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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어깨에서 팔의 돌림을 측정한다. 우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에 대하여 각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에서 이상 유무와 관련된 증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어깨

에서 팔의 안쪽돌림과 가쪽 돌림의 돌림각은 70°~90°가 보통이다. 돌림각이 보통에 미달이거나 고통을 느끼

면 어깨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키워드: 안쪽 돌림(medial rotation), 가쪽 돌림(lateral rotation), 통증(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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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어깨의 위치는 우리 몸통과 양팔이 연결되는 상단 부분에 위치한다. 

어깨는 다양한 다수의 관절과 근육이 존재하여 양팔의 운동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연구를 보면, 팔을 똑바로 펴고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동반되는 

어깨 질환에 관한 수동 요법을 제안한 논문[1]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어깨의 

질환에 대하여 살펴본 [2]에서는, 특히 어깨를 옆으로 반드시 폈다가 

안으로 오므리는 수평 모음과 수평 벌림에 대한 측정 방법을 살펴보았

다. [3]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 발표된 한의임상연구에 이용된 

어깨질환의 Pain 및 기능측정도구에 대한 현 상황을 고찰하여 이용 

도구가 점점 다양화 되는 트렌드와 함께 이용되는 도구의 종류와 

특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II. Medial Rotation and Lateral Rotation

어깨에서 팔의 안쪽 돌림은 팔을 어깨 높이에서 몸통과 수직이 

되도록 반듯이 편다. 그리고 팔을 구부려 팔목의 각도가 90°가 되도록 

해준다. 이때 손바닥은 짝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해준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반듯이 내릴 수 있을 때가지 최대한 내려준다. 

어깨에서 팔의 안쪽 돌림은 Fig. 1과 같다. 이때 손을 내리는 각도가 

일반적으로 70 ~̊90 이̊다. 각도가 70 에̊ 못 미치거나 어깨에 고통을 

느끼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Fig. 1. Medial Rotation

어깨에서 팔의 가쪽 돌림도 안쪽 돌림과 거의 비슷한 동작에서 

시작한다. 팔을 어깨 높이에서 몸통과 수직이 되도록 반듯이 편다. 

그리고 팔을 구부려 팔목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해준다. 이때 손바닥은 

짝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해준다. 그 상태에서 손을 위로 반듯이 

올릴 수 있을 때가지 최대한 올려준다. 어깨에서 팔의 가쪽 돌림은 

Fig. 2와 같다. 이때 손을 올리는 각도가 일반적으로 70°~90°이다. 

각도가 70°에 못 미치거나 어깨에 고통을 느끼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Fig. 2. Lateral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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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eatment/Prevention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 어깨충돌증후군만 다루

도록 한다. 

(1) 어깨충돌증후군

1) 치료

- 초기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며 휴식

- 어느 정도 아플 때는 냉찜질 수행

- 통증이 심할 때는 관절 내 국소 주사요법

- 통증 지속 시 초음파나 MRI 검사 등 정밀 검사 수행

- 심각하면 견봉성형술과 어깨힘줄을 봉합수술

2) 예방

-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가벼운 스트레칭

- 평소 어깨 및 목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생활습관

- 수시로 관절 운동 상태를 확인하여 이들 부위가 뻣뻣해지지 

않도록 관리

- 따뜻한 수건 찜질로 수시로 뭉친 근육을 풀어줌

IV. Experiment

다음 Fig. 3는 어깨에서 팔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이상이 

나타난 환자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Fig. 3. Example of Shoulder Rotation Screen

V. Conxlusion

본 논문에서는 어깨에서 팔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에 대하여 

각도를 측정하였고 고통을 동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이상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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