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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shoulder stabilizers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winging scapular during push-up plus exercise (adds the scapular protraction to the

general push-up exercise). For this study, eleven males with winging scapular and eleven healthy males

were recruited. Surface electromyographic (EMG) activity was recorded from the serratus anterior, upper

trapezius, lower trapezius, infraspinatus, and pectoralis major while the subjects performed the push-up

plus. Each push-up plus was subdivided into three phases according to the elbow position which was

measured using the 3-D motion analysis system: elbow flexion (EF), elbow extension (EE), and shoulder

protraction phases (SP).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phase ⅹ group)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re was significant phase by group interaction only on the EMG composition ratio of the ser-

ratus anterior (p>.05). The EMG composition ratio of the serratus anterio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P

than in either EF or EE however, it was not different between winging scapular and normal groups. For

both groups, the EMG composition ratio of upper trapezius, lower trapezius, and pectoralis maj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phases of push-up plus, but the infraspinatus EMG composition ratio

was not. For both groups, in EF and EE phases, the EMG composition ratio of both pectoralis major and

serratus anterior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muscles. However, in both groups, the EMG

composition ratio of the serratus anterior became much more predominant than that of the pectoralis

major. In addition, infraspinatus activated greater than pectoralis major.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push-up plus exercise is effective to selectively strengthen the serratus anterior for both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winging scapular, but not equally effective for other shoulder stabil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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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견갑골 익상(winging scapular)이란 견갑골 주위의 외

상, 수술, 감염, 감전(electrocution), 그리고 다양한 스포

츠 관련 부상 등으로 인해 장흉신경(long thoracic

nerve)이 손상되어(Elders 등, 2001; Fiddian과 King,

1984; Oakes와 Sherwood, 2004), 견갑골 내연(median

border)이 뜨고 하각(inferior angle)이 후방으로 돌출되

는 증상으로 정의된다(Decker 등, 1999; Gregg 등, 1979;

Haymarker와 Woodhall, 1953; Hollinshead와 Jenkins,

1981; Ludewig 등, 2004; Wiater와 Flatow, 1999).

임상적으로 견갑골 익상은 정적 견갑골 익상(static

winging)과 동적 견갑골 익상(dynamic winging)으로

분류되며, 정적 견갑골 익상은 견갑대(shoulder girdle),

척추 또는 늑골의 고정된 변형으로 생긴 것으로 휴식

시 후방 돌출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수동 운

동에 의해서만 돌출이 더 심해지며 능동적 혹은 저항

운동으로는 돌출이 심해지지 않으며 사라진다. 동적

견갑골 익상은 근, 신경 이상이 원인이 되며 근불균형

때문에 능동 및 저항 운동에 의해 변형이 나타나며 휴

식 시에는 사라진다(Fiddian과 King, 1984). 또한 이학

적 검사를 통하여 전거근 약화(serratus anterior

weakness)와 승모근 약화(trapezius weakness)로 인한

견갑골 익상을 구분할 수 있다(Fiddian과 King, 1984;

Kibler, 1998). 장흉신경의 지배를 받는 전거근 마비시

견갑골이 후방돌출되며 견갑골의 내연이 내측으로 이

동하고 견갑골의 하각이 내회전하여 아래로 처진 것처

럼 보인다. 또한 상지를 굴곡하기 힘들며 돌출이 더욱

심해지고 반대로 상지를 외전하면 돌출이 감소된다

(Delisa와 Gans, 1988; Kottke와 Lehmann, 1990

Liveson, 1991; Magee, 1997). 반면 척수부신경(spinal

accessory nerve)은 승모근의 유일한 운동신경으로 이

신경이 마비되어 승모근이 약화된 경우 견갑골 내연이

하내측으로, 하각은 외회전하여 외측으로 돌출되는 형

태를 보인다(Neumann, 2002).

견갑골 익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견갑상완리듬에 장

애가 발생했을 때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를 보이며, 견갑

골의 상방회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견관절 기능부전이

야기될 수 있고(Paine와 Voight, 1993), 견관절 충돌 증

후군(glenohumeral impingement syndrome) 및 건병증

(tendinopathy), 활액낭염(bursitis), 회전근개 파열

(rotator cuff tear), 흉곽 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그리고 신경포착(neural entrapment) 등이

발생할 수 있다(Gregg 등, 1979; Sahrmann, 2002).

