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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업체 만성 외측상과염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유수용성감각 증진훈련을 실시하고 통증 및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K산업체 만성 외측상과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주관절 운동프로
그램군 15명,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군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증은 압통역치와 악력으로 측정하였고, 고유수용
성 감각은 관절위치 감각을 측정하여 운동 전과 운동 후, 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집단 내 운동 전․후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
과 압통역치, 악력, 관절위치 감각에서 두 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간 비교에
서는 압통역치, 악력, 관절위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업체 만성외측상과염 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이 운동프
로그램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만성외측상과염,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 압통역치, 악력, 관절위치감각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 proprioception improvement training for recurrence prevention of industrial 
workers with chronic lateral epicondylitis and analysed their pain and propriocep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irty chronic lateral epicondylitis patients working for K company and were 
divided into elbow exercise program Group made of 15 subjects and proprioception improvement training Group 
made of 15. As variables for pain, pressure pain, and grip strength were measured and for the propioception, 
joint position sense of each group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program. To compar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 paired t-test was used and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was used. As a result of the test, it was discovered that pressure pain, grip strength 
and joint position sense of the both groups were im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ial effect between each group on pressure pain, grip strength and joint position sense.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proprioception improvement train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method 
chronic and recurrence prevention lateral epicondylitis of industrial workers.

Key Words : Chronic lateral epicondylitis, Proprioception Improvement Training, Pressure pain, Grip strength, 
Joint positi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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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측상과염은 산업체 근로자에게 상지에서 발생하는 

표 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손목의 쥐기, 단조롭고 반

복 인 동작, 과도하게 빠른 손동작을 자주 사용하는 근

로자에게 자주 나타나며[1], 수근신 근의 반복 인 스트

스에 의한 과사용으로 인한 건의 미세한 열 는 염

증, 새로 형성된 육아조직, 퇴행성변화 등이 병인으로 제

시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밝 진 것은 아니다[2][3].

외측상과염은 팔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4～5%의 유

병율을 보이며[4] 반복  동작이 후를 나쁘게 하며 빈

번히 질환이 재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5]. 외측

상과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과 기능부 으로, 손목 

신 근을 수축하거나 신장할 때 요골두나 외측상과 부분

에서 통증이 발생하며[6], 이러한 통증은 근력과 근지구

력을 감소시키고 악력이 감소되어 손목과 손을 이용한 

여가활동, 일상생활  산업 장에서 작업수행의 어려움

을 겪게 만든다[7][8].

외측상과염의 치료방법은 비수술 인 방법과 수술

인 방법으로 나  수 있는데, 비수술 인 방법은 손의 움

직임 제한, 항염증제 복용, 의 고정, 보조기, 국소 스

테로이드 주사요법, 체외충격  치료 등의 방법이 있으

며, 약 92～97%의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9]. 수술 인 방법은 병리조직의 제로 인한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신경이나 주요 의 손상의 험성을 

내포하여 일차 인 질병의 치료방법이 되지못하여 비수

술  방법으로 용해서  통증이나 기능회복이 기

되지 못할 때만 용한다[10][11].

그러나 비수술  방법 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료

효과의 근거 입증에 논란이 되고 있다[12]. 특히 비수술 

요법  최근 외측상과염 치료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처

방되고 있는 체외충격 는 치료 시 발생하는 과도한 불

쾌감, 통증, 국소마취에 따른 부작용 등의 제한 이 발표

되었으며[13],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한 피하조직

의 축과 건의 미세구조에 손상 등의 이차질환을 발생

시킨다는 제한 들이 보고되었다[14].

이러한 제한  때문에 비교  부작용이 은 비침습

 치료인 물리치료 기법들이 외측상과염의 일차 인 처

치방법으로 재 임상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부분 치료

사들의 개인 인 치료경험에 의존하여 체계 인 치료가 

되지 않아 치료율이 떨어지고 재발률이 높은 실정이다

[15][16]. 한 외측상과염은 주 의 극심한 통증에 따

라 가동범 의 제한이 장기화되면 회복말기에도 고

유수용성감각이 하되어 손목운동 련 체 근기능이 

감소된 상태로 유지된다[17]. 고유수용성감각 하에 따

른 근기능 감소는 손목운동의 부조화와 의 치변형

을 래하여 질병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악화시키며, 재

발률을 증가시킨다[18]. 그러므로 외측상과염의 만성화

와 재발률 감소를 하여 정상 인 가동범 를 유지

하면서 고유수용성 감각을 회복시켜 수근신근과 건의 유

연성과 근력  근지구력을 증가시켜 근육의 조화로운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은 재활치료의 요한 목표이다

