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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uscle Activity of the Scapular Rotato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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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ed scapular kinematics in the scapular joint is commonly believed to be a factor contributing to 

trunk pos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uscle activity with several changes of the 

shoulder angle. Tests were performed on 10 male subjects by repeated measures. Each subject was meas-

ured while sitting in both erect and slouched trunk positions. In each sitting posture, a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measurement was used to measure thoracic angle and shoulder abduction angle. 

Measurements were taken with the shoulder abdcution angle at 0°, 30°, 60°, 90°, 120°, and 150°. By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electrodes, we recorded the activity of the upper trapezius, middle tra-

pezius, lower trapezius, middle deltoid, and serratus anterior muscle while the subject held a 4 ㎏ weight 

at each angle. The mean of root mean square (RMS) of EMG activity was calculated. The middle tra-

pezius, lower trapezius, and middle deltoid muscle activit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esults but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showed significantly lower results (p<.05). With the shoulder angle increased, the 

muscle activit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p<.05). In conclusion, the thoracic spine posture sig-

nificantly affects the scapular muscle during scapular plane abduction, and the slouched posture is asso-

ciated with increased trapezius muscle activity and with decreased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Key Words: Muscle activity; Shoulder abdcution angle; Trunk position.

Ⅰ. 서론

자세조  시스템(postural control system)은 뇌간

(brainstem)에 치하여 체간의 치(trunk position)를 

조 하여 사지움직임 시 체간의 경제 이고 안정 인 

효과를 나타낸다(Irvin, 1998). 특히 추신경계(central 

통신 자: 김덕화 duckha00@hanmail.net

nervous system)는 상치 못한 부하가 주어질 때, 가

장 가까운 치의 주  근육(local muscle)을 활성

화시켜 고정시킨다(Lee, 2002). 이때 발생될 수 있는 체

간의 통증은 자세와 체간에 가해지는 부하에 련이 있

다. 이러한 자세조  시스템이 체간에 상된 항이나 

부하가 가해지기 에 먼  추정하여 비하게 된다

(Commissaris DACM, 1997; Mannion, 200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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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으로 조 된 비자세가 효율을 극 화시키고 신

경근골격계장애(neuromusculoskeletal dysfunction)의 

발생을 최소화시킨다.

물리치료사들은 이 움직일 때, 근육의 불균형과 

안정성의 문제로 야기되는 신경근골격장애의 치료에 

을 두기 시작했다(Lee, 1996). 어깨 (scapular)의 움

직임을 조 하고 바르게 치시키는 능력은 정상 인 

상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

(Glousman 등, 1988). 일반 으로 어깨는 다른 과

는 다르게 주로 근육의 능동 인 수축에 의해서 안정성

이 유지된다. 임상 으로 어깨나 팔에 통증을 가진 환

자는 어깨 의 동  움직임이 정상 이지 못하기 때문

에 어깨가 움직일 때 한 어깨 의 고정

(stabilization)이 신경근골격장애를 해결하기 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Mottram, 1997).

