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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견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개발하고 관절가동범위, 통증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G시 소재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한 견관

절 환자 중 실험군 30명, 대조군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두 그룹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는 

관절가동범위의 내회전 정도와 통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절가동범위의 굴곡, 외전 

정도와 삶의 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 교육의 임상 적용은 외래 뿐만 

아니라 병동에서도 간호사의 환자교육에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간호 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 견관절 환자, 동영상 운동교육, 관절가동범위, 통증,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ideo exercis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shoulder-joint and evaluate the effects on range of motion, pain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30 experimental groups and 26 control groups among shoulder-joint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orthopedic outpatient clinics at university hospitals in G city from January to June 

2020. For data analysis, SPSS was used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and 

the pre-homogeneity t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s by χ2-test and t-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ject's pre-post score chang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ternal rotation of the range of motion and pain scor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lexion, abduction degree of the range of mo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clinical 

application of video education can be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nursing practice as it saves 

time spent on patient education of nurses not only in outpatients but also in 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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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오

십견 진료 환자 수는 2016년 744,330명, 2017년 

751,280명, 2018년 769,590명, 2019년 789,403명으

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

년 정형외과의 내원환자 중 40대가 15.3%, 50대가 

34.1%, 60대가 26.7%, 70대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3.7%가 외래를 통해 통증감소와 관절가

동범위운동을 목표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1,2].

어깨 관절은 손상받기 쉬운 관절이며, 가장 흔한 근골

격계 통증 부위로 어깨 기능 장애는 다양한 환자 집단에

서 흔하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3].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가장 흔한 원인

으로 대부분 50대 전·후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이 흔하다. 이러한 통증은 운반, 밀기, 당기기, 

손질, 수면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으로도 이어

지게 되므로 효과적인 어깨 운동을 통해 통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3,4]. 어깨 운동은 어깨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어깨 기능을 향상시키며,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

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5]. 하지만, 환

자에게 정확한 운동법을 숙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및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빠르게 돌아가는 외래

에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운동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간단한 운

동이지만 환자들이 익숙하게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운

동하기까지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은 개인별 수준과 속도에 

맞출 수 있으며,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각

적 매체로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개별화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동영상 운동교육은 통증완화 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7]. 

동영상 기반의 견관절 운동과 관련한 국외 연구를 살

펴보면,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동영상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깨 운동범위, 통증, 기능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8], 견갑골 운동 장애가 

있는 대상자 중 비디오를 이용한 피드백을 받은 그룹에

서 견갑골 조절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9], 비디

오 교육이 관절가동범위에 큰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

시한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어[10] 어깨 통증의 보존

적 치료로 운동요법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11]. 국내의 

중재 연구 중 동영상 교육을 통한 어깨재활운동 융합프

로그램은 어깨 수술환자의 통증은 감소시키고 관절가동

범위 및 자기효능감은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고[12], 견

관절 교정운동과 신경가동운동 프로그램 적용 시 통증

은 감소시켰으나 관절가동범위 중 일부만 향상시켰다

[13]. 오십견 환자에게 자가운동과 견갑골 안정화 복합

운동 중재 후 관절가동범위의 외회전과 내회전의 증가, 

통증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같이 견관절 통증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대부분 직접 대상자를 모집

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하

는 연구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영상 운동교

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견관절은 일상생활 수행 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8], 외래에 내원한 견관절 환

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통증, 삶의 질 변화까지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제작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치료의 성과를 높이고, 관절

가동범위, 통증,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만족도

를 높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영상 운동교육을 개발 및 적용하

여 견관절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통증 및 삶의 질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동영상 운동교육이 견관절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동영상 운동교육이 견관절 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4) 동영상 운동교육이 견관절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1.3 연구의 가설

․ 가설 1.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관절가동범위 정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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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1.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굴곡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1-2.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외전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1-3.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내회전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 가설 3.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1.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체적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2.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정신적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견관절 환자에게 동영상 운동교육을 실시

하여 관절가동범위, 통증,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설계 모형은 Fig 1과 같다.

