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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orthopaedic-basic knowledge on evidence-based 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exercise for overhead sports activity population such as throwing, tennis,
resistance training. Overhead sports activity population have glenohumeral joint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 excessive external rotation, posterior shoulder tightness (PST), abnormal scapular position
and dyskinesis. These physical characteristics may elicit common shoulder injury such as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rotator cuff tendinopathy, consequently range of motion improvement exercise
and rotator cuff strengthening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it. Especially, sleeper stretching and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are sports-specific technique to improve for GIRD and PST, external rotator cuff
strengthening in side-lying position is recommended to adjust a balance strong internal rotator compared
with weak external rotator for rotator cuff exercise. Therefore, exercise specialist should examine shoulder
joint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before practical application, these exercise maneuvers can be used
extensively for shoulder injury prevention as well as rehabilitation exercise.
© The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서론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 집단에게는 강화
된 안쪽 돌림근과 약화된 가쪽 돌림 근육을 갖는 것으로

반복적인 오버헤드 스포츠 활동의 참가는 증가된 가

조사되어 돌림근띠 근육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쪽 돌림과 제한된 안쪽 돌림과 같은 어깨 관절의 특이적

어깨 상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적응 현상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특히 던지기 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 3, 7].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참

동의 참가자들에게는 비주축 어깨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가자들의 어깨 상해를 예방하고 상해 후 재활을 위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저항운동에 장시간 참가해 온 참

어깨 관절의 적절한 가동 범위 및 유연성의 확보와 돌림

가자들 또한 이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갖는 것으로 조사

근띠 (회전근개, rotator cuff)의 근력 균형이 무엇보다 먼

되었다(2-4). 이러한 관절의 특성 중 어깨 안쪽 돌림 결핍

저 필요하다[7-9].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GIRD)은 후방 어

이러한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

깨 구축(posterior shoulder tightness: PST)과 함께 어깨 상

는 어깨 상해의 위험 요소들(risk factors)의 운동학적 배경

해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5, 6).

연구를 통한 접근으로 어깨 상해를 예방하고, 상해 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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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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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evidence-based medicine)

또한 이러한 후하방 관절주머니에 미치는 반복된 인장력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 집단의 어깨 상해 예방 및 재활 운

(tensile force)은 관절주머니의 비대(capsular hypertrophy)

동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장에서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

와 같은 연부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 내어 어깨 후방 구축을

들 및 지도자들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20] 어깨 안쪽 돌림 결핍

견갑상완 관절 관절가동범위의 회복

과 후방 구축이 어깨 상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11,
13]. 어깨 후방의 관절주머니와 근육의 뻣뻣함(stiffness)은
투구 동작, 테니스, 핸드볼, 저항 운동과 같은 오버헤드 스

어깨 후방의 구축과 안쪽 돌림 결핍은 어깨 상해의 공

포츠 참가자들에게 발생되는 주된 신체적 특성으로 알려

통된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 [10-12]. 특히 안쪽 돌림 결

졌다 [1-3, 6, 10, 15, 17, 18]. 그러므로 무엇보다 어깨 후방

핍은 어깨 통증의 원인이며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의

과 안쪽 돌림의 관절 가동성(mobility)의 회복이 무엇보다

어깨 기능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13]. Myer

먼저 처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스트레칭 운동이 어깨 후

등(2006)은 병리적인 내적 충돌증후군(pathologic internal

면 단축과 안쪽 돌림 결핍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어

impingement)있는 투수에게서 19.7°의 안쪽 돌림 결핍을 발

왔다 [12, 21, 22]. 이러한 가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견하였으며 Wilk(2011)등은 안쪽 돌림 결핍을 가진 참가

는 슬리퍼 스트레칭과 수평내전 스트레칭이 가장 주로 사

자들의 상해 위험성이 1.9배 높다고 하였다 [5, 14]. 이러한

용되며 최근 관절가동범위 확보에 대한 유의한 결과들이

안쪽 돌림 결핍의 원인은 최근 어깨 후방 관절낭(posterior

보고되었다 [22, 23]. 하지만 스트레칭 수행 전 어깨 후방

capsule)의 구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16]. 어깨 후방

의 병리학적 느슨함(laxity)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스트레

구축은 어깨 올림 중 상완골의 회전축을 전상방으로 밀어

칭은 제한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어깨 후방의 관절주

내어 상완골의 비정상적인 관절운동을 만들어 낸다 [17].

