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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 of supraspinatus muscle and tendon as well as biceps tendon
after pitching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pitchers by the application of sonoelastography. A total of 10
pitchers from Korean professional league were evaluated their supraspinatus muscle and tendon and long head
of biceps tendon of dominant arm by sonoelastography at all-star break period. After one month later, re-evaluations
were performed after pitching in the game. The strain ratio of supraspinatus muscle and tendon (red portion, soft;
blue portion, hard), thickness of supraspinatus and long head of biceps tendons were evaluated.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with pitching, numbers of pitches, maximal velocity, maximal difference of velocity and ratio of breaking
balls among pitches were investigated. The strain ratios of supraspinatus muscle, thickness of supraspinatus and
long head of biceps tendon were decreased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strain ratio of red portion
in supraspinatus tend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sonoelastograpic findings
and p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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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외.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의 극상근-건 및 이두박건 장두에 대한 탄성초음파 검사

서

요소 즉, 투구수, 투구속도 및 변화구 비율 등과 연관관계가

론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로야구 투수들에서
탄성초음파(Sonoelastography)는 초음파를 통하여, 연부조

우세 어깨에 투구가 극상근 및 극상건, 이두박건 장두에 미치

직의 기계적 특징, 즉, 탄성도(elasticity)와 경도(단단한 정도,

는 영향에 대해 탄성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하고자 하였다.

stiffness)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고전적으
로 외과영역에서 간, 유방의 암성 병변을 진단하는 하나의
1)

연구 방법

방법이었다 . 즉, 좀 더 부드러운 연부조직에서는 변형률
(strain ratio) 또는 탄성도(elasticity)가 증가하고, 좀 더 단단한
연부조직에서는 반대로 변형률 또는 탄성도가 감소하는 물성
2-4)

1. 대상자

특징을 이용한 진단적 방법이라 하겠다 . 한편, 근골격계

2015년도 LG 트윈스 프로야구 선수단에 투수로 등록된

4)

질환에서도 탄성초음파가 제한적으로 진단에 이용되어 왔다 .

34명의 선수 중, 7월 올스타 휴식기간(2015.7.17 –19)에 1군에

근골격계 탄성초음파의 결과로 근육부의 병변은 단단해지는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에 동의를 한 16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4-6)

경향이 있으며, 건 부위의 병변은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다 .

실시간 탄성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중 6명

또한, 이러한 질환성 병변 외에도, 저항성 운동 후 생기는 근육

의 선수들은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못하여 연구에서 제외

7)

의 손상은 근육의 탄성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었다 .

하였으며, 최종 10명의 투수들이 이번 연구에 포함되었다.

흔히 행해지는 일반적인 탄성초음파(conventional sonoelasto-

10명의 투수들의 나이의 중앙값은 29세(범위, 24 –35세), 키의
중앙값은 185 cm (범위, 177 – 193 cm), 몸무게의 중앙값은 89

graphy)는 압축 탄성초음파(compression sonoelastography)로
써, 초음파의 탐촉자(probe)에 압력을 가하여, 연부조직의 경도
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술자에 의존적이며, 탐촉자에 가해지는

kg (범위, 75 –105 kg)이었으며, 투구 경력의 중앙값은 18년(범
위, 14 – 25년)이었다(Table 1).

8-10)

다양한 정도의 압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따라서,

조직의 변형(strain)의 비(ratio)를 측정하는 것이 비교 분석하는
11)

2. 탄성 초음파 검사법

방법으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Muraki 등 에 의하면, 탄성

탄성 초음파 검사는 한 명의 검사자(정형외과 전문의, 경력

초음파가 골격근의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으

8년)에 의해 모두 시행되었으며, 올스타 휴식 기간 중 1회

12)

며, Seo 등 은 회전근개 건염 환자에서 건내 국소병변을 알

측정(기저 검사) 후, 약 한달 정도 후에 대상되는 투수들의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당일 투구 완료 후 재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올스타

프로야구 투수들은 대부분 유소년시절(9 – 12세)부터 오랜

휴식 기간 중에 측정된 10명의 투수들의 투구 휴지기는 중앙값

기간 공을 던지는 반복적인 행위를 해온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정한 휴식기간을 가지긴 하지만, 긴 시즌 중의 반복

이 5일(범위, 3 – 6일)이었다. 투구 후 측정은 투구 완료 후
30분 내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탄성초음파는 조직