Subject (n=56)

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26)

Pre-test (ROM, Pain, QOL)

Video exercise education Brochure education

Post-test (ROM, Pain, QOL)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ROM : Range of Motion

QOL : Quality of Life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G시 소재 대학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 .8, 유의수준 .05, 검정력 .8로 

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각 그룹 26명으로 

총 52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한 4명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26명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 4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자 

· 전문의로부터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휴대폰 사용시간, 운동정

도, 음주 유무 및 흡연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견관절 통

증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통증위치, 통증부위, 병력기간 

등을 조사하고 운동방법에 대한 교육의 이해도를 조사

하였다.

2.3.2 관절가동범위

관절가동범위는 관절각도계(IM360)를 이용하여 견

관절의 운동 각도(굴곡, 외전, 내회전)를 측정하였다. 대

상자가 앉은 자세에서 견관절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 정상범위는 굴곡 150°∼180°, 외전 150°∼ 

180°, 내회전 40°∼70°이다. 

2.3.3 통증

통증의 정도는 통증자각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0점(통증없음)

부터 10점(매우 심함)까지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점수를 말한다.

2.3.4 삶의 질

삶의 질은 SF-12[15]의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

다. 총 12문항으로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Physical 

Components Score; PCS) 6문항, 정신적 건강관련 삶

의 질(Mental Components Score; MCS)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5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합을 100점

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삶의 질 

Cronbach’s α는 .89, 정신적 삶의 질 Cronbach’s α는 

.86이었고[1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신체적 삶의 질 

Cronbach's α는 .80, 정신적 삶의 질 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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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시행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연구 도중에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

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대조군에게 사후조사가 끝난 후 동영상 운동교

육을 제공하였다. 

2.5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내용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차를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

저 대조군의 사전, 사후 조사 후 실험군을 사전 조사하

고 실험처치를 한 후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조군

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험군은 4월부터 6월까

지 진행되었다. 

2.5.1 견관절 운동에 대한 동영상 개발

견관절 운동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

내·외의 문헌고찰, 전문의 자문, 병원 매뉴얼을 토대로 

연구자가 견관절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운동법의 

지침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견관절 운동프로

그램은 C 대학병원 정형외과 관절전문의 1인, 정형외과 

전공의 1인, 정형외과 간호사 2인, 간호학 교수 1인으로

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 

후 최종 견관절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성한 내

용을 촬영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친밀감을 높이도록 

정형외과 의사 1인이 어깨운동의 이론 및 운동법을 설

명하고, 간호사 2인이 환자역할과 보조를 담당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은 정형외과 전공의와 연구자가 담

당하였다. 견관절 운동프로그램 동영상은 총 7분 12초

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어깨 운동 목적 및 필요

성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어깨 운동법의 원리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부분은 어깨 운동의 3가지 운동법에 

대한 내용, 네 번째 부분은 견관절 스트레칭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5.2 견관절 운동 동영상 내용 타당도 평가

견관절 운동프로그램의 동영상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

해 C 대학병원 정형외과 관절전문의 1인, 정형외과 전

공의 1인, 정형외과 간호사 2인, 간호학 교수 1인이 평

가하였다. 전문가들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고 프로그램

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4점 척도 총 5

문항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의 적절성, 관심, 효과

성,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5.3 사전조사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는 견관절 환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조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에 실험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로 선정

된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이용

하여 일반적 특성 및 통증정도, 삶의 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보조원 1인이 관절각도계를 이용하여 관

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2.5.4 실험처치

견관절 환자를 위해 제작한 동영상 운동교육을 실험

군에게 내원 첫날과 2주 후에 총 2번 정형외과 외래 교

육실을 이용하여 연구보조원과 정형외과 간호사가 교육

을 시행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총 3가지 운동법(수동적 

굴곡운동, 팔 벌려 옆구르기, 손목잡고 돌리기)을 각각 

10분씩 30분간, 하루에 4차례 매일 운동하도록 교육하

였으며 매주 전화통화를 통해 운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조군에게는 내원 첫날과 2주 

후에 Brochure를 이용한 구두 운동교육을 시행하였다.

