기 위한 스트레칭 종류는 기본적으로 슬리퍼 스트레칭

과 몸통 가로지르는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이 수

행 되었으며 공통적으로 1세트의 구성은 30초간 유지하

는 것을 3~5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Cools 등[21]의연

구에서는 스트레칭의 반복을 제시하지 않고 15분간 스

트레칭과 휴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스트레칭 중재 기간

스트레칭 중재 기간은 Guney 등[15]의 연구에서는 

1주간, Cools 등[21]의 연구에서는 3주간 중재 후 어떠

한 처치 없이 3주 후 재측정이 실시되었다. 이외 4편의 

연구는 4주간 실시되었으며[16,19,20,22] Maenhout 

등[18]의 연구에서는 최장 4주간 중재 실시 후 어떠

한 치료 없이 4주 후에 재 측정이 실시되었다. 또한 

Laudner 등[17]과 Salamh 등[23]의 연구는 1회 스트

레칭의 급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절가동범위 측정 자세 및 장치

GIRD와 PST를 검사하기 위해 어깨 관절 가동범위 

검사가 수행되었다. GIRD를 위해서는 총 9편의 선행 연

구 모두 등을 대고 누운 자세(supine position)에서 검

사자가 피험자의 위팔 오목 관절(glenohumeral joint)

을 어깨 벌림(shoulder adduction) 90°/ 팔꿈치 굽힘

(elbow flexion) 90° 자세에서 수동적으로 안쪽 돌림 

하며 측정 되었다. 수평 모음 가동범위를 측정 위해서 

등을 대고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측정 되었

다. Guney 등[15]과 Salamh 등[23]의 연구에서 옆으

로 누운 자세에서 수평 모음을 측정하였고 나머지 연구

Table 1. Summary of stretching intervention program.

Author Stretching 
duration Frequency Reps Position scapula 

stabilization
Passive/ 

Active

1 Guney et al. (2015)
[15] 30 seconds once daily 3 reps Side-lying sleeper stretching,   seated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scapula 
stabilization

Passive,
active

2 Hammons et al. 
(2015)[16] 30 seconds 3 times

per week 5 reps
Passive abduction 90° internal rotation 
in prone position, Seated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scapula 
stabilization Passive

3 Laudneret al. (2008)
[17] 30 seconds immediate 3 reps Side-lying sleeper stretching Body-weight Passive

4 Maenhout et al. 
(2012)[18] 30 seconds daily 3 reps Side-lying sleeper stretching,   Seated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Body-weight active

5 McClure et al. (2007)
[19] 30 seconds daily 5 reps Side-lying sleeper stretching,   Seated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No scapular 
stabilization active

6 Yamauchi et al. 
(2016)[20] 30 seconds once daily 3 reps

Side-lying modified sleeper stretching,
Side-lying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Body-weight active

7 Cools et al. (2012)
[21] 30 seconds 3 times

per week
continue for 
15 min

Side-lying sleeper stretching,    supine-lying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with joint mobilization

scapula 
stabilization Passive

8 Manske et al. (2010)
[22] 30 seconds at least once 

daily 5 reps Seated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with joint mobilization

No scapular 
stabilization active

9 Salamh et al. (2015)
[23] 30 seconds immediate 3 reps supine-lying cross body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scapula 
stabilization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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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등을 대고 누운 자세를 채택하여 위팔뼈의 수평 

모음 관절가동범위를 측정 하였다. 

스트레칭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총 9편의 연구 모두 스트레칭 참가 후 GIRD과 PST

으로 인한 관절 가동범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이적인 결과로는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만 한 

그룹에서도 어깨 안쪽 돌림의 가동범위가 증가되었다

[17]

논의

본 연구에 선정된 9편의 선행 연구에서 두 종류의 스

트레칭이 어깨 안쪽 돌림 결핍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

들어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모든 연구에서 스트레칭 

기법으로 몸통을 가로질러 실시하는 몸통 교차 수평 모

음 스트레칭과 슬리퍼 스트레칭을 사용하였다. Cools 등

[21]은 이 두 가지의 스트레칭을 “angular stretching”

이 라고 명명하였다. 그 중 7편의 연구는 스트레칭 만으

로 어깨 안쪽 돌림 결핍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었

으며[15-20,23] 나머지 2편의 논문은 관절 가동화 기

법을 함께 처방하여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21,22]. 

