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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오십견이라고도 일컬어

지며 조직의 퇴행성 변화나 다른 선행 질환에 의해 관

절낭의 비후와 관절강의 용적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으

로 서서히 진행하는 동통과 점진적인 관절 가동범위의

감소가 일어나 수면장애, 운동장애, 일상생활의 동작장

애를 주 증상으로 하며 40~60세에 주로 발생한다(1). 또

한 노동자들보다 사무근로자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

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우세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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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적용이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환자의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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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동자극 적용이 견관절 가동범위 증가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관절가동 범위 제한을 가지고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

작위로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을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각 운동군은 주3회 4주간 실시하였고, 각도계를 사용하

여 견관절 굴곡, 외전, 외회전을 측정 하였다.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4주 동안 어깨 굴곡, 외전 및 외부 회전

운동 범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따라서 진동 자극 적용은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가동범위를 개선하기 위

한 효과적인 중재이다.

주요어 : 유착성 관절낭염, 진동 자극 적용, 운동 범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increase of range of motion of shoulder joint in the 
patients with shoulder adhesive capsulitis by applying the vibratory stimulation. In terms of subjects of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15(4 male, 11 female)and the control group 15(5 male, 10 female) were divided. 
The measurement of the shoulder range of motion was taken by measuring the degrees of flexion, abduction, 
and external rotation with a goniometer from pre treatment to one to four week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re wa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range of motion of the  
shoulder flexion, abduction, and external rotation during four weeks.  In summary, the vibratory stimulation are 
effectiv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shoulder adhesive capsulitis, patient`s range of motion of shoulder joint.

Key Words : Adhesive capsulitis; Vibration sensory; Range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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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에서 발병하기 쉽다(2). 유착성 관절낭염의 원

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3), 시간이 경과

되면 어느 정도의 관절 운동이 회복되는 자연치유 질환

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가동범위의 회복치료법은 단계별로 나뉘는데

통증기에 Codman 운동과 저강도 관절가동화기법을 이

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두 번째 단계인 동결기에는

PNF 기법과 같은가동범위 운동을 시행하며 마지막단

계인 해빙기에서는 관절가동범위 유지운동을 지속적이

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통증감소와 관절가동범위 증

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물리치료 이외에 도수치료, 관절

가동화기법, PNF등 많은 치료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최

근에는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위해 진동치료가 사용되

고 있다. 진동치료는 고유수용성감각, 신경근 활동의

증가, 관절가동범위 증진 등에 유의한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Bakhtiary등 (4)은 1분간 50Hz 진동으

로 근육에 진동훈련을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근력증가

와 통증감소를 보고하였다. Torvinen등 (5)은 4개월간

의 전신진동훈련을 통해 점프력과 하지의 굴근력 증가

에 유의한 영향 있다고 보고하였고, Broadbent(6)는 통

증으로 제한된 근육에 1분간 전신진동훈련을 적용하여

5일간 관찰한 결과 진동 훈련군이 엉덩이근육, 종아리

근육의 통증감소와 혈액변인의 결과로 염증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Delecluse(7)은 12

주 동안 전신진동을 적용한 결과 하지의 신전근과 대항

행동 점프에서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동자극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보

고 되고 있으나, 선행 연구는 전신진동자극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적용 시간이 1분 정도로 매우 짧아 치

료효과를 크게 기대할수 없을것이라생각되어본 연

구에서는 회전근개 근육을 극상근 영역과 극하근, 소원

근, 대원근 영역으로 나누어 10분간 60Hz이라는 비교

적 긴 시간의 국소적 진동 적용이 견관절 유착성 관절

낭염 환자의 관절 가동범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유효성을 평가 분석 하여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관절 가동범위 증진에 도움을 제공 하고자 하는데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한 K의

원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 중 유착성 관절낭염 이외 견관절에 영향을 줄 만

한 질환이 없으며, 수술을 하지 않은 자, 전정계 손상이

나 시력장애로 인한 균형의 문제가 없는 자, 진동 자극

기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유

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 결관절에 관절가동범위 단축

이 있는 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진동자극

기를 이용한 진동 자극군 15명, 일상적인 물리치료를

이용한 물리치료군 15명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 주3회

4주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실험 과정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실험 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를 구하였으며,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2. 실험장비

2.1 관절측각기

측각기로는 길이15cm, 허용각도 360도,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본형 고니오미터를 사용하여 관

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Fig 1).