  

가. 동영상 운동요법의 구체적인 순서 

1) 어깨운동법 목적과 필요성, 원리 

2) 견관절 스트레칭 

가) 수동적 굴곡운동: 편안하게 누움 → 누운 상태에

서 아픈 팔을 최대한 들어 올림 → 앞 동작의 범위

에서 반대팔을 이용해서 최대한 밀어줌 → 앞 동

작의 범위에서 10초간 휴지기를 가짐 → 팔의 이

동범위 점차적으로 늘리며 반복하기

나) 팔 벌려 옆구르기: 아픈 팔을 벌려 몸과 직각이 되

도록 유지하고 아픈 팔이 바닥을 향하도록 옆으로 

누움 → 아프지 않은 팔이 아픈 팔에 닿을 수 있도

록 점진적으로 옆구르기를 진행함(팔의 힘은 빼고 

자연스럽게 위치시킴) → 통증으로 더 이상 내회

전이 불가능 할 때는 10초간 휴지기를 가짐 →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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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범위 점차적으로 늘리며 반복하기 

다) 손목잡고 돌리기: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림 → 팔

꿈치와 어깨의 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아픈 팔을 내회전함 → 반대팔을 이용하여 바닥 

쪽으로 약간 더 누른 후 10초간 유지함 → 팔의 

힘을 뺀 후 초기 위치에서 10초간 휴지기를 가짐 

→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위 동작을 지속

적으로 반복함(몸통과 팔, 팔과 팔꿈치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2.5.5 사후조사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첫 방문으로부터 4주 후에 사

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보조원 1인이 관절각도계를 이용하여 관절가동범위

를 측정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분

포와  동질성 검사 및 두 집단 내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

전․사후 차이검증은 Kolmogorov-Smirnov tes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실험군 30명, 대조군 26명으로 총 56명이었다.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성 14명(46.7%), 여성 16명(53.3%)로 여

성이 비율이 높았다. 평균 연령은 실험군이 59.93세, 대

조군은 58.84세였고, 병력기간은 실험군이 15개월, 대

조군은 8개월이었고, 휴대폰 사용시간은 두 군 모두에서 

2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규칙적인 운동은 두 군 모두

에서 일주일에 1-2번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통증 위

치는 오른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하였다.

3.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설 1의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관절가동범위 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확

인하기 위하여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

군의 운동교육 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 가설 1-1.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굴곡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 결과 동

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굴곡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

는 114.67±29.33점, 사후검사가 143.33±29.28점, 대

조군의 사전검사는 107.88±27.03점, 사후검사가 

128.85±27.07점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점수차가 더 컸

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동영

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의 굴곡

정도에 따른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 가설 1-2.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외전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 결과 동

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외전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

는 101.83±32.81점, 사후검사가 134.33±35.20점, 

대조군의 사전검사는 86.15±26.05점, 사후검사가 

101.73±31.65점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점수차가 더 컸

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동영

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의 외전

정도에 따른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 가설 1-3.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내회전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 결과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내회전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

검사는 38±10.95점, 사후검사가 54.33±15.69점, 대

조군의 사전검사는 36.54±16.23점, 사후검사가 

41.92±11.67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내회전 정도가 높게 나타나 가설 1-3

은 지지되었다. 

가설 2의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통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

동교육 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영상 운동교육

을 받은 통증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 6.57±2.33점, 

사후검사가 2.50±1.79점, 대조군은 사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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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04점, 사후검사가 4.42±1.79점으로 나타나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영상 운동교육

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증 점수가 낮

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의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확인하

기 위하여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교육 후 점수를 분석하였다. 

․ 가설 3-1.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체적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 결과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을 받은 신체적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는 28.52±7.47점, 사후검

사가 35.56±7.37점, 대조군의 사전검사는 26.85±6.01

점, 사후검사가 30.29±7.18점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점

수차가 더 컸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

라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의 신체적 삶의 질 정도에 따른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 가설 3-2.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정신적 삶의 질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 

결과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정신적 삶의 질에 대한 실

험군의 사전검사는 33.23±11.26점, 사후검사가 

43.91±7.71점, 대조군의 사전검사는  31.94±8.61점, 

사후검사가 37.86±9.35점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점수차

가 더 컸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

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의 정신적 삶의 질 정도에 따른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Table 1.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30) Cont.(n=26)

χ2 or t p
M±SD or n(%) M±SD or n(%)