어깨 복합체(shoulder complex: SC)는 복장빗장

(sternoclavicular joint)과 우리빗장 (acromio 

clavicular joint), 어깨등 , 우리 (subacromial 

joint), 그리고 팔어깨 (gleno humeral joint)로 구

성된다. 어깨등 (scapulothoracic joint)은 생리학 으

로 어깨 의 앞면이 흉벽(chest wall)의 뒤쪽가면의 볼

록(convex)한 면에서 오목(concave)한 움직임을 갖는다

(Mottram 1997; Williams, 1995). 한 복장빗장 은 

골격의 축으로 우리빗장 과 오직 의 연결을 제

공하고 어깨 는 몸통과 붙어 있지 않게 된다. 어깨

복합체는 우선 체간 앞에 손의 치를 조 하는 능력

과 련이 있다(Peat, 1986). 결국 상지의 움직임 동안 

안 한 기 를 제공하기 해 흉벽에서 어깨  치는 

요하며, 어깨 가 어깨등 의 몸쪽 표면을 제

공하여 팔어깨 과 함께 상지의 유효한 범 를 증

가시켜 운동성을 증 시킨다(Doody 등, 1970). 그래서 

어깨 는 의 안정성과 조화를 증 시켜 팔 머리

(humerus head)와 최상의 면을 만들게 된다(Saha, 

1971, van der Helm, 1994). 어깨등 에서 인 의 역

할이 감소되면 어깨 를 흉부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역

할과 근육이 한 수축과 동원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근육의 역할이 커진다. 때문에 어깨 의 여러 근육들이 

어깨등 을 통해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독립 으

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등세모근(upper tra-

pezius), 간등세모근(middle trapezius), 아래등세모근

(lower trapezius) 그리고 앞톱니근(serratus anterior)이 

상호보완 으로 작용하여 어깨 를 회 시키는 역할을 

하여, 결국 움직임에 앞서 자세조  시스템이 동원되어 

요추나 견갑 에 안정성을 제공하게 된다(Johansson 

등, 1991; Palastanga 등, 1994).

어깨 는 한 척주의 자세에 따라 크게 향을 받

는다. 척주의 배열은 어깨 의 치에 향을 주고 결

국 견갑 에 체 인 향을 주게 된다(Bowling, 

1986). 척주의 배열, 어깨 의 치 그리고 견갑 의 

계는 두 가지 요소에 향을 받는다. 첫째, 수많은 근육

이 척주, 어깨 , 빗장  그리고 팔 에 서로 연결되

어 있고 서로 다른  분 들이 근육의 연결을 통해 직

으로 향을 주게 된다. 의 치가 근육의 길이

에 향을 주게 되어 장력의 발생과 연 이 깊다. 둘째, 

어깨 이 외 하는 동안 팔어깨 과 어깨등

에서 통합된 움직임인 어깨 팔 리듬(scapulo-humeral 

rhythm)이 나타난다. 어깨  면에서 어깨 의 외  시 

어깨 가 팔을 거상할 때 안 한 기 를 제공한다

(Kelly, 1995). 만약 어깨 의 치가 변한다면, 정상

인 움직임에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척주의 바른 

기립자세(erect position)보다 굽힌자세(slouched posi-

tion)가 어깨 의 움직임에 변화를 래하여 어깨

에 있는 거상 근육들의 힘이 약화된다고 하 다

(Kebaetse 등, 1997). 이러한 척주자세에 따른 어깨 의 

움직임을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 척주자세에 따른 어깨

 주  근 활성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주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

에서 어깨  주 근육에 어깨 의 각도에 따라 어떠

한 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  두 가지 가정

을 하 다. 첫째는 척주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는 어깨

을 고정하는 근육들에게 향을  것이다. 둘째 

각도에 따라 근 활성도가 두 자세에서 유의하게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척추의 굴곡자세와 기립자세에

서 어깨  주  근육이 팔의 외 각도에 따라 근 활

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연세 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인 건강

한 성인 남자 10명을 상으로 하 다. 모든 상자는 

실험의 목 에 동의하 고 자발 인 참여로 이루어졌

다.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4.6 세 으며, 신장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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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부 극의 부착 치