2.2. 진동적용 장비

Vibrator SASO RX110 - 출력 60Hz 4200 rpm

의 진동적용 장비를 사용하였다(Fig 2).

2.3. 실험방법

총 4주의 실험기간 동안 매주 3회 치료를 실시하

였다. 두 그룹 모두 준비운동과 온습포 20분을 환측

어깨에 적용 후 진동자극과 중주파 전류 자극 치료

와 초음파 치료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본 운동 후 정

리 운동을 실시하였다. 1회의 운동은 준비운동, 본

운동 그리고 정리운동의 단계로 구성하였고, 준비운

동과 정리운동은 스트레칭과 간단한 체조 위주로

근육 및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로

하였으며, 각각 5분씩 실시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두 그룹 모두 자가 운동을 통제 하였다.

2.3.1 진동자극

진동 자극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견관절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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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Supraspianatus), 극하근(Infraspinatus), 대

원근(Teres major), 소원근(Teres minor) 영역으

로 분류하여 각 5분씩 총 20분 동안 60Hz, 4200rpm

으로 진동 자극을 시행하였다.

2.3.2 일상적 물리치료

일상적 물리치료는 환측 견관절에 100bps 진폭

변조 주파수의 중주파 전류와 2∼3W/cm²의 초음파

를 이용하여 견관절의 극상근(Supraspianatus), 극

하근(Infspinatus), 대원근(Teres major), 소원근

(Teres minor) 영역에 각각 15분, 5분씩 적용 하였

다.

2.4 관절가동범위측정

관절가동범위는 4주간 매주 치료 시작 전, 후에 관

절 측각기로 굴곡, 외전, 외회전 순으로 각 3회씩 측정

하여 평균을 사용하였다. 견관절 굴곡은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축은 오훼 돌기에 고정자는 액와 중심에 이동

자는 상완골의 외측 중앙선에 일치하도록 하여 측정하

였다. 외회전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축은 주두 돌기

에 놓고, 고정자는 바닥면과 수직으로 하며 이동 자는

척골에 일치시켜 측정하였다. 외전은 반듯이 누운 자세

에서 축은 견봉 돌기 전면에 놓고 고정자는 흉골의 전

면과 평행하게 놓고 이동 자는 상완골의 전면 중앙선에

일치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2.5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Version 12.0)을

이용하였고 치료구간별 유의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였으며 Scheffe의 사후 검정도 실시하였다. 진동 자

극군과 일상적인 물리치료군간의 유의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그림1. 각도계

Figure1. Goniometer

그림2. 진동적용기

Figure 2. vibrator SASO RX110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명 이었으며 전

체 30명 중 진동자극기를 이용한 진동자극군 15명, 일

상적인 물리치료를 이용한 물리치료군 15명으로 두 그

룹으로 나누었으며, 두 그룹 간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실시한 결과 두 그룹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1).

3.2 치료 기간에 따른 견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

3.2.1 견관절 굴곡 각도 변화

진동 자극군 에서는 치료 시작 전 108.78±3.8에

서, 4주 치료 후 131.60±2.0로 견관절 굴곡 가동범

위가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대조군인 일상적인 물리 치료군 또한 치료 시작전 1

07.15±3.2에서 4주 치료 후 116.04±3.0 로 견관절

굴곡 가동범위가 증가 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Table 2).