Sahrmann(2002)은 견갑골의 비정상적 움직임과 비정상

적인 상완의 움직임으로 인한 견갑골의 운동손상 증후군

(movement impairment syndrome)의 특징으로 특정 부

위에 통증이 발생하며, 관절가동범위가 증가 혹은 감소

되어, 운동이 쉽게 일어나는 방향(directional suscepti-

bility to movement: DSM)이 발생되므로 특정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특정 방향에서의 보상운동이 나

타나며, 근력감소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Mottram(1997)은 정상적인 견갑골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결합조직과 근육길이 차이, 근육군의 짝힘(force couple)

의 불균형을 가진 사람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척성운동

과 훈련을 통하여 정상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견갑골 익상의 치료를 위해 대흉근(pectoralis ma-

jor), 능형근(rhomboids), 대원근(teres major), 혹은 소

흉근(pectoralis minor)을 이용한 수술적 전이술

(transfer)이나 장흉신경의 신경이식(neurotization)과 같

은 수술적 요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Bizot 등,

2003; Gregg 등, 1979; Lee 등, 2006; Novak과

Mackinnon, 2002; Tomaino, 2002). 하지만 대부분의 경

우 수술적 방법보다는 견관절 기능장애의 예방과 재활

을 위한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선호되어 왔는

데, 이때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깨안정근들 사이의 균형적인 조절 능력의 회복

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최근 상지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서는 닫힌사슬운동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Blackard

등, 1999; Ludewig 등, 2004). 닫힌사슬운동은 근력강화

와 지구력 증진뿐만 아니라 관절면의 기계적인 압박을

통해 여러 근육의 협응수축을 일으키며, 관절 주위의 구

심성 수용체를 자극하여 더 많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제

공하므로 관절의 동적 안정성과 자세유지를 위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Ellenbecker와 Davies(2001)는 전거근의 훈련 및 견

갑골 안정 협력근(scapular stabilizing synergist)을

위한 효과적인 닫힌사슬운동으로 푸시업플러스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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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일반적 특징 평균±표준편차

견갑골 익상군

(n1=11)

나이(세) 23.4±2.1

키(㎝) 178.6±6.7

몸무게(㎏) 70.1±10.2

가만히 선 자세에서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거리(㎝) 2.1±.6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거리(㎝) 3.6±.3

대조군

(n2=11)

나이(세) 23.4±3.2

키(㎝) 176.8±4.8

몸무게(㎏) 70.9±6.1

가만히 선 자세에서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거리(㎝) 1.7±3.4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거리(㎝) 2.3±5.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

천하였다. 푸시업플러스란 일반적인 팔굽혀펴기 동작

에서 주관절의 최대 신전에 이어 견갑골 전인을 추가

한 운동이다. Ludewig 등(2004)은 과도한 상부승모근

의 근활성도를 보이거나 전거근-상부승모근의 불균형

(serratus anterior-upper trapezius imbalance)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4가지 다른 형태의 푸시업운동을 적용

한 결과, 일반적인 푸시업플러스에서 전거근의 근활성

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Decker 등(1999)은

어깨관절 재활을 위한 8가지 운동 중 푸시업플러스,

무릎 푸시업플러스, 다이내믹 허그운동이 전거근의 강

화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상태에서의 푸시

업플러스 운동 시 전거근과 상부승모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양발을 작은 의자 위에 올리고 푸시업

플러스를 실시하였을 때 전거근과 상부승모근 사이에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하부승모근에서는 유

의한 근활성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Lear와

Gross, 1998; Ludewig 등, 2004).