머니의 구축이 발견된다면 관절가동화 기법이 함께 실시

특히 어깨 올림 중 봉우리밑 공간의 넓이 감소로 이어져

되어 더 욱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1, 24].

봉우리밑 충돌 증후군과 같은 임상적 증상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낸다 [14, 18].

최근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을 수행
할 때 견갑골이 안정되지 못 하면 견흉관절에서의 보상적

또한 이러한 관절의 특징은 안쪽 돌림 결핍과 제한된

움직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

어깨 올림 가동범위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

였다 [22, 25]. 교차 팔 수평 내전 스트레칭 중에 어깨 후면

러한 관절의 특징은 투수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조직에 집중되지만, 견갑골을 제한시키지 못하면 축이 되

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견갑상완 관절낭의 후하방 부

어야할 견갑골의 움직임이 발생되어 어깨 후면 조직을 고

위(posteroinferior aspect)의 단축에 의해서 발생된다 [5].

립시키기 위한 스트레칭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비슷하

특히 투구 동작 시 공이 손끝에서 빠져 나간 후 발생되는

게도, 어깨 안쪽 돌림 중에 견갑골은 전방 경사가 일어나

팔로우 스로우 중 감속을 위해 사용되는 신장성 스트레스

므로 어깨 후면 구조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 능력의 효

가 이러한 반응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율성을 제한한다 [26].

이러한 힘은 최대 1050 N, 즉 자신의 체중에 80%까지 영

또한 견갑골의 안정화는 스트레칭, 돌림근띠 강화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 회 동안 반복된 던지

동과 동시에 또는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어깨상해를 예방

기 활동은 증상의 악화를 가속시킨다 [8, 9].

하기 위한 운동이다. 견갑골운동이상 (Scapular Dyskineis:

팔로우 스로우 중 어깨는 안쪽 돌림이 일어나며 후하방

SD)은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의 관절주머니를 더욱 후방 안쪽으로 회전한다. 이때 발생

이는 돌림근띠 상해, 어깨충돌증후군, 안쪽 돌림 결핍

되는 전방 신연력(distraction force)에 저항하기 위하여 어

(GIRD) 등과 관련이 있으며 [27] 견갑골운동이상이 있는

깨 후방 근육은 반사적인 신장성 근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

대상자들은 견갑골 주변 근육의 활성도가 다른 것으로 나

만 어깨 관절의 근육들이 충분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

타났다 [28] 따라서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연계하여 스트

는 다면 이러한 높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게 되

레칭과 돌림근띠 재활운동을 적용하여야 한다.

어 관절와순 파열(superior labral anterior posterior: SLAP),

효과적인 스트레칭 운동은 돌림근과 후방 관절낭과 같

돌림근 건염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에 놓이게 된다[7, 11].

은 후면 어깨 연부조직에 집중될 수 있는 수평 내전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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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돌림의 두 가지 움직임을 모두 사용해야만 하고 보상
작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견갑골의 안정화를 제공
해야만 한다 [22, 23, 25].

어깨 후면 구축과 안쪽 돌림 결핍 향상을 위
한 스트레칭 기법
슬리퍼 스트레칭

Figure 1. Sleeper stretching

슬리퍼 스트레칭(sleeper stretch)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체는 옆으로 누운 자세(side-lying position)를 취한다. 참
가자는 스트레치 될 어깨를 90° 굴곡하고 그리고 팔꿈치
또한 90° 구부린 채 옆으로 눕는다. 자세를 취하면 반대 팔
은 스트레치 될 팔을 안쪽 돌림 하도록 테이블 바닥을 향
하여 손목 근위부를 누르며 유지시킨다(Figure 1). 견갑골
은 스트레치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함으로써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어깨 거상의 각도를 다양하게
낮게 바꾸어 가며 후방 관절주머니의 다른 부위를 향상시
킬 수 있으며 특히 사체 연구를 통하여 견갑면의 올림 30°
의 안쪽 돌림 중 가장 효과적으로 후방 관절주머니를 늘
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수정된 슬리퍼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modified sleeper stretch)은 기존의 스트레
칭의 직접적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와 달리 상체를 45도 정
도 뒤로 더 기대어 수행된다. 이러한 자세는 상체의 체중
을 이용하여 견갑골을 더욱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어깨 충돌의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깨
굴곡을 45도 줄인 뒤 실시된다.
Rollover 슬리퍼 스트레칭
견갑골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자의 양측 견봉