Age (yr) 59.93±8.04 58.54±8.12 -0.645 .522

Gender
Male 14(46.7) 11(42.3)

0.107 .743
Female 16(53.3) 15(57.7)

Smartphone using time 

(1day)

〈 30min 10(33.3) 9(34.6)

0.192 .979
30min∼〈1hr 7(23.3) 5(19.2)

1hr∼〈2hr‘s 6(20.0) 5(19.2)

≥2hr‘s 7(23.3) 7(26.9)

Exercise frequency

None 6(20) 7(26.9)

1.954 .744

1-2 times/week 9(30) 10(38.5)

3-4 times/week 9(30) 6(23.1)

5-6 times/week 5(16.7) 3(11.5)

Every day 1(3.3) 0(0)

Alcohol drinking
Yes 8(26.7) 6(76.9)

0.096 .757
No 22(73.3) 20(23.1)

Smoking
Yes 8(26.7) 4(15.4)

1.053 .305
No 22(73.3) 22(84.6)

Pain position

Rt 21(70) 20(77)

0.433 .805Lt 8(26.7) 5(19.2)

Both 1(3.3) 1(3.8)

Pain area
One 16(53.3) 15(57.7)

0.107 .743
Two 14(46.7) 11(42.3)

Periods of pain(month) 15.50±27.96 8.12±11.13 -1.261 .213

Understanding of education

Very well 24(80) 18(69.2)

4.997 .082Well 6(20) 4(15.4)

Moderate  0(0) 4(15.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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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30) Cont.(n=26)

χ2 or t p
M±SD M±SD 

Range of motion

Flexion 114.67±29.33 107.88±27.03 -0.895 .375

Abduction 101.83±32.81 86.15±26.05 -1.959 .056

Internal rotation 38±10.95 36.54±16.23 -0.389 .699

Pain 6.57±2.33 6.62±2.04 0.083 .934

Quality of Life(QoL)

Physical 
components score 28.52±7.47 26.85±6.01 -0.912 .366

Mental 
components
score

33.23±11.26 31.94±8.61 -0.485 .63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p<.001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56)

Table 3. Differences in Range of Motion, Pai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Range of motion

Flexion
Exp.(n=30) 114.67±29.33 143.33±29.28 28.67±24.32

-1.034 .306
Cont.(n=26) 107.88±27.03 128.85±27.07 20.96±31.40

Abduction
Exp.(n=30) 101.83±32.81 134.33±35.20 32.50±30.36

-1.935 .058
Cont.(n=26) 86.15±26.05 101.73±31.65 15.58±35.08

Internal rotation
Exp.(n=30) 38±10.95 54.33±15.69 16.33±12.99

-2.619 .011*
Cont.(n=26) 36.54±16.23 41.92±11.67 5.38±18.16

Pain
Exp.(n=30) 6.57±2.33 2.50±1.79 -4.07±2.36

2.911 .005**
Cont.(n=26) 6.62±2.04 4.42±1.79 -2.19±2.44

Quality of 

Life(QoL)

Physical 
components 
score 

Exp.(n=30) 28.52±7.47 35.56±7.37 7.04±7.13
-1.832 .072

Cont.(n=26) 26.85±6.01 30.29±7.18 3.44±7.56

Mental 
components
score

Exp.(n=30) 33.23±11.26 43.91±7.71 10.68±10.53
-1.763 .084

Cont.(n=26) 31.94±8.61 37.86±9.35 5.92±9.5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견관절 환자에게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

육을 시행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관

절가동범위는 굴곡, 외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내회전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는 38점, 사

후검사가 54점, 대조군의 사전검사는 36점, 사후검사가 

42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

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내회

전 정도가 높게 나타나 동영상 운동교육이 견관절 환자

의 관절가동범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

을 통해 관절가동범위의 효과가 확인된 선행연구는 찾

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다른 방법의 운동교육을 시행한 

연구와 비교하였다. 오십견 환자에게 견갑골 자세교정운

동을 적용한 연구[13]에서는 굴곡, 외전, 내회전의 각도

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견갑

골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연구[14]도 굴곡, 외전, 외회

전, 내회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밴드운동을 

적용한 연구[17]에서는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에 대

한 가동범위가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어깨 통증이 있는 중년여성에게 8주 동안 요가를 적용