등세모근 일곱 번째 경추(C7)의 가시돌기와 

우리돌기(acromion process) 쪽 끝

의 간지

간등세모근 어깨 가시(spine of the scapular)와 

등 의 수직선 사이 간지

아래등세모근 일곱 번째 등 (T7)의 가시돌기와 어

깨 가시와 어깨 의 척추모서리

(vertebral border)가 교차(intersec- 

tion)하는 지  사이에 가쪽 사선방향 

윗부분

간어깨세모근 근육의 닿는 곳과 빗장 의 가쪽 1/3 

지 의 간지 . 는 우리돌기

(acromion process)의 가쪽 아래 5 ㎝ 

지

앞톱니근 어깨 의 가쪽 아래모서리(lateral, in-

ferior border)와 등의 앞-가쪽 면 앞톱니

근이 닿는 부  사이의 간지

표 1. 근 도 극의 근육별 부착 치

A. 후면                 B. 면

그림 1. 극의 부착 치

㎝, 체  68.9 ㎏, 그리고 우세손이 모두 오른손인 상

자 다. 다음과 같은 자는 배제하 다. 첫째 상지와 척

주에 손상이 있는 자, 둘째 상지와 체간에 련된 

가동범 (range of motion: ROM)에 큰 제한이 있는 

자, 셋째 실험 기간 내 상지와 체간에 무리한 운동이나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자, 넷째 상지와 체간과 련

되어 큰 통증이 있는 자, 다섯째 체간과 상지근육 힘이 

비정상 으로 비 칭을 이루는 자, 여섯째 척추에 병변

이나 기형이 있는 자는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2. 연구방법

상자는 굴곡자세와 기립자세에서 반복측정되었다. 

각 상자들에게 척추를 충분히 이완된 자세로 굽혔을 

때(방법1)와 척추를 곧게 편 기립상태(방법2)에서 각 

근육부 에 근 도를 측정하 다. 측정 동안 동작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척주의 각도와 어깨 의 각도를 

측정하 다. 어깨  외  시 항운동이 어깨 를 고

정시키는 근육들에게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

되어 방법1과 방법2의 측정 동안 상자는 어깨 의 

특정 각도에 따라 등척성 항운동(isometric resistance 

exercise) 시 근 활성도를 알아보았다. 근 도 부착은 

어깨 를 회 시키는 등세모근, 간등세모근, 아래등

세모근, 앞톱니근, 그리고 어깨 의 외 근인 간어

깨세모근으로 하 다(표 1)(그림 1)(Cools, 2002). 다리

는 휴식상태로 유지하면서 90° 굴곡하 고 척추가 다른 

곳에 기 지 않도록 등받이를 제거하 다. 이때 상자

는 4 ㎏의 아령을 쥐고 어깨  외 각도 0°, 30°, 60°, 

90°, 120°, 150°에서 등척성 항운동을 실시하 다. 방

법1과 방법2의 간격은 10분으로 충분히 휴식하 으며, 

측정 간 실험의 오차를 이기 하여 실험 내내 같은 

부 에 부착하 다. 근 도 측정은 MP100 system1)이 

사용되었으며, 극은 DE-3.1 Double Differential 

Electrodes2) 5개를 사용하 다. 등 의 굴곡각도는 T1

과 T3의 가시돌기 연장선과 T10과 T12의 연장선이 이

루는 각도를 등 의 굴곡각도라고 하 기 때문에 삼차

원 동작분석기인 Zebris (CMS-HS)3)의 삼  표식자

(triple marker)를 T2과 T11 부 에 부착하여 척추의 

기립자세와 굴곡자세 두 가지를 측정하 다(Kebaetse, 

1999). 어깨 의 외 을 측정하기 해 손목, 등 부

1)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2) Delsys Inc. Boston, MA. U.S.A.

3) Zebris Medizintechnik, GmbH. Isny. Germany.

에 삼  표식자를 부착하여 외  각도 0°, 30°, 60°, 

90°, 120°, 150°에서 측정하 다. 어깨  외 각도를 

고정하고 동작분석 시스템으로 각도를 주시하 다. 