절을 90° 굽히고 반대 손을 이용하여 팔의 팔꿈치 근위부
를 잡고 수평 내전 시키며 반대편 가슴 쪽으로 당긴다. 하
지만 이때 축으로 작용해야할 견갑골이 움직여서 함께 외
전 된다면 스트레칭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Figure
2(a)) 반드시 견갑골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수행되어야만
한다.(Figure 2(b)). 특히 어깨 후방 구축의 원인이 상완골
후경이 아닌 후방 관절주머니(posterior capsule)나 가시아
래근과 작은 원근과 같은 어깨 후면 근육의 문제라면 이 스
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12, 22].
또한 운동전문가는 직접적으로 견갑골 안정화를 유
지 시킬 수 있다 [25]. 참가자가 등을 대고 누웠을 때 운동
전문가는 참가자의 옆에 서서 한쪽 손을 사용하여 견갑골
의 외측연(lateral border)을 테이블 바닥쪽으로 누른 후 다
른 한손을 이용하여 참가자의 팔꿈치 잡고 수평 내전 시
킬 수 있다. 이 때 팔꿈치를 잡은 손을 이용하여 전완을 참
가자의 아래쪽으로 돌린다면 어깨의 안쪽 돌림 스트레칭
을 함께 실시 할 수 있다(Figure 3(a)).
이러한 기법의 사용은 견갑골 안정화 없이 참가자 혼
자만 수행되는 방법과 비교하여 견갑골의 움직임을 최소
화함으로써 어깨 후방 연부조직의 유연성을 늘리는 데 가
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30].

(acromion)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몸통은 더욱 앞으로

뿐만 아니라 비록 참가자에게서 안쪽 돌림의 결함이

기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칭 기법은 Rollover 스트

나타났을 지라도 수평 내전의 스트레칭도 반드시 프로그

레칭으로 명명되며 이러한 자세는 견갑상완 관절을 더욱

램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몇 몇 선행 연구에서는 수평 내

수평 내전시켜 견갑골의 움직임을 완벽히 차단하여 보상

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견갑상완 관절의 안쪽 돌림이 증

작용을 최소화되도록 만든다 [25].

가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슬리퍼 스트레칭 보다 수평
내전만 실시한 그룹에서 안쪽 돌림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교차 팔 수평 내전 스트레칭

하였다 [12, 21].

교차-팔 수평 내전 스트레치(cross-body horizontal

만약 참가자가 혼자서 수행한다면 견갑골 안정화를 제

adduction stretch) 는 슬리퍼 스트레칭의 다른 대안 방법

공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 또는 벽에 기댄 자세에

으로 제시된다. 이 스트레치 기법은 후방 어깨 부위의 유

서 실시 할 수 있다. 슬리퍼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옆으

연성을 위하여 실시될 수 있다 [30]. 참가자는 견갑상완 관

로 누워 상체의 체중을 이용하여 몸통을 약 30도 뒤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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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Incorrect position (scapular protracted)(a) and Corrected position (scapular retracted)(b).

b

a

Figure 3. Passive shoulder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with scapular stabilized (a) and self-shoulder horizontal adduction stretching (b).

울여 견갑골을 안정화 시킨 후 반대 팔을 이용하여 팔꿈

으로 지그시 눌러 신장되는 팔의 안쪽 돌림을 만들어 낸다

치를 반대편 가슴 방향으로 당긴다(Figure 3(b)).