3.2.2 견관절 외전 각도의 변화

진동자극군에서는 치료 시작 전 98.11±1.34에서 4주

치료 후 127.06±1.9로 가동범위 증가가 나타났으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물리치료군에서는 치

료 시작 전 97.40±1.2에서 4주 치료 후 104.56±0.7로 견

관절 외전 가동범위가 증가 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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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견관절 외회전 각도의 변화

진동자극군에서는 치료 시작 전 40.08±1.7에서 4주

치료 후 60.02±2.4로 가동범위가 증가 하였고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물리치료군은 치료 시작 전

41.03±1.5에서 4주 치료 후 45.33±1.2 가동범위 증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2).

3.3 관절가동범위에 대한 사후 검정

관절가동범위에 대해서 각 주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3.3.1 견관절 굴곡 가동범위 사후 검정

진동자극군 에서는 진동적용 1주 후와 치료 전, 2주

후와 1주 후, 3주 후와 2주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지만, 4주 후와 3주 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대조군인 물리치료군은 치료 1주 후와 치료 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치료 2주후와 1주 후,

3주 후와 2주 후, 4주 후와 3주 후 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3.3.2 견관절 외전 가동범위 사후 검정

진동자극군 에서는 치료 1주 후와 치료 시작 전, 치

료 2주 후와 1주 후, 3주 후와 2주 후, 4주 후와 3주 후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조군에서는 1

주 치료 후와 치료 시작 전, 2주 후와 1주 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3주 후와 2주 후, 4주 후와 3주

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Table 3).

3.3.3 견관절 외회전 가동범위 사후 검정

진동자극군 에서는 1주 치료 후와 치료 시작 전, 2

주 후와 1주 후, 3주 후와 2주 후, 4주 후와 3주 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조군에서는 1주 치

료 후와 치료 시작 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주 후와 1주 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지만, 다시 3주 후와 2주 후, 4주 후와 3주 후 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3.4 기간에 따른 집단 간 관절가동범위 비교

3.4.1 견관절 굴곡 독립표본 T검정

기간에 따른 두 집단 간 견관절 굴곡 관절가동범위

를 비교하기 위해 치료 전에서 치료 4주까지 변화를 비

교한 독립표본T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 치료 전

을 제외한 치료 1주 후, 치료 2주 후, 치료 3주 후, 치료

4주 후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4).

3.4.2 견관절 외전 독립표본 T검정

기간에 따른 두 집단 간 견관절 외전 관절가동범위

를 비교하기 위해 치료 전에서 치료 4주까지 변화를 비

교한 독립표본T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 치료 전

을 제외한 치료 1주 후, 치료 2주 후, 치료 3주 후, 치료

4주 후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4).

3.4.3 견관절 외회전 독립표본 T검정

기간에 따른 두 집단 간 견관절 외회전 관절가동범

위를 비교하기 위해 치료 전에서 치료 4주까지 변화를

비교한 독립표본T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 치료

전을 제외한 치료 1주 후, 치료 2주 후, 치료 3주 후, 치

료 4주 후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Table 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Group Exp(N=15) Con(N=15) p

Gender
Male : 4

Female : 11

Male : 5

Female : 10

Age(years) 53.31±3.32 54.62±2.24 0.13

Height(cm) 159.21±8.21 160.73±5.86 0.65

Weight(kg) 61.93±7.024 62.96±6.64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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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치료 기간에 따른 견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

Table 2. Comparison of the shoulder ROM within

control group during treatment period

Pre

1

wee

ks

2

wee

ks

3

wee

ks

4

week

s

p

Fle

x

Exp

108.7

8±3.8

2

119.3

2±2.1

2

126.8

9

±2.21

130.0

4

±2.51

131.60

1±2.0
.00*

Con

107.1

5±3.2

4

111.0

0±2.7

6

114.1

0±2.8

3

115.9

2±2.9

2

116.04

±3.03
.00*

Abd

Exp
98.11

±1.34

108.3

5±1.5

7

116.4

5±2.1

2

123.2

0±2.6

3

127.06

±1.94
.00*

Con
97.40

±1.21

100.3

9±1.9

2

103.3

7±1.3

4

104.3

1±0.8

1

104.56

±0.76
.00*

Ext.