[19]. 이러한 이유로 외측상과염의 장기화와 재발률을 낮

추기 하여 고유수용감각을 증진시켜 손목운동 련 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되고 체계 인 치료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외측상과염과 련하여 정 스트 칭, 항운동, 

구심성 근수축운동, 신장성 근수축운동 후 근기능의 변

화를 유추하여 운동 련 외측상과염의 치료효과를 규명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져 정 인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20][21], 질환의 만성화, 재발률 감소를 한 고유수용감

각증진 훈련에 을 둔 치료효과 입증에 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주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통증이 잔존하여 산업 장에서 작업수행의 어려

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을 실시한 후 고유수용성감각의 증진에 따른 치료말

기 외측상과염 환자의 압통역치, 악력, 치 감각의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고유수용성감각 증진훈련이 만

성 외측상과염 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률 개선을 한 운

동 로그램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해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K

산업체 재활센터에서 산업의학과 문의로부터 외측상

과염으로 진단을 받은 근로자  최소 3주 이상의 유병기

간과 작업 시 통증이 악화되고, 지속 인 통증이 나타나

며, 손가락이 굴곡된 상태에서 주 을 완  신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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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측편 된 상태에서 항에 해 수근 을 신 시킬 

때 외측상과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근로자 52명을 최  

연구 상자로 선정하 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외측상

과염으로 약물, 주사, 한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자, 주  

수술병력이 있는 자, 류마티스나 근막통증후군과 같은 

이나 결합조직에 문제가 있는 자 8명과 최  연구

상자  3주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통증이 완화되어 

재활센터를 방문을 단한 14명을 제외한 30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은 <표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ExperimentⅠ

(15명)

ExperimentⅡ

(15명)
p-value

Age(year)  46.27±5.23
a

 46.33±5.08 0.972

Height(㎝) 171.47±5.19 172.15±4.63 0.705

Weight(㎏)  64.57±6.53  69.02±8.18 0.111

Work(year)  18.00±5.54  17.60±5.58 0.848

a
Mean±SD

2.2 실험방법

선정된 상자들은 색깔별( 란색, 빨간색)로 공을 선

택하게 하여 군을 설정하 다. 실험군 Ⅰ은 일반물리치

료와 주  근력강화운동, 실험군 Ⅱ는 일반물리치료와 

고유수용성감각 증진을 한 견갑 안정화운동이 포함된 

주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 다. 두 군 모두 물리치

료는 온습포 는 냉습포 30분, 극 단  15분, 경피신경

자극치료 15분 실시하 고, 치료기간은 6주간 주 3회 실

시하 으며, 각 운동 로그램은 30～40분을 실시하 다.

2.3 측정도구 및 방법

2.3.1 압통역치 측정

압통역치는 Algometer COMMANDERTM(JTECH, 

USA)를 사용하 으며, 상자는 편안하게 운 자세에

서 외측상과 부 에 수직으로 1㎏/sec의 압력을 주어 

상자가 아하는 소리를 내면 그 순간의 압력을 측정

하 다. 1분의 휴식간격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하 으며, 측정부 를 펜으로 표시를 한 후 사진을 

어둔 뒤 6주 후 동일한 부 에서 압통역치를 측정하

다[22].

2.3.2 악력 측정

악력은 NURYTEC사의 악력측정기(TF-300-8)를 이

용하여 양 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악력계의 손잡이를 

손가락 둘째 마디의 제2 이 직각이 되도록 잡고 팔을 

곧게 펴서 몸통과 팔을 15°로 유지하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1분의 휴식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평균치를 기

록하 다[23].

2.3.3 고유수용성감각 측정

주 의 고유수용성 감각은 Dartfish를 이용하여 

치감각을 측정하 다[24]. 측정은 주  외측상과

와 제5 수골 외측에 마커를 부착한 후 앉은 자세에서 테

이블 에 주 을 최 로 신 시킨 상태에서 각도

기로 60°에 맞추어 상자에게 5 간 각도를 기억하게 

한 후 5  후에 다시 시작자세로 와서 상자에게 스스로 

60°를 찾게 하 다. 이 과정을 캠코더로 촬 한 후 컴퓨

터에 장하고 Dartfish 상분석 소 트웨어를 이용하

여 손목의 각도를 측정한 후 계산된 결과를 데이터 테이

블로 출력한 후 목표각도와 재 한 각도의 오차를 수

화하 다.