스트레칭 중재의 자세는 공통적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의 

슬리퍼 스트레칭과 앉아서 실시된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이 수행되었다. 1편의 연구에서만 배를 대고 누

운 자세(prone position)에서 수동적으로 안쪽 돌림 스

트레칭이 실시되었다[16]. 4편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칭 

수행 중 검사자에 의한 보조가 실시되었다.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 중 검사자가 피험자의 견갑골 외측

연(lateral border)을 보조하여 안정화 시킨 후 스트레

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스트레칭의 효과를 보다 효과

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견갑골의 안정화를 실시해야 하

는 것을 권장 하였다[15,16,21,23]. 하지만 Laudner 

등[17], Yamauchi 등[20], Maenhout 등[18]의 연구

에서는 몸통 교차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경우 체중에 의

한 수동적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두 연구

[19,22]에서는 안정화 기법에 대한 언급 없이 피험자

들 개인이 스스로 스트레칭을 수행토록 지시하였다. 선

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를 동반한 스트레칭이 권

장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5-23]. 또한 견갑골이 안정

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은 어깨관절뿐

만 아니라 견갑골 주변근육의 스트레칭이 동원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하며 이로 인하여 실험결과에 오류를 야

기했을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19]. 그러므로 추후 연구

에서는 참가자가 자가 통제 또는 처치자가 견갑골 안정

화 기법을 적용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와 효

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3].

어깨 안쪽 돌림 결핍의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선행된 연구에서 

원인으로 제시된 기전은 크게 위팔뼈의 후경[24,25]과 

작은 원근(teres minor), 가시 아래근(infraspinatus), 

어깨 세모근 후섬유(posterior deltoid)와 같은 바깥 돌

림 근육의 단축[1,6,26], 후방 관절 주머니(posterior 

capsule)의 구축으로 설명되고 있다[1,6,7,24-27]. 근

육이 신장하며 수축하는 것을 신장성 수축이라 부른다. 

던지기와 같은 머리위로 실시하는 오버헤드 활동 중 발

생되는 높은 수준의 신장성 부하는 어깨 후방의 해부학

적 구조물에 손상을 유발한다[28]. 반복된 신장성 수축

은 등척성(isometric) 또는 단축성(concentric) 수축보

다 더욱 큰 근육 손상을 유발한다[26]. Reinold 등[6]

은 어떠한 어깨 증상이 없는 67명의 투수를 대상으로 스

프링 캠프 중 던지기를 수행 한 후 변화된 어깨의 관절

가동범위를 조사하였다. 측정은 어깨와 팔꿈치의 각도

가 각각 90°에서 주축과 비 주축의 어깨 수동적 관절가

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바깥 돌림 가동범위는 어떠한 변

화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던지기 훈련의 참가 후 어깨 

관절 안쪽 돌림의 가동범위가 비 주축 어깨와 비교하여 

54.1°에서 44.6°로 유의한 감소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하여 저자는 안쪽 돌림 결함의 원인을 후면 어깨의 

바깥 돌림 근육일 것으로 제시하였다[6].

총 2편의 논문에서는 단지 일회성의 스트레칭 중재

만으로도 즉각적인 안쪽 돌림 결핍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냈다[17,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깥 돌림 근

육인 가시아래근, 작은원근, 후면 어깨 세모근으로 구

성되는 어깨 후면의 근육군은 후방 어깨 구축의 한 원

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 적용 후 가동범

위의 즉각적인 향상은 이러한 근육을 신장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어깨 후방 관절 주머니

의 구축은 어깨 거상 움직임 중 위팔뼈 머리의 상방 전

위를 만들어 내고 회전축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봉

우리밑충돌증후군과 같은 관절의 병리학적인 병변을 일

으킨다[2]. 그러므로 제시된 두 가지의 스트레칭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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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후방의 근육과 관절 주머니의 연부 조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스트레칭 기법으로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Cools 등[21]과 Manske 등[22]의 연구에서