한 연구[16]에서는 굴곡, 신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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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범위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탄력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

보면,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의 연구[18]에

서는 굴곡, 외전, 내회전, 외회전 범위가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견갑근막 동통증후군을 

호소하는 중년여성을 대상의 연구[19]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견관절 가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견관절 환자가 가장 힘들

어하는 관절가동범위인 굴곡, 외전, 내회전을 선택적으

로 평가하여 신전, 외회전은 포함하지 않았고, 각 연구

에서의 운동방법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력밴드를 이용

한 동영상 운동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탄력밴드를 이용한 동영상 운동교육이 관

절가동범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통증 정도는 10점 만점에 실험군은 사

전검사는 6.57점, 사후검사가 2.50점, 대조군은 사전검

사 6.62점, 사후검사가 4.42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영상 운동교육을 받은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통증 점수가 낮게 나타나 동영상 운

동교육이 견관절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십견 환자의 견갑골 자세교

정운동을 적용한 연구에서 실험 전 6.89점에서 실험 후 

4.72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3], 견갑골 안정화 운

동을 적용한 연구도 실험 전 7.43점에서 실험 후 4.26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14]. 견관절 환

자에게 요가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6],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회전근개봉합술 환자

를 대상으로 4주간의 탄력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이 통

증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18], 견갑근막 동통증후

군 중년여성에게 8주간 적용한 탄력밴드 저항운동의 효

과를 살펴보면, 어깨 통증정도가 10점 만점에 실험군은 

사전검사는 5.67점, 사후검사가 3.13점, 대조군은 사전

검사 5.36점, 사후검사가 5.61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9]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운동요

법은 어깨 통증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

다. 다만, 다양한 운동요법 중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법

을 찾기 위해서는 메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

사는 28.52점, 사후검사가 35.56점, 대조군의 사전검사

는 26.85점, 사후검사가 30.29점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점수 차가 더 컸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삶의 질에 대한 실험군의 

사전검사는 33.23점, 사후검사가 43.91점, 대조군의 사

전검사는  31.94점, 사후검사가 37.86점으로 나타나 실

험군의 점수 차가 더 컸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둘레근 손상 환자에게 물

리치료 프로그램을 12주간 적용한 Bae 등[20]의 연구

에서 삶의 질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h와 

Kim[21]의 연구에서는 유착성 관절주머니염 환자를 대

상으로 시행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6주 후에 전

반적인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영역에서 실

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는 Oh와 Kim[21]의 연구대상자에 비해 고령이며, 성

별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점에서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견관절 환자에게 동영상 운동교육을 실시

하여 기존에 시행하였던 Brochure를 통한 운동교육보

다 이해가 쉽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이 반복

적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동작을 따라하며 운동방

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임상현장에서의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은 인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견관

절 환자를 위한 운동교육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정형외과 외래에 방문한 견관절 환

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을 스

스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반복적으로 스스로 볼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에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대상자로 제

한시켰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견관절의 관절가동범위 및 통증정도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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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시기에 측정된 실험군

과 대조군의 결과는 동질성 검증이 되었음에도 제한점

으로 볼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견관절 환자를 위한 운동교육 동영상을 개

발하고,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을 통해 견관절 환자

의 관절가동범위, 통증,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동영상 운동교육 내용은 어깨 

운동의 목적과 필요성, 어깨 운동법의 원리, 주의사항,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 3가지(전방거상 운동, 전방거상 

내전운동, 전방거상 내회전 운동), 견관절 스트레칭(수동

적 굴곡운동, 팔 벌려 옆 구르기, 손목 잡고 돌리기) 등

으로 구성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첫 외래 방문과 2주 후 

방문 시,  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을 설

명하고 제공하였으며, 매주 전화로 동영상 운동교육을 

보며 운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 견관

절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중 내회전과 통증 완화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영상을 이용한 운동교육이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향후 임상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병원 견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견관절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질환

별로 분류하여 동영상 운동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굴곡 및 외전의 운동교육 내용을 

보강하여 동영상 운동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동일한 시기에 실험군과 대조군

을 배치하여 계절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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