상자들에게 시선은 항시 정면을 바라보게 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 다. 상작용으로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막기 하여 허리를 벨트로 고정하 다. 측정방법

은 각 상자의 바른 척주 기립자세를 0°로 조정

(calibration)하 을 때 척주등 의 이완된 굽힌자세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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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각 근육의 각도별 근 활성도 비교

  3. 자료수집  신호처리

근 도 신호는 RMS (root mean square)를 이용하여 

개인당 근 도 분석에서 평균으로 정량화하 다. 신호

의 표본수집률(sampling rate)은 1000 ㎐로 고정하 고, 

60 ㎐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이용하 다. RMS의 

값은 개인의 요소, 극의 치, 피부지방, 피부 도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험기간 내에 

변하지 않도록 변수를 최소화하여 같은 치와 정해진 

치에 극을 부착하도록 하 다. 상자의 어깨  

외 각도 0° RMS값에 근거하여 표 화하 다. 각 신호

부 에서 얻어진 자료  5 를 얻어 평균화하 다. 신

호 장과 신호처리를 해 Acq knowledge 3.7.2 로

그램4)을 사용하 다.

동작분석 시스템(CMS-HS)의 표본수집률은 15 ㎐이

고 자료값들은 아스키(ASCII) 일로 변환하여 장되

었다. 척주의 기립자세를 0°로 하여 굽힌자세를 측정하

여 5 간의 자세를 평균화 하 다. 근 도 측정 시 동

4)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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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부 자유도 평방합 평방평균 F p

등세모근 5 .012 .002 2.107 .166

간등세모근 5 .010 .002 4.174 .024

아래등세모근 5 .025 .005 5.054 .018

간어깨세모근 5 .013 .003 5.564 .016

앞톱니근 5 .005 .001 2.917 .096

표 4. 자세와 각도에 따른 근육별 개체 내 효과

근육부 자유도 평방합 평방평균 F p

등세모근 5 .453 .091 11.288 .004

간등세모근 5 .103 .021 14.576 .000

아래등세모근 5 .296 .059 19.851 .000

간어깨세모근 5 .252 .050 16.068 .001

앞톱니근 5 .162 .032 10.832 .001

표 3. 각도에 따른 근육별 개체 내 효과

근육부 자유도 평방합 평방평균 F p

등세모근 1 .007 .007  2.875 .124

간등세모근 1 .031 .031  8.664 .016

아래등세모근 1 .061 .061 10.044 .011

간어깨세모근 1 .011 .011  8.287 .018

앞톱니근 1 .011 .011  6.511 .031

표 2.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근육별 개체 내 효과

작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하고 척주각도가 평균에

서 ±3°를 넘어선 자료와 어깨 에서 외 각도가 ±5°

를 벗어난 자료는 삭제하 다.

  4. 분석방법

정상인을 상으로 척주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 두 

가지 상황에서 다섯 근육을 어깨 의 각도 변화에 따

라 근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기 하여 상자

를 여섯 개의 각도를 두 가지 자세로 분석하기 해 각 

근육에서 반복측정한 이요인-분산분석(two-factors re-

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통계  유의

성을 검정하기 해 유의수  α는 .05으로 하 고, 수집

된 자료는 상용통계 로그램인 도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11.0 로그

램을 이용하 다.

Ⅲ. 결과

상자 10명에서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의 평균각도 

차는 14.9° 고, 표 편차는 2.8° 다. 척주의 바른 기립

자세보다 굽힌자세에서 각 근육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 다. 등세모근의 경우, 자세에 따른 근 활

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간등세모근, 아

래등세모근, 간삼각근, 앞톱니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어깨  주 의 근 

활성도 변화가 아래등세모근에서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간삼각근, 간등세모근, 앞톱니근 순으

로 나타났다(p<.05)(표 2). 앞톱니근의 경우는 굽힌자세

에서 근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모든 근육에

서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 활성도가 증가하는 상

을 보 지만, 앞톱니근의 경우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5)(그림 2).

등세모근, 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간어깨세

모근, 그리고 앞톱니근에서 모두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표 3).

자세와 각도에 따른 개체 내 효과는 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그리고 간어깨세모근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의 경우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간어깨세모근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표 4).