견갑골 익상의 형태학적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

적인 어깨관절의 기능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현재

에는 통증이나 다른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지만, 계

속하여 견갑골 안정근 이 약화된 상태 및 불균형이 있

는 상태로 지내게 되면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나 견관절

통증 등 여러 가지형태의 임상적 증상으로 발전할 위험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견갑골 익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흉

근 등의 어깨주변근의 전이술에 대한 연구나 상완관

절 또는 상완의 주작용근(primary mover)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이 많은 반면 견갑골 익상환자의 견갑골

안정근들의 패턴이나 재활치료 운동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Lear와 Gross, 1998; Price 등,

2000). 또한, 푸시업플러스 운동 시 견갑골 안정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상인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견갑골 익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견갑골 익상환자의 어깨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하는데 필요한 운동

분석학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견갑골 안정근 으로 작용하는

전거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과 상완관절의 주동근

및 동적안정근으로 작용하는 대흉근과 극하근

(infraspinatus)의 근활성도가 푸시업플러스 운동을 수

행하는 동안 정상인과 견갑골 익상을 보이는 사람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을 들은 후 실험 참여에 동의한 연세대학교 물리치

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중 견갑골

익상 증상이 있는 성인 남자 11명(견갑골 익상군)과

견갑골 익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어깨통증 및 근

골격계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자 11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견갑골 익상군의 선정조건은

1) 가만히 선 자세에서 양쪽 견갑골 내연이 모두 1.5

㎝ 이상 들리는 자, 2) 팔굽혀펴기 시작 자세에서 양

쪽 견갑골 내연이 3 ㎝ 이상 들리는 자, 3) 기능적

활동 수행에 제한이 없는 자, 4) 최근 6개월 이내에

전거근의 강화운동을 하지 않은 자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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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견갑골 익상 높이 측정.

2. 실험방법

가. 실험기기 및 도구

1) 근전도 및 동작분석 시스템

전거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극하근, 대흉근의

근전도 자료 수집을 위해 표면근전도 MP150WSW와

Bagnoli EMG System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

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00 ㎐로 설정하였고, 60

㎐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각 근육별

근전도 신호는 제곱 평균 제곱근법(root mean square:

RMS)으로 처리하여 아스키(ASCII)형태로 전환하여 분

석하였고, 푸시업플러스 수행 시 주관절의 각도와 어깨

전인(scapular protraction)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간 삼

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인 CMS70P를 사용하였으며, 표

본추출률(sampling rate)는 20 ㎐로 하였다.

푸시업플러스 수행 시 상지의 각도와 근전도 신호량

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수집하기 위하여 MP150WSW

에 CMS70P를 연결하여 Acqknowledge 3.73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Bagnoli EMG System과 CMS70P를 동

시에 구동시켜 운동시작점을 일치시키고 자료를 수집하

도록 제어하였다.

2) 견갑골 익상 높이 측정기

견갑골 내연이 후방으로 들리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

하여 2점 인식자에 30 ㎝ 자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단 끝부분을 견갑골 내연의 중간에 위치하

는 흉추의 극돌기 위에 고정하고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1).

나. 실험방법

1) 근전도 전극 및 표식자 부착

우세측 전거근(SA), 상부승모근(UT), 하부승모근(LT),

극하근(IS) 및 대흉근(PM)의 근전도 신호량 측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각 근육의 전극 부착 위치를

결정하였다(Cram 등, 1998; Lear와 Gross, 1998).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확인한 후 CMS70P 동작분석

시스템의 능동 표식자를 우측 견갑골 내연, 견봉

(acromion), 외측상과(lateral epicondyle), 외측 경상돌기

(lateral styloid process)에 부착하였고, 견갑골 전인각도는

견갑골 내연, 견봉, 외측상과에 부착한 표식자로 이루어진

각도로 정의하였고, 주관절 각도는 견봉, 외측상과, 외측

경상돌기에 부착한 표식자로 이루어진 각도로 정의하였다.

2) 실험과정

대상자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다음과 같이 시작자세

를 취했다. 시작자세는 1) 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바닥

을 짚음, 2) 팔을 바닥에 수직으로 하고 팔꿈치를 완전

히 폄, 3) 양발을 모으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

이었다(Donkers 등, 1993; Lear와 Gross, 1998).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가 어깨를 전인시킬 때 보상작용으

로 흉추부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시켰고, 푸

시업플러스를 수행하는 동안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시키

도록 하여 예비연습을 3회 시켰다.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대상자들은 각각 자신이 생

각하기에 편한 속도로 푸시업플러스를 실시하였다. 3회

반복측정하고, 각 수행 사이에는 2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표식자를 제거한 후 전거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극하근, 그리고 대흉근의 활동전위를 정량화하기 위해

맨손근력검사 자세에서 최대등척성수축(maximal vol-

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시 각 근육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5초 동안의 자료값을 RMS 처리