Rot

Exp
40.08

±1.73

44.02

±1.69

48.61

±1.85

54.13

±1.96

60.02±

2.48
.00*

Con
41.03

±1.52

42.05

±1.5

44.08

±1.36

45.03

±1.32

45.33±

1.27
.00*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Flex: Flexion, Abd : Abduction, Ext.Rot : External Rota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p<.05

표 3. 관절가동범위에 대한 사후 검정

Table 3. Post hoc comparison of the shoulder ROM

of each weeks

MD1 MD2 MD3 MD4

MD p MD p MD p MD p

Fle

x

Exp 10.54 .00* 7.57 .00* 3.14 .04* 1.56 .63

Con 3.84 .02 3.10 .10 1.82 .59 0.12 1.00

Abd
Exp 10.24 .00* 8.10 .00* 6.75 .00* 3.85 .00*

Con 2.98 .00* 2.98 .00* 0.94 .43 0.24 .99

Ext.

Rot

Exp 3.93 .00* 4.59 .00 5.52 .00 5.89 .00

Con 1.02 .41 2.02 .01 0.95 .48 0.30 .99

MD :　Mean difference

MD1 : after 1 week - before treatment

MD2 : after 2 weeks - after 1 week

MD3 : after 3 weeks - after 2 weeks

MD4 : after 4 weeks - after 3 weeks

*p<.05

표 4. 기간에 따른 집단 간 관절가동범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eriod of change in Shoulder

ROM between groups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p<.05

Ⅳ. 고 찰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동작들을 수행하

거나 보조하며 이러한 견관절의 율동적 운동은 근육들

의 협조 작용에 의한 운동성(mobility)과 근육 인대 구

조물의 연합에 의한 안정성과(stability)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기립 자세에 있어서는 안정성보다는 운동성이

강조되어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유

발하기 쉽다(8). 견관절 질환 중 임상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질환인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들은 통증과 관절

기능의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

다. 현재까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명확한

치료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9).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치료를 다

룬 선행연구에서는 관절가동범위의 회복 후 통증은 없

어지지만 운동범위의 마지막 10∼20%의 제한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고(10),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12∼24개월 사이에 서서히 회복되나 소수의 경우 관절

pre 1w 2w 3w 4w

Flex

Exp
108.78

±3.82

119.32

±2.13

126.89

±2.23

130.04

±2.54

131.60

±2.08

Con
107.15

±3.21

111.00

±2.72

114.10

±2.82

115.92

±2.95

116.04

±3.01

p .22 .00* .00* .00* .00*

Abd

Exp
98.11

±1.32

108.35

±1.52

116.45±

2.14

123.20±

2.61

127.06

±1.94

Con
97.40

±1.21

100.39

±1.93

103.37

±1.38

104.31

±0.88

104.56

±0.76

p .14 .00* .00* .00* .00*

Ext.

Rot

Exp
40.08

±1.70

44.02

±1.66

48.61

±1.81

54.13

±1.90

60.02

±2.43

Con
41.03

±1.50

42.05

±1.54

44.08

±1.34

45.03

±1.30

45.33

±1.20

p .12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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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제한과 통증 그리고 기능장애가 지속된다고 하였

다(11). 관절운동의 제한으로 환자들은 근육을 과도하

게 사용하고 견갑골의 회전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감

소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견관절 유착성 관절염에 시행하는 물리

치료인 간섭전류 자극은 운동신경 및 근육을 직접 자극

하여 근육수축을 일으킨다. 반복적인 근육수축은 근력

증강, 근육 지구력, 증강 등 신경근육 전기자극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수축-이완(contract-relax)은 궁극적으

로 이완을 일으킨다. 이것은 전기 자극으로 강한 근육

수축-이완을 반복하여 견관절 주위 근육의 이완을 유

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동 자극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리한 회전운동을 방지하며 보다 효과

적으로 치료에 적용 할 수 있다. 진동자극은 근방추로

부터 흥분성을 유입하여 진동자극의 조절을 통해 골지

건기관의 억제요소인 운동신경(motor neuron)을 향상

시킨다. Lebedev 등(12)은 진동이 운동신경에 유입되

면 짧은 방추-운동신경 연결고리 (short spindle-motor

neurons connection)를 통해 흥분성자극의 흐름을 야기

한다고 하였다.