적인 투구동작으로 인해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손상이 쉽게

의 변형도를 265 단계로 표시하는 색조지도 영상으로 그 결과

13-16)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회전근개에서는 견갑
16,17)

를 표시하였으며, 적색부는 부드러운 부위, 청색부는 단단한

. 또한, 이두

부위, 노란색과 초록색부위는 각각 적색부와 청색부에 치우친

박건 장두의 반복적인 부하는 투수들의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

경도를 가진 부위로 정의되었다 . 측정하려는 값은 투수들의

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을 유발하고, 이두

극상근 및 극상건의 변형률, 극상건의 두께, 이두박건의 두께

박건 장두에도 산소 포화도 감소 등의 음성적 영향을 준다는

였으며, 극상근 및 극상건의 변형률은 적색부(부드러운 부위,

하건, 극상건 손상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21)

. 그러나, 투구의 회전근개 및 이두박건에 대한

탄성도가 높은 부위)와 청색부(단단한 부위, 탄성도가 낮은

직접적인 영향을 영상학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는 검사의 접근

부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적색부와 청색부는 탄성초음파

제한성 등으로 인해 이제껏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검사 화면상 가장 명확하게 적색, 청색으로 표현되는 부위를

보고도 있다

16,20)

있다

.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투구가 실제로 극상근 및 극상건,
또한 이두박건 장두에 즉각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탄성초

선택하였다. 탄성초음파는 Alpinion Medical Systems (Seoul,
Korea)의 E-CUBE 15 EX와 3.12 MHz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
였다.

음파로 확인 가능하며, 이러한 근건의 변화들이 실제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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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supraspinatus muscle, SST: supraspinatus tendon, Bc: Biceps brachii, SLAP: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GIRD: glenohum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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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itchers and basic data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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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상근의 변형률 측정

자가 선택한 화면 전체로 한다.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부위로, 피하 지방 조직을 선택하였으며, 피하 지방의 두께를

측정 대상 선수들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똑바로 앉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참조 상자(reference box)를 위치시켜 기준

자세로 공을 던지는 팔(우세수)을 편안하게 측면에 위치 시키

으로 하고, 극상근내 적색으로 표시되는 탄성도가 높은 부위에

11,21,22)

도록 한다(Fig. 1)

. 어깨의 견갑골극(scapular spine) 중앙

참조상자를 위치시켜, 변형률(측정부위/기준부위)을 측정하

에서 손가락 하나 두께 정도의 전방부에 탐촉자를 위치시킨

고, 청색으로 표시되는 탄성도가 낮은 부위에서도 같은 방법으

후, 초음파의 일반검사 모드(B-mode, brightness mode)에서 극

로 변형률을 측정한다(Fig. 2).

상와(surpaspinatus fossa) 부위의 극상근을 관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승모근과 극상근이 한 화면에 적절하게 위치한
다고 생각되면(연구 관심부위, area of interest), 탄성모드
(elastogram mode)를 작동시킨다. 탐촉자에 수직으로 압력을

4. 극상건의 변형률, 극상건 및 이두박건의
두께 측정
변형된 crass position을 선수들에게 취하도록 하고, 탐침자

가해 표시자가 나타내는 압력 지침자(pressure indicator)가 레
벨이 4 이상(레벨 1 – 6, 1이 가장 불안정한 압력, 6이 가장
안정적인 압력)이 되면, 안정적인 탄성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로 하고, 탄성초음파의 관심범위를 검사

Fig. 1. The subject was on chair with his dominant arm at
side during the examination.

Fig. 2. Measurement of strain ratio of supraspinatus
muscle. Reference box (rectangle box) was located at the
subcutaneous fat layer (closed arrow) and the same size
of target boxes were located at red portion of supraspinatus muscle (closed arrow with dashed line) and blue
portion of supraspinatus muscle (open arrow).

Fig. 3. Measurement of strain ratio of supraspinatus tendon
(A), thickness of suprasinatus tendon (B) and biceps long
head tendon (C). As in the manners with the measurement
of strain ratio in supraspinatus muscle, reference box was
located at subcutaneous fat layer (closed arrow), and target boxes were located at red (closed arrow with dashed
line) and blue portion of supraspinatus tendon (open arrow) (A). The thickness of supraspinatus tendon (yellow
dashed line) was measured with highest thickness at superior facet of greater tuberosity (B) and thickness of biceps long head tendon (yellow dashed line) was measured
in the long axis vie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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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축(short axis)으로 극상건의 전방부를 B-mode로 관찰한

내었다.