(Figure 4(a)). 이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 되는 어깨가 올
라오지 않도록 반드시 견갑골의 내림을 유지시켜야만 한

지니 스트레칭(Genie stretch)

다. 그렇지 않으면 봉우리밑 충돌의 통증을 감지하기 위

때때로 참가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선 자세 또는 앉

한 이학적 검사 중 하나인 Hawkins-Kennedy test 에서 발생

은 자세에서 수평 내전과 함께 안쪽 돌림 움직임을 함께

되는 몸통을 가로지르며 상완골의 안쪽 돌림된 채 거상의

만들어 낼 수 있다. 참가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한쪽

움직임에 따른 영향으로 상완골이 봉우리밑 공간에서 충

손으로 반대편의 팔꿈치를 감싸 수평 내전 방향으로 당김

돌이 발생 될 수 있다 [31](Figure 4(b)). 이러한 스트레칭 운

과 동시에 팔꿈치를 이용하여 요골의 원위부를 아래 방향

동은 오로지 유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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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활의
단계와 개인의 통증 정도를 감안하여 스트레칭의 강도는
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되는 지점까지만 제한하
여야 한다. 만약 실시 중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강하게 당
겨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스트레칭은 즉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는
참가자는 이러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참가 후 즉시 안쪽
돌림과 수평 내전 가동 범위의 향상을 볼 수 있다 [12, 23].

돌림근띠 (rotator cuff) 근력 강화 운동
오버헤드 스포츠 활동 집단 중 근력의 불균형이 존재
하는 자들은 어깨의 상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a

[33]. 운동전문가는 가장 먼저 돌림근띠의 근력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특히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에 의한 특수한 적응 현상으로 가쪽 돌림근의 근력의
감소가 나타났다 [2, 33]. 뿐만 아니라 돌림근과 어깨 삼각
근의 근력 불균형은 어깨 올림 시 짝힘의 동원을 다르게
하여 우세해진 삼각근은 어깨 거상 시 상완골두를 상방 전
위 시켜 어깨 봉우리밑 충돌증후군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8, 34]. 특히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 집단에게
는 어깨 삼각근 대 가시위근과 견갑하근의 근력이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근육에 먼저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투수의 돌림근 건염과 파열은 던지기 기전에서 감속 중
수평 내전과 안쪽 돌림되는 팔의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

b
Figure 4. Correct position (a) and Incorrect position (b)

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가쪽 돌림 신장성 부하가 이러한
상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내적 충돌 증후군
(internal impingement syndrome), 관절순 파열, 돌림근 건
염등과 같은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관련 질환들이 가쪽 돌
림근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건강한

그러므로 운동전문가는 그것을 매일 기본적으로 수행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추어 견갑면의 어깨 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권장

전 90도에서 측정된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최상의 근력

된 스트레칭 운동은 스트레칭의 효율성을 증명해온 연구

비율은 6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35].

의 지침에 따라 사용된 지속 시간과 빈도는 각각 30초간,

그러므로 근력 강화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전 참가자의

3~5회 실시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참가자

돌림근의 근력 비율을 검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가 웜-업이 되었을 때 수행되어야만 하며 특히 스트레칭

로 사료된다. 최근 디지털 도수 근력계를 활용한 검사 방

의 효과는 근육의 온도가 증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결

법은 쉽고 빠르게 돌림근을 포함한 다양한 근력 측정에 사

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측정법은 선행 연구들 통하여

운동전문가는 각 스트레칭 운동의 강도등과 같은 변인
과 관련하여 참가자가 각 스트레칭 동작에서 약간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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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되었으며 근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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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위근 (supraspinatus) 을 위한 운동

돌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Figure 5). 특히 캔
비우기와 캔 채우기 자세의 두 가지 운동 중 상완골 머리

캔 비우기(empty can) 대 캔 채우기(full can) 운동
가시위근은 견갑골의 극상와에 기시하여 상완골두의

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적 고려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대결절에 정지하는 돌림근 근육 중 하나으로서 어깨 올
림 움직임 시 외전근(abductors)으로써 작용한다. 또한 상
완골 머리의 회전 중심을 관절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
록 압박(compresses)하여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약간
의 가쪽 돌림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시위근의 활성도는 외전 또는 스캡션(scaption) 운동 중 저
항과 상관없이 30~60°에서 가장 활성화 되며 특히 올림시
작 초반에 어깨 삼각근의 활성에 따른 상완골 머리의 상
방 활주에 저항하여 상완골 머리를 관절순 내에서 유지시
키는 작용을 한다. 상완이 거상됨에 따라 가시위근의 힘
팔(moment arm)은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각도의 거상 중
가장 중요한 외전근으로서 작용한다 [8, 37].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시위근을 위한 가장 좋
은 운동이 제시되어 왔다 [34]. 그 중 캔 비우기 운동과 캔