한 후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중간 3초 동안의 평

균 근전도 신호량을 100% MVIC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동작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주관절 각도와 어깨

전인 각도를 기준으로 푸시업플러스 운동을 주관절

굴곡기(elbow flexion phase: EF), 주관절 신전기

(elbow extension phase: EE), 어깨 전인기(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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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집단 EF EE SP

SA

W 23.49±5.57
a
26.06±7.38 63.87±10.62

N 29.06±13.87 31.53±9.83 59.12±11.00

합계 26.28±10.70 28.79±8.93 61.50±10.83

UT

W 12.52±10.40 7.17±5.34 1.08±.53

N 13.69±7.95 8.70±5.57 1.63±.87

합계 13.11±9.05 7.93±5.38 1.36±.76

LT

W 16.24±9.29 17.27±11.58 2.71±2.94

N 17.30±8.46 17.68±6.83 3.09±2.62

합계 16.77±8.69 17.47±9.28 2.90±2.72

IS

W 21.52±10.09 19.92±8.78 22.18±7.82

N 15.29±8.42 13.63±7.41 19.32±10.38

합계 18.41±9.61 16.77±8.56 20.75±9.09

PM

W 26.22±12.26 29.58±14.63 10.16±7.22

N 24.65±9.02 28.47±6.93 16.83±10.32

합계 25.43±10.53 29.02±11.18 13.49±9.34
a평균±표준편차

W:견갑골 익상군, N:대조군

표 2. 각 근육에 대한 구간별근활성도 구성비 (단위: %)

protraction phase: SP)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량은 해당 근육의 MVIC 값을

이용하여 %MVIC로 정량화하여 3회 측정된 값의 평

균값을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구간별 5개 근

육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구간

별 전거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극하근, 대흉근의

근활성도(%MVIC)값의 합을 100%로 하여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백분률로 나타낸 상대적인 근활성도 구

성비(composition ratio of muscle activity)를 종속변

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푸시업플러스 운동 시 각 근

육별 집단 및 구간사이의 상대적 근활성도 구성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하였으며, 사후 검정을 위하여 본페로니 수정법

(Bonferroni's adjustment)을 적용하였다(α=.05).

Ⅲ. 결과

1. 구간별 근활성도 구성비에 대한 반복측정

이요인 분산분석

각 근육의 구간에 따른 근활성도 구성비 평균값은

표 3과 같다(표 2). 푸시업플러시 구간에 따른 각 근

육별 근활성도의 구성비 중 전거근을 제외한 모든

근육에서 구간과 집단의 유의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이 나타나지 않았다(p>.05)(표 2)(그림

2). 구간과 집단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전거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견갑골 익상군과 대조군으로 나

누어 각각의 구간에 의한 단순효과(simple effect)를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어깨전인기 동안의 근활성도

구성비가 주관절 굴곡기와 신전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주관절 굴곡기와 신전기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과 구간에 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던 상부승모

근, 하부승모근, 대흉근, 극하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는

견갑골 익상근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주효과(main

effect)가 없었다(p<.05).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대

흉근은 구간에 따른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하근의 경우, 구간에 따라 근활성도의 구

성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별 근활성도 구성비 분포

견갑골 익상군의 근활성도 구성비는 주관절 굴곡

기에 대흉근(26.22%), 전거근(23.49%), 극하근

(21.52%), 하부승모근(16.24%), 상부승모근(12.52%)

순으로 높았고, 주관절 신전기에서는 대흉근(29.58%),

전거근(26.06%), 극하근(19.92%), 하부승모근(17.27%),

상부승모근(7.1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어깨 전인기

에서 전거근(63.87%), 극하근(22.18%), 대흉근

(10.16%), 하부승모근(2.71%), 상부승모근(1.08%)의

순으로 높았다(표 2).

대조군의 근활성도 구성비는 주관절 굴곡기에서

전거근(29.06%), 대흉근(24.65%), 하부승모근

(17.30%), 극하근(15.29%), 상부승모근(13.69%)의 순

으로 높았고, 주관절 신전기에서는 전거근(31.53%),

대흉근(28.47%), 하부승모근(17.68%), 극하근

(13.63%), 상부승모근(8.70%)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어깨 전인기에서는 전거근(59.12%), 극하근(19.32%),

대흉근(16.83%), 하부승모근(3.09%), 상부승모근

(1.63%)의 순으로 높았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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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간별 근활성도 구성비 비교(*p<.05).