2.4 운동프로그램

연구 상자에게 실시한 운동 로그램은 김지  등

[25]과 김원문 등[26]이 제시한 운동 로그램을 수정, 보

안하 으며, Hume 등[27]과 Ellenbecker 등[18]이 주

 외측상과염의 방을 해 견갑 주  근육을 강화하

는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고 언 하여 고

유수용성감각 증진을 해 견갑 안정화운동을 포함시켜 

운동 로그램을 작성하 다. 자세한 운동방법은 <표 2>

와 같다.

2.4.1 실험군 Ⅰ 운동프로그램

1단계는 통증을 조 하는 단계로서 안정 시와 진시 

통증을 호소하고, 양측 악력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

우로, 스트 칭과 등척성운동을 실시하 다. 안정 시 통

증은 없고, 진 시 미세한 통증이 있으며, 양측 악력이 

50% 미만인 경우 2단계로 진행하 다. 맨손으로 운동을 

실시하다가 앉은 자세에서 주 을 90° 굽힌 상태에서 

아령과 밴드를 이용하여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 으며, 

2단계 운동이 수월해지면 3단계로 진행하 으며, 각 단

계별 스트 칭은 30  지속, 3세트를 실시하 다. 아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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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ercise Program

Level Exercise

Ⅰ

Stretching

Isometric

Grip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soft ball(elbow 90° Flexion posit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Ⅱ

Stretching

strengthening

Grip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Dumbbell & Theraband(elbow 90° Flexion position) :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Ulnar deviation, Radial deviat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Scapular stabilization : Closed-chain exercise(floor, Gymball) - Experiment Ⅱ

soft ball(elbow 45° Flexion position)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Ⅲ

Stretching

strengthening

Grip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Dumbbell & Theraband(elbow full extension position) : Elbow(flexion, extension), Forearm(pronation, 

supination), Wrist(flexion, extension), Ulnar deviation, Radial deviation -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Scapular stabilization : Open-chain exercise(Theraband, Dumbbell) - Experiment Ⅱ

soft ball(elbow full extension position) Experiment Ⅰ& Experiment Ⅱ

밴드를 이용한 근력강화운동은 10회, 3세트를 기본으로 

실시하 다.

2.4.2 실험군 Ⅱ 운동프로그램

1단계 운동방법은 실험군 Ⅰ과 동일하며, 2단계에서는 

상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기 해 바닥과 짐볼 

에서 닫힌 사슬운동을 추가로 실시하 으며, 3단계 역

시 실험군 Ⅰ과 운동방법은 동일하고, 견갑골 안정화운

동은 밴드와 아령을 이용하여 열린사슬운동을 추가로 실

시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다. 운동

군 간의 측정 ․후의 측정변인에 한 차이는 응표

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운동군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압통역치의 변화

각 집단 내 ․후 변화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압통역치는 실험군 Ⅰ에서 0.41㎏/sec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실험군 Ⅱ에서 0.80㎏/sec 증가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3>. 압통역치의 

운동군 간 차이에 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험 후 각 

운동군간의 압통역치의 변화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1)<표 3>.

3.2 악력의 변화

각 집단 내 ․후 변화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악력은 실험군 Ⅰ에서 1.60㎏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5), 실험군 Ⅱ에서 5.87㎏ 증가하여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표 3>. 악력의 운동군 간 차이에 

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험 후 각 운동군간의 악력

의 변화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표 3>.

3.3 관절위치 감각의 변화

각 집단 내 ․후 변화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치 감각은 실험군 Ⅰ에서 2.53°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실험군 Ⅱ에서 3.66 감소하여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3>. 치 감각의 운

동군 간 차이에 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험 후 각 

운동군간의 치 감각의 변화는 통계학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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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exercise way according to 
pressure pain, grip strength, joint 
position sense

Group Pre Post t

Pressure pain

(㎏/sec)

ExperimentⅠ  3.70±0.81
a

 4.11±0.61 -4.534
***

ExperimentⅡ  3.65±0.60  4.91±0.74 -6.3218***

t 0.205 0.556
##

Grip strength

(㎏)

ExperimentⅠ 35.93±7.57 37.53±6.92 -2.506*

ExperimentⅡ 36.33±4.25 42.20±4.83 -6.727
***

t -0.178 -2.143#

Joint position 

sense(°)