Kasai(13)에 의하면 진동으로 인해 야기된 근방추

수용기의 활성은 직접적으로 진동 자극을 받은 부위의

근육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Deleclse(14)의 진동자극은 동적

근력과 초기 등척성 근력을 3.2∼48.8%, 점프높이 2.5∼

7.6%로 유의하게 강화 한다는 연구를 통해 진동은 근

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을 통해 진동자극이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그

룹으로 나누어 일반적 물리치료와 진동자극을 각각 적

용 하였고 기간에 따른 실험군의 견관절 굴곡각도의 변

화량을 보면 치료 전 108.78도에서 치료4주 후 131.60

도, 대조군 치료 전 107.15도에서 치료 4주 후 116.04도

로 증가 하였고, 견관절 외전각도 변화량에서 실험군은

치료 전 98.11도에서 치료 4주 후 127.06도, 대조군은

치료 전 97.40도에서 치료 4주 후 104.56도로 증가 하

였다. 또한 견관절 외회전 각도의 변화량에서 실험군은

치료 전 40.08도에서 치료 4주 후 60.02도, 대조군은 치

료 전 41.03도에서 치료 4주 후 45.33도로 증가 하였고

기간에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견관절 굴곡, 외

전, 외회전 관절가동범위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5). 또한 기간에 따른 두 집단 간 견관절 관절

가동범위을 비교하기 위해 치료 전에서 치료 4주까지

변화를 비교한 독립표본T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치료 전을 제외한 치료 1주 후, 치료 2주 후, 치료 3

주 후, 치료 4주 후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동 자극을 적용한 진

동 자극군이 일상적인 물리치료를 적용한 물리치료군

에 비해 견관절 가동범위의 변화량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 진동 자극은 견관절 주위 근육들의 활

성화를 통해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는 근절손상 또는 흥

분 수축 시 발생한 손상을 방지 시킬 수 있으며(15), 진

동 자극된 견관절 주위근육의 적절한 움직임이 근 손상

을 감소시켜 통증발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진동자극이 근방추를 자극 하여 보다 효

과적으로 근육 수축을 유발 시키는 효과 때문에 견관절

가동범위 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게 진동자

극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가동범

위가 제한되는 것을 막고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근력저하와 기능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적용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동자극의 효

과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진동 자극 기전의 특성에 대

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절 가동범위

증가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게 진

동자극 적용이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기간별 견관절 능

동관절가동범위의 변화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험하였다. 분석방법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동자극 적용군 15명과 일상적인 물리치료

군15명을 대상으로 치료 시작 전, 1주 후, 2주 후, 3주

후, 4주 후, 얻은 각각의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기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굴곡, 외전, 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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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견관절 능동관절가동범위 변화량은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견관절 굴곡 실험군에서

는 1주 치료 후와 치료시작 전에, 2주 치료 후와 1주 치

료 후, 3주 치료 후와 2주 치료후, 대조군에서는 1주 치

료 후와 치료 시작 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견관절 외전 실험군에서는 1주 치료 후와 치료 시작 전

에, 2주 치료 후와 1주 치료 후, 3주 치료 후와 2주 치

료 후, 4주 치료 후와 3주 치료 후에, 대조군에서는 1주

치료 후와 치료 시작 전에, 2주 치료 후와 1주 치료 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견관절 외회전 실

험군에서는 1주 치료 후와 치료 시작 전에, 2주 치료

후와 1주 치료 후, 3주 치료 후 와 2주 치료 후, 4주 치

료 후와 3주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p>.05)

또한 기간에 따른 비교에서 진동자극 적용군이 물

리치료군 보다 관절가동범위의 증가폭이 실험 4주 동

안 지속적인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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