는 관절 가동화(joint mobilization) 기법이 추가적으로 

동원되어 주 2회 10~15분간 지속되었다. 또한 3~4주

간의 중재를 실시한 뒤 3~4 주 경과 후 재평가를 하여 

어떠한 치료 없이도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평가하였다

[21,22]. Cools 등[21]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칭 기법

을 수행한 그룹과 관절가동화 기법을 적용한 그룹을 비

교하였으며, Manske 등[22]의 연구는 스트레칭 그룹

과 스트레칭과 관절가동화 기법을 모두 적용하는 그룹

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Cools 등[21]의 연구

는 두 그룹 모두 치료직후 측정과 사후검사에서 개선된 

관절가동범위를 보인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Manske 

등[22]의 연구에서는 관절가동화 기법을 함께 적용한 

그룹에서 주축과 비 주축 어깨관절 간의 관절가동범위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4주 후에도 지

속되었다. 이에 대해 어깨관절에 수동적으로 실시된 관

절가동기법 적용 또한 어깨 안쪽 돌림 결핍의 원인 중 

하나인 관절 주머니의 구축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장기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

하였다 [21,22]. 이를 통해 스트레칭 기법에 관절가동

화 기법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중재효과가 근육과 관절주머니 중 어

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후방 어깨관절주머니의 구축

에 대한 평가 방법과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등을 대고 누운 자세의 안쪽 돌림 

가동범위의 측정은 관절 각도계(goniometer)를 이용할

지라도 재 측정과 검사자 간 측정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이 어깨 안쪽 돌림 

결핍의 원인이 되는 두 개의 연부 조직인 바깥 돌림 근

육과 후방 관절 주머니 중 어느 조직의 단축을 측정하

는지 확인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다[9]. 이러한 제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어깨 후방 구축의 측정에 관

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다[29]. Borstad 등[30]은 

바깥 돌림 근육의 피로를 유발시킨 후 myotonometer

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근육의 구축이 가동범위 자세

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였다. 등을 대고 누운 자세 어깨 

벌림 90°에서 안쪽 돌림, 높은 굽힘 자세, 등을 대고 누

운 어깨 수평 모음 자세에서 모두 바깥 돌림 피로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어깨 후방 

관절 주머니에 미치는 수동적 장력이 낮은 굴곡 자세에

서 가장 큰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igure 2>와 같이 어깨 굽힘 40°에서 안쪽 돌림을 측

정하는 것이 후방 관절 주머니 검사로 보다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30].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어깨 낮은 굽힘 

자세의 안쪽 돌림 가동범위가 던지기 운동 전과 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육의 피로에 영향을 받지 않

으므로 이러한 측정 자세는 후방 관절주머니 구축을 측

정하기 위한 특이적 검사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

명하였다[29].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깨 안쪽 돌

림 결핍 가동 범위 측정을 위해서는 낮은 굽힘 40° 자세

를 포함시켜 안쪽 돌림 결핍의 원인이 후방 근육의 단

축인지 관절 주머니의 구축인지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스트레칭이 어느 조직에 영

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 New measurement posterior capsule tightness

결론

어깨안쪽돌림결핍과 어깨후방구축을 해결하기 위하

여 시도된 슬리퍼 및 몸통 교차 수평 모음 스트레칭 중

재 방법은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어 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

히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 예방 

및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두 가지 스트레칭 손상 방법

을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 대부분이 검사자에 

의한 보조가 동반된 스트레칭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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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바 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침이 제

안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 시에는 보조자에 의

한 견갑 안정화 기법을 적용하여 스트레칭을 적용하고, 

관절가동화 기법을 같이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가적

으로 자가 통제된 견갑골 안정화 기법을 적용한 스트레

칭 중재와 어깨안쪽돌림결핍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깨 어깨안쪽돌림결핍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낮은 굽힘 자세

의 가동 범위 측정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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