ExperimentⅠ  8.60±1.30  6.07±1.10 6.971
***

ExperimentⅡ  8.53±1.13  4.87±0.99 9.203***

t 0.150 3.140
##

aMean±SD, 

Paired t- test : 
*
: p<.05, 

***
: p<.001

Independent t-test : 
#
: p<.05, 

##
: p<.01

Ⅳ. 고찰

고유수용성 감각이 하되어 질환이 만성화되고 재발

률이 높은 산업체 만성 외측상과염 환자의 리를 해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여 주  주변 근육의 상호작

용이 조화롭게 유도할 수 있는 운동 로그램은 매우 

요하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근육, 인 , 에 있는 기계  수

용체(mechanoreceptor)가 근육과 인 의 움직임, 의 

치나 움직임을 의식   무의식 으로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추, 말  반응  반사를 통해 신체 의 

안정성과 신경근을 조 하는 특수감각으로 일상생활에

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기능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

정하는 역할에 여한다[28][29]. 재활마무리 단계에서 

질환재발  만성화 리에 매우 요한 고유수용성감각

의 회복은 기능  움직임 상황에서 항에 해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되는 근력에 의해 가장 효과 으로 진

된다[30][31].

산업체 외측상과염 환자는 요측수근신건 는 손가락 

신 근건에 한 과도한 작업부하에 따라 근육 과긴장, 

총수근신근건의 미세손상 반복, 진 인 조직의 퇴행, 

염증의 만성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가동제한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근육사용의 부조화가 고유

수용성 감각 하를 일으킨다[32][33]. 한 주 과 일

차  근방추로부터 실제 들어오는 감각과 경험된 감각 

사이에 모순(error)을 일으켜[34] 주  주변 근육들 간

의 력작용에 따른 기능 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여 

해당 근육의 근력을 감소시키고 운동의 제한은 칭 

근육의 근력도 감소시켜 수근신근 뿐만 아니라 상지근육

의 총 근력도 감소되어 나타나는 근육의 부조화는 질환

을 더욱 만성화시키고 재발률은 증가시킨다[35].

본 연구에서는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훈련에 따른 고

유수용성감각 증진이 외측상과염 환자의 통증과 악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통증검사로서 압통역치

와 악력, 고유수용성 감각검사로서 치 감각검사 

측정을 통하여 임상실험을 실시하 다.

압통역치와 악력은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모두 운동

․후 변화에 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치 감각은 실험군 Ⅰ과 실험군 Ⅱ 모두 운동 ․

후 변화에 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군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 Ⅱ는 실험군 Ⅰ에 비해 압통역치

와 악력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치 감각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주  외상과염 환자를 상으로 한 

탄력밴드를 이용한 견  고유수용성 증진훈련 후 통증

이 4.6 , 악력이 12.7㎏ 증가하 다는 김지  등[25]의 

연구와 일치하며, 8주간 체외충격 치료, 견  고유수

용성 운동 로그램, 병행집단으로 나 어 실시한 후 고

유수용성 감각이 1.03°, 4.10°, 6.80°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26].

김권  등[36]은 Gimball 운동과 같은 동 심안정성 

운동은 고유수용성감각을 강하게 자극하여 반사신경과 

균형감각을 향상시킨다고 하 으며, Roerdink 등[37]은 

균형능력의 증가는 근기능을 조화롭게 하여 신체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하여 

외측상과염 환자에게 주  근력강화운동에 추가로 실

시한 견갑 안정화운동이 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과정

에서 고유수용기가 충분히 자극되었다는 것을 운동 후 

치 감각의 감소로 확인하 으며, 감소된 치 

감각에 따라 팔굽주 의 근육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되어 손상건에 가해지는 압박을 감소시켜 압통역치가 증

가되었으며[38], 근육의 조화와 압통역치의 증가에 따라 

악력이 증진된 것으로 단하 다.

이상의 결과로 6주간의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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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만성 외측상과염 환자의 치 감각을 감소시

키고 압통역치와 악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되며, 

향후 산업체 외측상과염 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률 개선을 

한 운동 로그램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이 산업체 외측

상과염 환자의 압통, 악력  치 감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K산업체 외측상과염 환자 30명을 

상으로, 주  운동 로그램군 15명,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군 15명씩 할당하여 실험한 결과 고유수용성감

각 증진 훈련군에서 치 감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

고, 압통역치와 악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결과로부

터 고유수용성감각 증진 훈련이 견갑 , 주   손목

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이 

자극되어 증가된 고유수용성 감각에 따라 팔굽주 의 근

육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되어 손상건에 가해지는 

압박을 감소시켜 압통역치가 증가되었으며, 근육의 조화

와 압통역치의 증가에 따라 악력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

되며, 외측상과염 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방지를 목 으로 

하는 운동 로그램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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