Ⅳ. 고찰

전통적으로 견갑골 익상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양

한 전거근 근력강화 운동이 적용되어왔고, 그 중 푸시

업플러스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전거근 강화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

험대상자를 정상인으로 하였고 견갑골 익상이 있는 사

람의 근력강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견갑골 익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정

상인이 푸시업플러스 수행 시 전거근을 포함한 어깨안

정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Fiddian과 King(1984)이 분류한 동적

견갑골 익상 증상을 보이는 자로 신경손상의 유무를 판

정할 수 없어 외관상 견갑골 익상 증상의 유무를 측정

하여 선정하였다.

견갑골 익상의 정도는 흉벽에 대해 견갑골의 들림을

X-ray 영상법이나 자기공명 영상법(magnetic reso-

nance imaging)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견갑골 익상 높이 측정기를 자체 제작하여 흉

추의 가시돌기에 고정하고 팔굽혀펴기 자세 시 견갑골

내연이 들리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간에 따른 근활성도 구성비를 보았을

때 전거근의 경우 어깨 전인기의 근활성도 구성비가 주

관절 굴곡기와 주관절 신전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05), 주관절 굴곡기와 주관절 신전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상부승모근에서는 푸시업플러

스가 진행됨에 따라 근활성도 구성비가 단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이것은 견갑골의 상방회전

을 위해서 전거근과 승모근은 서로 협력근이 되지만,

후인(retraction)과 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근육이

전인과 후인에 각각 사용되고 서로에 대해 운동을 제한

하기 때문에 서로 주동근(agonist) 혹은 길항근

(antagonist)이 되기 때문이다(Neumann, 2002).

Moseley 등(1992)은 5, 6번째 갈비뼈의 위치에 부착

되는 전거근의 일부를 중부전거근(middle serratus an-

terior), 견갑골 가측, 하각(inferior border)에 부착되는

가장 아래쪽 근섬유를 하부전거근(lower serratus an-

terior)으로 구분하였으며, 중부, 하부전거근이 정상적인

견갑골의 움직임과 조절에 가장 중요한 요소(key con-

tributors)라고 하였다. 중부전거근은 어깨를 최대로 전

인했을 때 최대 힘(peak arc)을 발휘하고 하부전거근은

바닥에서 상체를 들 때 즉, 주관절을 신전할 때 최대

힘을 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중부전거근

부위에만 근전도를 부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기 때

문에어깨 전인기에서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주관절 굴곡

기와 신전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주관절 굴곡기

와 주관절신전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승모근과 전거근의 불균형이 있는 환자에게서 상부

승모근이 약화된 전거근을 보상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

활성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견갑골의 회전

이 발생하여 충돌(impingement)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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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 등, 2003; Ludewig과 Cook, 2000), 푸시업플러

스와 같이 낮은 승모근/전거근 비(low UT/SA ratio)를

보이는 운동이 선택적인 전거근 강화와 근불균형

(muscle imbalance)의 감소 및 어깨 안정화를 위한 재

활운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Ludewig 등, 2004).

본 연구에서 푸시업플러스 수행 시 전 구간에 걸쳐 상

부승모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상부

승모근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근활성도를 보이는 사

람 혹은 전거근과 승모근의 불균형이 있는 사람에게

푸시업플러스가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한 Ludewig 등

(2004)의 연구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극하근을 포함한 회전근개(rotator cuff)는 견관절

의 동적 안정성에 대한 조절자(regulators of the

dynamic joint stability)와 관절운동형상학적 조절근

(controller of the arthrokinematics)으로 작용한다.

상완관절의 해부학적 구조는 안정성보다는 운동성

에 유리하다. 따라서 회전근개의 중요한 기능은 상

완관절에서 나타나는 안정성의 결여를 보상하는 것

이다. 즉, 능동 외회전근(active external rotator)인

극하근의 일부는 관절낭에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극

하근의 수축은 후관절낭(posterior capsule)의 장력

유지에 관여한다. 신장된 극하근, 전관절낭(anterior

capsule), 중관절낭인대(middle glenohumeral cap-

sule ligament), 그리고 오훼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에 의한 수동장력은 전관절낭의 견고함

(rigidity)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능동 외회전 동

안 관절의 전면과 후면에 작용하는 힘이 상완골두

(humeral head)를 관절와(glenoid fossa)에 안정시키

고 중심화(centralize)시킨다. 능동 내회전 동안에도

유사한 기전이 있다(Neumann, 2002).

