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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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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duce winging scapula, various exercise protocols have been widely used by clinicians. Selective

serratus anterior strengthening, and restoring balanced function, are especially recommended to reduce

winging scapul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isual biofeedback using a real time video

camera display system for monitoring scapular winging during arm lowering. For this study, 13 males

with winging scapular were recruited during arm lowering. Electromyography (EMG) activity was re-

corded from the serratus anterior (SA) and upper trapezius (UT) of the right side and compared with

normal EMG activity using a paired t-test. The study showed, through visual biofeedback, that EMG ac-

tivity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A and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UT (p<.05). These results sug-

gest that visual biofeedback can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method for scapular eccentric control, to

prevent scapular winging during arm low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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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견갑골 익상(winging scapula)은 견갑골 내연(me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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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증상으로 정의되는 자주 발생하는 견흉관절의 장애

이다(Decker 등, 1999; Wood와 Frykman 1980). 상완총

신경(brachial plexus), 장흉 신경(long thorasic nerve),

견갑배 신경(dorsal scapular nerve)등의 신경학적 손상

과 견갑골 주위의 근육 기능저하는 견갑골 익상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된다(Barnett 등, 1995).

견갑골 익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견갑상완리듬은 관

절가동범위의 감소, 견갑골의 상방회전 제한, 그리고 상

완골에 대한 관절와의 부적절한 위치로 인해 견갑절의

기능부전을 유발하고 견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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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된다(Jobe와 Pink, 1993; Paine와 Voight, 1993).

견갑골 익상에 대한 치료는 환자 자신의 근육 일부

를 이용한 수술적 전이술(transfer)이나 신경이식과 같

은 수술적 요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Bizo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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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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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술적 방법보다는 견관절 기능장애의 예방과 재활

을 위한 치료적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선호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견관절 안정근육 조절 능력 회복

에 초점을 둔 운동프로그램이 널리 시행되고 있고 특

히, 전거근 조절 능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Ekstrom등, 2004; Voight와 Thomson, 2000).

전거근은 흉쇄관절에 대한 회전의 수직축에 대해 전

인을 하는데 있어 지렛대 작용을 한다. 견관절 전인의

힘은 관절와, 상완관절을 지나, 전방으로 전달되어 밀기

와 손뻗기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Neumann,

2002). 또한, 전거근은 견갑골을 외전 및 상방회전 시키

며 견갑골을 늑골곽(rib cage)에 대하여 편평하게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Sahrmann, 2002). 이러한 견갑골

전인이 다른 근육에 의해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정

상적인 견관절의 기능 유지에 전거근이 필수적인 요소

임을 의미한다(Neumann, 2002).

따라서, 전거근의 기능저하가 나타난다면 견갑골 익

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Decker등, 1999). 전거근의 기능

저하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첫째

로, 근 마비 또는 근력약화로 인한 근 수축력의 문제,

둘째로, 근육 길이의 변화에 따른 문제, 셋째로, 상완골

의 운동과 관련된 견갑골 운동의 타이밍 변화이다. 이

와 같은 원인들은 공통적으로 견갑골 조절 능력의 손실

이 있음을 의미한다(Sahrmann, 2002).

견갑골 조절 능력의 회복을 위한 많은 연구들은 전거

근의 강화 또는 정적인 상태에서 견갑골 익상을 감소시

키기 위한 운동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준상, 2006;

차용호, 2007; Ellenbecker와 Davies, 2001; Ludewig 등,

2004). 그러나 상완골 운동과 관련된 전거근의 타이밍

변화에 관한 운동방법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Sahrmann(2002)에 따르면 팔 올리기 시에는 견관절

익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나 팔 내리기 시에 견갑골 익

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전거근 근력의 문제가 아

니라 근육이완(muscle relaxation)의 문제, 즉 원심성

수축 조절능력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팔 내리기를 수행하는 동

안에 전거근은 근육의 최대 길이 장력 관계를 계속 유

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견갑골의 익상

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상부승모근이 조절능력의 결

핍을 보이는 전거근을 보상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활성

도를 보이며, 견갑골 익상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비정

상적인 견갑골의 움직임이 발생하여 견관절 충돌이 발

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Cools등, 2003; Ludewig과

Cook, 2000; Sahrmann, 2002). 견갑골 운동의 타이밍

(timing) 변화에 의한 견갑골 익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거근의 원심성 수축 운동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ahrmann, 2002). 그러나 견갑골은 신체의 뒷

부분에 위치해 있어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자신의 견갑

골의 운동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임상에서

전거근의 원심성 수축 조절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치료사의 구두 지시, 촉각적 자극을 통해 견갑골의 위

치 및 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기에는 제한적이다.