Ⅳ. 고찰

본 연구로 척주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움직이

는 어깨  주 의 근육의 근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자

세가 어깨  주 의 근육에 향을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굽힌자세에서 기립자세보다 간등세

모근, 아래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에서 유의한 근 활

성도의 증가와 앞톱니근에서 근 활성도의 감소를 보여 

체간의 자세에 따라 근 활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  회 근의 활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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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근의 활성도가 증가하 다. 자세와 각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척주의 바른 기립자세는 체간의 배열을 보다 효율

으로 만들고 어깨 를 회 시키는 정상 인 근 활성도

의 근육별 비율이 비교  일정하다(Kebaetse 등, 1999). 

이러한 어깨  주  근육의 활성도가 달라지는 상은 

어깨  병변을 가진 환자에게 흔하다(Wang, 1999). 

특히 어깨  찝힘증후군(shoulder impingement syn-

drome)의 환자에서 어깨 의 활주이동(gliding)이 변하

는데 이는 근육의 활성도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만성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상이 상지가 머리 

로 외 될 때, 어깨 의 상방회 (upward rotation)이 

불충분하면 결 (greater tubercle)과 우리가 가까

워져 우리 (subacromion) 공간에서 조직에 의해 

찝히게 된다(Wanner 등, 1992).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앞

톱니근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어드는 상이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상방회 에 요한 역할은 앞톱니근에서 

하게 되지만, 앞톱니근의 활성화가 어들게 되면 결국 

어깨 의 상방회 이 부자연스럽게 변하고 범 도 어

들게 된다.

임상에서는 어깨 의 상방회 을 충분히 만들어 주

기 해 어깨 외  시 앞톱니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elly, 1995). Babyar(1996)는 상자가 어깨강화운동 

후 어깨 의 상방향 이동(superior translation)이 감소

되었다고 보고했고, Graichen 등(2001)은 어깨  찝

힘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의 어깨  상방향 활주이동이 

크다고 보고했다. Warner 등(1992)은 어깨  기능이

상을 가진 7명  4명이 어깨  외  시 어깨 에서 

활주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에 알던 사실과는 달리, 어깨 가 로 지나치게 움직

일수록 어깨 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어깨 의 병

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한, 

우리  조직과 팔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회 근개

(rotator cuff)의 강화와 회 근개건의 활주가 팔어깨

의 움직임을 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

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깨  주  근육들이 어깨  

안정성에 크게 여하고 있으며, 어깨 에서 주  근육

의 한 고정이 없다면 여러 가지 장애의 원인이 된

다고 생각된다.

Kebaetse 등(1999)은 등의 척추 치에 따라 어깨

의 운동에 향을 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굽힌

자세가 어깨 의 외  근력 감소와 련이 있었다. 

등의 굽힌자세에서 어깨 는 유의하게 0°에서 90°까지 

외  시 유의하게 상승했고, 90°에서 최  각도까지의 

외 에서 어깨 의 뒤쪽 경사(posterior tilt)가 어들었

다. 굽힌자세 동안 능동 어깨  외 운동에서 ROM

이 유의하게 었고, 어깨 의 외  시 근력은 척주

의 굽힌자세와 기립자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평 외․내  시 근력에서는 굽힌자세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근력과 ROM이 굽힌자세에서 모두 감소한 

것은 어깨 의 운동학(kinematic)에 직 으로 향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척주의 자세와 어깨

에 한 향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Kendall 

등(1983)과 Kelley 등(1995)은 척추 후만증(kyphosis)이 

팔어깨 의 움직임을 변형시키고, 이러한 자세가 

어깨 복합체의 근력 약화를 래하고 팔어깨

의 ROM을 제한하여 결국 어깨 의 병변을 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톱니근의 경우 근 

활성도가 감소하 지만 외 근인 간어깨세모근에서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 고, 간등세모근

과 아래등세모근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근육계는 

고정 근육들이 운동에 앞서 동원되어 체간과 견갑 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때 견갑 에 해 등세모근과 앞

톱니근의 동시수축(cocontraction)이 어깨등 에서 가

장 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 다(Hodges와 

Richardson, 1996; Johansson 등, 1991; Kebaetse 등, 

1999).