다. 측정자가 원하는 극상건 전방부가 나온 화면에서 극상근에

초기 측정 후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기에서 공을

서 변형률을 측정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탄성모드를 작동시킨

던지고 나서 측정한 극상근의 적색부 변형률은 평균 5.64 (범

후, 극상건의 적색부와 청색부의 변형률을 측정한다(Fig. 3A).
그 후, 극상건의 가장 두꺼운 부위의 건두께를 측정한다(Fig.

위, 2.50 –10.0), 청색부 변형률은 평균 1.43 (범위, 0.78 –2.63)의
감소 소견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p=0.116,

3B). 이후, 극상건 전방부의 이두박건을 확인한 후, 장축(long

p=0.092). 투구 후에도 근육부의 적색부와 청색부사이의 변형

axis)으로 탐촉자 방향을 전환하여, 이두박건 장두의 두께를

률 차는 유의미하였다(p=0.000). 투구 후 극상건의 적색부 변형

측정한다(Fig. 3C).

률은 6.29 (범위, 3.70 – 10.00), 청색부의 변형률은 1.42 (범위,
0.85 – 2.13)로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적색부의 변형률만

5. 투구 정보 모집

이 평균 2.01 (standard deviation, 2.59) 유의미한 증가소견을

투구와 관련된 데이터, 즉, 투구수, 구속, 구종에 관한 정보는
LG 트윈스 전력분석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였다(p=0.031) (Table 2, Fig. 4). 투구 후 건부위의 적색부와
청색부 사이의 차이는 유의함을 나타내었다(p=0.000). 극상건

6. 통계

의 두께는 6.74 mm (범위, 6.23 –7.34 mm), 이두박건의 두께는
4.60 mm (범위, 3.10 – 5.81 mm)로 감소 소견을 나타내었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극상건 및 이두박건의 두께도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USA)를 이용하였다. 선수 개개인의 극상근 및 건의 변형률의

없었다(Fig. 5). 투구수와 최고구속, 구속차이, 투구에서 변화

변화, 극상건 및 이두박건의 두께 변화는 Wilcoxon signed

구의 비율 등은 극상근 및 건의 변형률 및 변형률의 변화,

rank test로 분석하였으며, 투구 수와 최고구속, 구속차 및 변화

극상건의 두께 및 이두박건의 두께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없었

구 비율 등의 투구 관련 요소와 변형률, 건두께와의 연관성은

다. 극상건의 적색부와 청색부의 휴식기와 투구후사이의 변형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률의 변화는 양의 상관관계(r=0.673, p=0.033)가 있었다.

0.05 미만인 경우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
결

찰

과
본 연구결과에서 프로야구 투수들의 투구 후 극상건의 변형

올스타 휴식기간 중 10명의 투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적색부 변형률은 피칭

의 극상근의 변형률(strain ratio)은 적색부가 평균 8.35 (범위,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극상근의 변형률은 투구 후

4.00 –16.67)를 나타냈으며, 청색부는 2.02 (범위, 1.05 –3.85)로
적색부와 청색부 사이에 유의한 변형률 차이를 보였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투구 후 극상근은 수축하고, 극상건의 부드러웠던 부위

(p=0.001). 극상건의 적색부 변형률은 4.20 (범위, 1.69 – 7.14),
청색부는 1.30 (범위, 0.63 – 2.08)으로 건부위의 변형률 또한

(적색부, 악화되어 있는 부위)는 추가적인 악화가 야기됨을
보여준다. 극상건 및 이두박건 장두의 두께는 투구 후 감소하

적색부와 청색부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0)

는 소견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23)

(Table 2). 극상건의 최대두께는 7.32 mm (범위, 5.48–9.84 mm),

Tudisco 등 에 의하면, 작은 크기의 극상건 파열에서 건의

이두박건장두의 두께는 5.0 mm (범위, 3.18 –6.75 mm)를 나타

질을 탄성 초음파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임상점수와 연관이

Table 2. Comparisons between strain ratios of supraspinatus muscle and tendon at red and blue portion at all-star break
and after pitching
Variable
Red portion at all-star break
Blue portion at all-star break
Red portion after pitching
Blue portion after pitching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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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spinatus muscle (SD)
8.35
2.02
5.64
1.44

(4.23)
(2.02)
(2.80)
(0.65)

Supraspinatus tendon (SD)
4.20
1.30
6.29
1.42

(1.65)
(0.52)
(2.06)
(0.48)

p-value
0.013
0.090
0.64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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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 of strain ratio after pitching compared
to all-star break period at red and blue portion of supraspinatus muscle and tendon. SS: supraspinatus.