본 연구에서 극하근은 푸시업플러스를 하는 동안

전 구간에 걸쳐 어깨안정근으로 작용하며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 극하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는 구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관절

굴곡기에 비해 신전기에 낮아졌으며, 견흉관절의 움직

임이 일어나는 어깨 전인기 동안에 가장 높은 근활성

도를 보였다.

능동외회전근인 극하근과 서로 주동근-길항근의 관

계를 가지고 있는 능동내회전근인 대흉근은 상완골의

대결절(great tubercle)에 정지하기 때문에 상완관절의

움직임에 주로 관여한다(Magee, 1997). 본 연구에서 대

흉근은 어깨 전인기에 비해 상완관절의 움직임이 많은

주관절 굴곡기와 주관절 신전기 동안 더 큰 근활성도

구성비를 보였다. 즉, 대흉근은 견갑골의 안정화보다는

주관절 굴곡기와 신전기 동안 상완골두의 중심화와 동

적안정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인 대흉근의 강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팔굽혀펴기가 푸

시업플러스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절 굴곡기와 신전기 동안의 각 근육의 근활성

도 구성비를 보았을 때 대조군은 전거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견갑골 익상군은 대흉근을 가장 많이 사

용하였다. 반면, 두 집단 모두 어깨 전인기 에서는 전

거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푸시업플러스가 전

거근의 선택적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푸시업플러스가

다른 어깨안정근의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뒷받침

할 수는 없었다.

두 집단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보면 견갑골 익상군

과 대조군 모두 주관절 굴곡기와 신전기에서 각각 다

른 분포를 보인 반면 어깨 전인기 에서는 두 집단 모

두 유사한 분포의 구성비를 보여주었다. 즉, 일반적인

팔굽혀펴기를 수행할 때 측정된 5개의 어깨안정근의

근활성도 구성비의 순서가 견갑골 익상군과 대조군에

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거근 강화를 위한 어

깨 전인기에는 두 집단 모두 같은 순서를 보였다. 그

러나 두 집단간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측정된 근육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전거근과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의 중요한

역할이 견갑골의 상방회전이므로 직선운동인 푸시업

플러스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견갑골 주위 근육의 불균형과 잘못된 신경근 조절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화된 근육에 따른 선택적인 강화운

동과 적절한 운동자극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거근의

선택적 강화를 위해서 어깨 전인이 효과적이었음을 뒷

받침한다. 일반적으로 팔굽혀펴기 등의 어깨 운동을 시

킬 때는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환자의 특성에 맞게 적

용시켜야 하며, 비정상적인 근육패턴을 사용으로 인한

근육불균형 및 주변 조직의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푸시업플러스를 통

하여 전거근을 강화시킨 뒤 견갑골 상방회전을 요구하

는 팔들기와 같은 기능적 활동시 견갑골 익상군과 대조

군의 어깨 안정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비교해보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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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푸시업플러스 수행 시 견갑골 익상

유무에 따른 어깨안정근의 근활성도 구성비를 비교하였

다. 연구 결과 푸시업플러스 운동은 견갑골 익상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전거근의 선택적인 근력 강화에는 매

우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어깨안정근의 근력강화에도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에 맞도

록 특정한 어깨안정근의 근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력강화를 요하는 근육에 따라 선택적인 근

력강화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Bizot P, Teboul F, Nizard R, et al. Scapulothoracic

fusion for serratus anterior paralysis. J Shoulder

Elbow Surg. 2003;12(6):561-565.

Blackard DO, Jensen RL, Ebben WP. Use of EMG

analysis in challenging kinetic chain terminology.

Med Sci Sports Exerc. 1999;31(3):443-448.

Cools AM, Witvrouw EE, Declercq GA, et al.

Scapular muscle recruitment pattern: Trapezius

muscle latency with and without impingement

symptoms. Am J Sports Med. 2003;31(4):542-549.