Figure 5. Directions of the magnitude of the resultant force vector for
different glenohumeral joint positions as a function of different muscle
activity. A-deltoid activity, B-rotator cuff activity, C-deltoid & rotator cuff
activity

첫째, 견갑상완 관절의 안쪽 돌림 및 가쪽 돌림에 따라
상완골 머리의 힘의 방향이 달라진다. 외전 30°에서는 상
완골의 안쪽 돌림은 힘의 방향을 견쇄관절 방향의 위쪽으

채우기 운동은 논란의 대상이다. Jobe는 처음으로 가시위

로 만들어 내는 반면 가쪽 돌림 중에는 관절순내에 지속적

근을 위한 운동을 견갑면에서 어깨 안쪽 돌림을 취하고 캔

으로 위치시킨다. 거상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완골

비우기 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38]. 하지만 이후

머리는 관절순 내에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여러 선행 연구들이 가쪽 돌림 자세의 캔 채우기 운동을

는 왜 캔 비우기 운동 중에 약간의 올림동작만으로도 통

선호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제

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지를 설명해 준다 [40] (Figure 6).

시되었다 [37]. Reinold(2007)등은 캔 채우기 운동, 캔 비우
기 운동, 앞으로 누워 캔 채우기(prone full can) 운동 중의
가시위근, 어깨 삼각근, 후면 어깨 삼각근의 근활성도 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운동 모두 가시위
근의 근활성도는 최대 수의적 근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의 62~67%사이에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캔 채우기
운동은 다른 두 가지 운동과 비교하여 중간 및 후면(middle
and posterior) 어깨 삼각근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34].
이러한 점은 임상적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어깨 삼
각근은 팔의 올림 시 작은 외전 각도에서 상완골 머리를
견봉쪽으로 상방 활주(superior translation) 시킨다 [39]. 이

Figure 6. The position of the resultant force vector of the rotator cuff and
deltoid for different positions of arm elevation. N – neutral rotation, I –
internal rotation, X – external rotation

러한 움직임은 봉우리밑 공간을 쉽게 좁아지게 만들어 오
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이 쉽게 어깨 충돌을 야기하는 관

둘째, 해부학적으로 캔 비우기 운동 중 견갑상완 관

절운동학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림 중

절 안쪽 돌림 중 올림은 가시위근 힘줄의 정지점인 상완

어깨 삼각근의 활성도를 감소시킨 채 가시위근이 함께 작

골 머리의 대결절(the greater tuberosity)을 봉우리밑 공간

용한다면 상완골 머리는 관절순 내의 압박과 함께 어깨 충

(subacromial space) 아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하여 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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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밑 공간의 반복적인 감소로 가시위근의 상해와 염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 [31].
셋째, 어깨 올림 0~90° 중 가시위근의 외전 힘팔(the
abduction moment arm)은 생체역학적으로 줄어들게 된
다. 이와 같은 불리한 기계적 이점은 가시위근의 더 큰 힘
생성의 요구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고 치유되는 조직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캔 비우기 운
동을 실시하는 참가자는 견갑골을 고정시킨 채 발생되는
올림 움직임이 아닌 견갑골을 으쓱하는 보상적인 동작을
하게 만든다 [8, 41].
넷째, 두 가지 운동 중 서로 다른 견갑골의 관절 운동학
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최근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캔 비
우기 운동과 캔 채우기 운동 중 견갑골의 운동학과 근육의