Fig. 5. The change of thickness of supraspinatus tendon
and biceps long head tendon after pitching compared to
all-star break period. SS: supraspinatus, Bc: biceps brachii.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 상당수

을 일으킬 정도의 손상은 없으며, 투구는 피로도를 느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야구 투수들의 투구 후 극상근

의 과도한 운동이고, 반복되는 등척성 수축으로 인하여, 근육

및 극상건의 실제 변화를 탄성 초음파로 관찰한 결과가 투구

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변형률, 즉 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기능과 연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근골격계 병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온 탄성초음파 검사

인대의 변형률은 자세에 따라서 많이 변하며, 건파열의

법은 근육과 건의 질을 이방성(anisotropy)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우에는 변형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색깔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높은 관찰자 간

극상건의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은 근육과 달리 오히려 건내

신뢰도로 극상건내 및 극상건 주변의 변화 감지에 유용한

병변의 증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이러한 음성

12,21)

검사임이 밝혀져 있다

. 일반적으로 건이 근육에 비해 높은
11)

적인 변화 중 유의한 변화는 부드러운 조직부위(적색부)의

탄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투수들의 올스타

건에서만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

휴식기에 측정된 결과에서는, 적색부의 극상근의 탄성도가

는 부위가 투구와 관련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적색부의 극상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성 초음파에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건부위의 적색부와 청색부

서 근육과 건의 변형률의 의미가 근육에서는 이완, 건에서는

의 휴식기와 투구 후 사이 변화율의 양의 상관관계로 보아,

4)

건증 및 손상의 의미로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

청색부의 변화도 적색부의 변화가 큰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상으로 하였고,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투수로 활동

본 연구의 결과에서, 투구수와 최고구속 등과 건 탄성도의

한 프로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대상자가

변화가 연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선수 개개인의 투수

다르고, 기존의 연구는 적색부와 청색부를 혼합한 근 및 건탄

보직이 다르며, 극상건에 대한 피로부하 역치가 다르기 때문일

성도(변형률)를 결과로 보고하였고, 저자들의 연구는 적색부

것으로 판단된다.

와 청색부를 구분하여 변형률을 보고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이번 연구에는 많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띈 강력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었다. 둘째,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Muraki 등 은 극상근의 등척성(isometric) 수축의 연구결과

다양한 경력 및 보직의 투수들을 포함하여, 투구수와 구속차,

에서, 등척성 수축의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탄성초음파 검사에

최고구속, 변화구 비율 등 실제 경기 내용과 영상학적 결과와

서 변형률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에

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으며, 셋째, 프로야구

서, 또는 격렬한 운동 후 근육의 탄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투수들의 스케쥴로 인하여, 일관된 투구 전후의 관찰을 할

알려져 있으며, 간혹, 피부근육염과 근육의 지방변성화 될

수 없었으며, 넷째, 기능적 점수와 연관된 분석을 시행하지

4-7)

때 탄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 대상인

못했으며, 다섯째, 견갑하건, 극하건 및 이두박건에 대한 변형

프로야구 투수들은 어깨 근육이 과사용 되기는 하나, 지방변성

률을 측정하지 않는 극상근 및 극상건에 대한 제한적인 검사였
제34권 제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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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섯째, 탄성초음파가 검사자 간 검사수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자 간 및 검사자 내 신뢰도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

4.

참여하는 프로야구 1군 투수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탄성초음
파를 적용해 본 점, 투구 후 극상근 및 극상건의 변형률 및
극상건의 두께, 이두박건의 두께를 측정하여, 어깨근육에 대

5.

한 투구의 즉각적인 영향을 탄성초음파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은 본 연구의 강점이라 하겠다.
반면, 건은 적절한 자극에는 영구적 변형 없이 회복이 되나,

6.

최대탄성률(elastic modulus)을 넘어서는 부하가 가해지면, 비
24,25)

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탄성도를 잃게 된다

.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영상학적 연구와 투구 피로도를 연관시켜,

7.

향후 연구를 진행하면, 투수들의 건부위 어깨 부상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탄성 초음파로 투수들의 투구 후 극상근 및

8.

건의 탄성도 변화를 알아보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극상건의
적색부(부드러운 부위)의 변형률이 투구 후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극상건과 이두박건의 두께는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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