본 실험에서 굽힌자세에서 앞톱니근의 활성도가 감

소하고 등세모근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은 어깨 의 안

정성에 큰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짝힘으로 작용하는 

두 근육의 활성도가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이 감소하게 

되어 어깨 의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

각된다. 다른 에서는 굽힌자세가 유의한 근 활성도 

증가로 체간의 자세가 불안정할수록 해당 근육의 활성

도는 높아지는 결과로 해석된다.

어깨자세와 근육의 불균형은 어깨  기능이상과 

통증증후군을 래하는 요한 요소로 믿어 왔다. 어깨

의 이상은 어깨 의 치, 팔어깨리듬(scapulo 

-humeral rhythm), 그리고 근육 불균형이 원인이 되고, 

자세의 편향과 근육의 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Kelly, 1995; Kendall, 1983; Wang, 1999). Kendall과 

McCreary(1983)는 굽힌자세가 머리와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될 때, 근육이 길게 연장

되고 약해질 것이며, 짧아진 근육은 더욱 더 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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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뒤쪽 어깨  고정근은 약해지

고, 큰가슴근은 강해져 결과 으로 힘의 불균형이 발생

되고 어깨 의 안정 시 치가 변하여 어깨 가 앞으로 

튀어 나오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근 활성도의 변화로 다른 병변의 야기

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굽힌자세가 어깨 의 고정 역

할인 어깨 의 근 활성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을 입증하고 있다. 각도에 따라 근육의 활성도가 유

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세와 각도가 어

깨  주  근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한 척주의 굽힌자세가 근 활성도의 불균형으로 

환자나 정상인에게 어깨병변을 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특히 상지에 항을 수록 이러한 

차이는 하다. 본 연구에서 척주의 기립자세가 어깨

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는 은 알 수가 없으나 

굽힌자세가 기립자세에 비해 근 활성도의 불균형한 상

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척주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실제로 어깨 의 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과 이러한 안정성을 동작분석시스템을 이용

하여 어깨 의 움직임을 찰하면서 근 활성도와 세부각

도에 따른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라고 생각된다. 어

깨  주  근육뿐만 아니라 어깨 의 움직임을 동시에 

측하지 못한 것이  시스템의 한계로서 쉽지가 않았

다. 어깨 의 움직임과 근 도를 함께 용하여 움직임

에 련된 근육과 근 활성도에 따른 어깨 의 움직임과 

이동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근본 인 병변의 문제 을 발

견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척주 등 의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어

깨 의 외 각도에 따른 어깨  주  근육의 활성도

를 알아보았다. 근 도 측정 부 는 등세모근, 간등

세모근, 아래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 앞톱니근의 다

섯 부 고 굽힌자세와 기립자세의 각도 차이를 측정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립자세와 굽힌자세에서 어깨  주  근 활성도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어깨 의 외 각도에 따라 근육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3. 기립자세보다 굽힌자세에서 등세모근, 간등세

모근, 아래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앞톱니근의 경우 반 로 유의하

게 낮았다(p<.05).

 실험으로 척주자세에 따라 어깨  주  근육의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굽힌자세는 어깨  

주  근육의 활성도 변화로 불균형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환자의 어깨 과 련된 치료나 운동 시 체간의 바른 

고정이 요하다고 사료된다.

인용문헌

Babyar SR. Excessive scapular motion in individuals 

recovering from painful and stiff shoulders: 

Causes and treatment strategies. Phys Ther. 

1996;76(3):226-247.

Bowling RW, Rockar PA, Erhard R. Examination of 

the shoulder complex. Phys Ther. 1986;66(12): 

1866-1877.

Commissaris DACM, Toussaint HM. Load knowledge 

affects low-back loading and control of balance 

in lifting tasks. Ergonomics. 1997;40(5):559-575.