Figure 7. Side-lying external rotator exercise

활성도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쪽 돌림
된 채 수행되는 캔 채우기 운동 중에는 견갑골의 운동학
에서 유의하게 큰 안쪽 돌림, 전방 기울임(anterior tilting),
전인(protraction)과 함께 유의하게 작은 후방 경사를 만들
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42].
견갑골의 안쪽 돌림은 수평면에서 견쇄관절을 축으로
견갑골의 내측연(the medial border)이 흉곽으로부터 멀어
지며 회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방기울임은 시상면에서
견갑골의 하각(the inferior angle)이 흉곽에서 멀어지며 발
생되는 회전이다. 전인은 전후면에서 견갑골의 내측연이
척수연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말한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견갑골의 변형된 움직임은 상완골 머리와 견봉의
아래 공간인 봉우리밑 공간을 좁게 하여 반복적인 충돌
이 쉽게 만든다 [43].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운동전문가는 캔
채우기 운동이 가시위근을 위한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선
택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하여금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
하게 하여 상완골을 가쪽 돌림 시킨 채 수평면에서 전방
으로 약 30° 수평 내전하고 견갑면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
한다 [41]. 또한 관절가동범위는 거상 60° 이하로 제한하
여 어깨 충돌과 어깨 삼각근의 동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9, 34].

가쪽 돌림근 운동 중 옆으로 누워 실시하는 가쪽 돌림 운
동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Figure 7). 돌림
근 운동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실수는 대흉근, 광배근, 어
깨 삼각근과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여 돌림근에 가해지는
활성도를 낮추는데 있다 [46]. 특히 옆으로 누워 실시되는
덤벨 가쪽 돌림 운동이나 서서 실시되는 가쪽 돌림 밴드
운동 중 참가자들은 팔꿈치를 몸통에서부터 떨어뜨려 어
깨를 외전시켜 어깨 삼각근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44]. 이러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수행된 가쪽 돌림 근력
강화연구에서는 어깨 삼각근의 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와
돌림근 운동 중 어떠한 보상 작용(compensatory activity) 없
이 가시아래근과 소원근을 동원한다고 보고 하였다 [44].
또한 팔꿈치와 몸통이 완벽하게 접촉된 어깨 내전된 자세
보다 약 30° 외전된 자세는 다양한 해부학적 및 생체역학
적인 장점을 가지게 된다. 팔꿈치와 허리 사이의 타월과
같은 지지대는 견갑상완 관절의 외전 및 올림을 약 30° 정
도 만들어 견갑면에서 수행되는 최적의 관절 움직임을 만
들어 낼 수 있으며 [44] 특히 어깨 삼각근의 활성도를 유의
하게 떨어뜨려 어깨 관절 주변의 대근육의 동원 없이 가
쪽 돌림근만을 강화할 수 있다 [45].
가쪽 돌림 근육은 견갑골의 외측연에서 기시하여 상완

가쪽 돌림근 (external rotator) 강화를 위한
운동

골 머리의 대결절이 정지한다. 이 위치의 근육의 혈액 공

옆으로 누운 자세 가쪽 돌림근 근력 강화

어깨는 이러한 혈액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운

급은 견갑상(the suprascapular) 및 견갑하(subscapular) 동
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꽉 쪼여진(wringing out) 내전된

가쪽 돌림근 강화를 위한 최고의 운동에 관하여 많은

동 중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 [44, 45]. 다양한 자세에서 수행된

[47]. 이와 같은 운동 중 혈류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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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팔꿈치와 몸통 사이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올림 30°

결론 및 제언

를 유지시키는 것은 내전근의 수축을 이용하여 외전근에
의한 보상작용을 막고 동시에 봉우리밑 공간을 확대하는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를 위한 어깨 상해 예방 및 재

장점을 제공한다 [48]. 그러므로 이 운동 시 타월이나 고

활 운동 프로그램은 먼저 안쪽 돌림과 수평내전을 늘릴 수

무 패드를 이용하여 어깨 외전을 30° 유지 시키며 수행할

있는 가동범위 운동과 균형이 갖추어진 돌림근 강화에 중

것을 권장한다.

점을 둘 것을 권장한다. 단, 근력 운동 처방 실시 전 돌림
근띠의 근력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등 대고 누워서 신장성 가쪽 돌림 근력 강화
최근 연구들은 돌림근의 신장성 근력에 더 욱 큰 관심
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왜냐하면 가쪽 돌림근의 신장성 근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이 오버헤드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운동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력은 특히 투구 동작과 스매싱 후 어깨의 감속을 위하여
가장 큰 부하를 가쪽 돌림 근육의 신장성 수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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