Cram JR, Kasman GS, and Holtz J. Introduction to

Surface Electromyography. Gathersburg; Aspen

Pub, 1998.

Decker MJ, Hintermeister RA, Faber KJ, et al.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during selected

rehabilitation exercises. Am J Sports Med.

1999;27(6):784-791.

DeLisa JA, Gans BM. Rehabilitation Medicine.

Philadelphia, JB Lippincortt. 1988.

Donkers MJ, An KN, Chao EY, et al. Hand position

affects elbow joint load during push-up exercise.

J Biomech. 1993;26(6):625-632.

Elders LA, Van der Meche FG, Burdorf A. Serratus

anterior paralysis as an occupational injury in

scaffolders: Two case reports. AM J Ind Med.

2001;40(6):710-713.

Ellenbecker TS, Davies GJ. Closed Kinetic Exercise.

Champaign, Human Kinetics. 2001.

Fiddian NJ, King RJ. The winged scapula. Clin

Orthop Relat Res. 1984;(185):228-236.

Gregg JR, Labosky D, Harty M, et al. Serratus an-

terior paralysis in the young athlete. J Bone

Joint Surg Am. 1979;61(6A):825-832.

Haymaker WE, Woodhall B. Peripheral Nerve

Injuries: Principles of diagnosis.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1953.

Hollinshead WH, Jenkins DB. Functional Anatomy of

the Limbs and Back. 5th ed. Philadelphia,

Saunders, 1981.

Kibler WB. The role of the scapular in athletic

shoulder function. Am J Sports Med.

1998;26(2):325-337.

Kottke FJ, Lehmann JF. Krusen's Handbook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4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90.

Lear LJ, Gross MT. An electromyographical analysis

of the scapular stabilizing synergists during a

push-up progression. J Orthop Sports Phys

Ther. 1998;28(3):146-157.

Lee SG, Kim JH, Lee SY, et al. Winged scapular

caused by rhomboideus and trapezius muscles

rupture associated with repetitive minor trauma:

A case report. J Korean Med Sci.

2006;21(3):581-584.

Liveson JA. Peripheral neurology. Case Studies in

Electrodiagnosis. Philadelphia, FA Davis Co.,

1991.

Ludewig PM, Cook TM. Alterations in shoulder kin-

ematics and associated muscle activity in people

with symptoms of shoulder impingement. Phys

Ther. 2000;80(3):276-291.

Ludewig PM, Hoff MS, Osowski EE, et al. Relative

balance of serratus anterior and upper trapezius

muscle activity during push-up exercises. Am J

Sports Med. 2004;32(2):484-493.

Magee DJ. Orthopedic Physical Assessment. 3rd ed.

Philadelphia, Saunders. 1997.

Moseley JB, Jobe FW, Pink M, et al. EMG analysis

of the scapular muscles during a shoulder re-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4권 제 2호

PTK Vol. 14 No. 2 2007.

- 52 -

논 문 접 수 일 2007년 3월 15일

논문게재승인일 2007년 4월 11일

habilitation program. Am J Sports Med.

1992;20(2):128-134.

Mottram SL. Dynamic stability of the scapul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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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mann DA. Kinesiology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Missouri, Mosby Inc., 2002.

Novak CB, Mackinnon SE. Surgical treatment of a

long thoracic nerve palsy. Ann Thorac Surg.

2002;73(5):1643-1645.

Oakes MJ, Sherwood DL. An isolated long thoracic

nerve injury in a Navy Airman. Mil Med.

2004;169(9):713-715.

Paine RM, Voight M. The role of the scapula. J

Orthop Sports Phys Ther. 1993;18(1):386-391.

Price CI, Franklin P, Rodgers H, et al. Active and

passive scapulohumeral movement in healthy

persons: A comparison. Arch Phys Med Rehabil.

2000;81(1):28-31.

Sahrmann SA.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vement Impairment Syndromes. Missouri,

Mosby Inc., 2002.

Tomaino MM. Neurophysiologic and clinical outcome

following medial pectoral to long thoracic nerve

transfer for scapular winging: A case report.

Microsurgery. 2002;22(6):254-257.

Wiater JM, Flatow EL. Long thoracic nerve injury.

Clin Orthop Relat Res. 1999;368(1):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