Cools AM, Witvrouw EE, Danneels LA, et al. Does 

taping influence electromyographic muscle activ-

ity in the scapular rotators in healthy shoulders? 

Man Ther. 2002;7(3):154-162.

Culham E, Peat M. Functional anatomy of the 

shoulder complex. J Orthop Sports Phys Ther. 

1993;18(1):342-350.

Doody SG, Freedman L, Waterland JC. Shoulder 

movements during abduction in the scapular 

plane. Arch Phys Med Rehabil. 1970;51(10): 

595-604.

Glousman R, Jobe F, Tibone J, et al. Dynamic elec-

tromyographic analysis of the throwing shoulder 

with glenohumeral instability. J Bone Joint Surg 

Am. 1988;70(2):220-226.



한국 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KAUTPT  Vol. 11  No. 1  2004.

- 52 -

Graichen H, Stammberger T, Bonel H, et al.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shoulder girdle 

and supraspinatus motion patterns in patients 

with impingement syndrome. J Orthop Res. 

2001;19(6):1192-1198. 

Hodges PW, Richardson CA. Inefficient muscular 

stabilization of the lumbar spine associated with 

low back pain: A motor control evaluation of 

transversus abdominis. Spine. 1996;21(22): 

2640-2650.

Irvin RE. The origin and relief of common pain. J 

Back Musculoskeletal Rehabil. 1998;11(2):89-130.

Jeffrey RC, Glenn SK, Jonathan H. Introduction to 

Surface Electromyography. Maryland, Aspen 

Pub., 1998.

Johansson H, Sjolander P, Sojka P. Receptors in the 

knee joint ligaments and their role in the bio-

mechanics of the joint. Crit Rev Biomed Eng. 

1991;18(5):341-368.

Kebaetse M, McClure P, Pratt NA. Thoracic position 

effect on shoulder range of motion, strength, 

and three-dimensional scapular kinematics. Arch 

Phys Med Rehabil. 1999;80(8):945-950.

Kelley MJ, Clark WA, Orthopedic Therapy of the 

Shoulder.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95.

Kendall FP, McCreary EK. Muscle Testing and 

Function. 3r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83.

Lee YH, Lee TH. Muscle response while holding an 

unstable load. Clin Biomech (Bristol, Avon). 

2002;17(4):250-256.

Lee DG. Rotational instability of the mid-thoracic 

spine: Assessment and management. Man Ther. 

1996;1(5):234-241.

Ludwig J, Hedtmann A. Orthopedic pain therapy of 

the shoulder. Z Orthop Ihre Grenzgeb. 1998; 

136(4):Qa10-13.

Mannion AF, Adams MA, Dolan P. Sudden and un-

expected loading generates high forces on the 

lumbar spine. Spine 2000;25:842-852

Mottram SL. Dynamic stability of the scapula. Man 

Ther. 1997;2(3):123-131.

Palastanga N, Field D, Soames R. Anatomy and 

Human Movement: Structure and Function. 2nd 

ed.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1994:94.

Peat M. Functional anatomy of the shoulder complex. 

Phys Ther. 1986;66(12):1855-1865.

Saha AK. Dynamic stability of the glenohumeral 

joint. Acta Orthop Scand. 1971;42(6):491-505.

van der Helm FC. Analysis of the kinematic and dy-

namic behavior of the shoulder mechanism. J 

Biomech. 1994;27(5):527-550.

Wang CH, McClure P, Pratt NE, et al. Stretching 

and strengthening exercises: Their effect on 

three-dimensional scapular kinematics. Arch 

Phys Med Rehabil. 1999;80(8):923-929.

Warner JJ, Micheli LJ, Arslanian LE, et al. 

Scapulothoracic motion in normal shoulders and 

shoulders with glenohumeral instability and im-

pingement syndrome. A study using Moire 

topographic analysis. Clin Orthop. 1992;(285): 

191-199. 

Williams PL. Gray's Anatomy. 38th ed. Churchill 

Livingstone, Edinburgh,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