많은 연구에서 신체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피드백은 근육 또는 움직임에 대해 실시간

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근 수축, 신체정렬

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Dursun등, 2001; Ingersoll과

Knight, 1991; Ng등, 2008; Yip 등, 2006). 본 연구에서

는 비디오 카메라와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을 통하여 실

험 대상자의 견갑골 위치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을 제공하였다. 견갑골에 대한 위치 정보는 실험 대상

자로 하여금 전거근의 적절한 근 이완 타이밍 조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팔 내리기 시 견갑골 익상을 보이

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이

전거근,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실험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여에 자발적인 동의를 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

스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표 1).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팔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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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24.1±3.0 20～30

키(㎝) 174.4±5.9 165～180

몸무게(㎏) 71.7±3.7 65～7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

그림 1. Telemyo 2400 G2. 그림 2.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기 시 견갑골 익상이 보이지 않는 자, 2) 팔 내리기 시 견갑

골 익상을 보이는 자, 3) 현재 견관절에 통증이 없는 자, 4)

최근 6개월 이내에 전거근의 강화 운동을 하지 않은 자의 4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였다.

2. 실험방법

가. 실험기기 및 도구

1) 표면근전도 신호수집 및 처리2)3)

우측 전거근(SA), 상부승모근(UT)의 근전도 신호량

측정을 위해 표면근전도 기기인 Telemyo 2400 G2
1)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극은 수분 겔이 부착되어 있는

일반용 Ag/Agcl전극
2)
을 사용하였다. 전극간의 거리는

2 ㎝로 유지하여 근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2개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신호로 전환한 후 개인용 컴

퓨터에서 Myoresearch 1.06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

은 1000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은 80～250 ㎐

로 하였다. 입력저항(input impedence)은 10 ㏁보다 크

게 설정하였고, 각 근육별 근전도 신호는 제곱 평균 제

곱근법(root mean square; RMS)으로 처리하여 아스키

파일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2) 시각적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장치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장치는 견관절 굴곡 자세에서

팔을 내릴 때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3)
와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전면에 개인

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눈높이로 맞추었고 후면에서는

대상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비디오 카

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실험방법4)

1) 근전도 전극 및 표식자 부착

오른쪽 전거근, 상부승모근의 근전도 신호량 측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각 근육의 전극 부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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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과정

대상자를 의자에 똑바로 앉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시

작자세를 취했다. 시작자세는 1) 주관절 신전, 수근 관

절은 중립위치에 둔다. 2) 견관절 굴곡 120˚에 위치한

목표지점의 막대에 손목이 닿게 견관절을 굴곡 한다.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대상자들은 5초 동안에 팔

을 내리도록 하였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검사자는

초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불러주었다. 3회 반복 측정하

고, 각 수행 사이에는 2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컴퓨터 모니터를 통

해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팔을

내리는 동안 대상자 스스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신의

견갑골의 움직임을 보면서 최대한 견갑골 익상을 되지

1) Telemyo 2400 G2, Noraxon Inc., Scottsdale, AZ, U.S.A.

2) Blue sensor, Medicotest, Olstyke, Denmark.

3) Panasonic Co., Fukuok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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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평균±표준편차

t p
조건 1a 조건 2b

상부 승모근 10.95±4.93 5.65±2.40 5.42 .000

전거근 6.04±2.00 22.40±9.87 -5.91 .000
a
조건 1: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b
조건 2: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하였을 때.

표 2. 각 근육의 근활성도 차이 비교 (N=14)

그림 3.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유․무에 따른 상부승

모근 및 전거근의 근활성도 비교. 조건 1: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조건 2: 시각

적 바이오피드백을 적용하였을 때.

않도록 유지하면서 팔을 내리게 하였다. 표면근전도 신

호의 개인차 및 개인 내 부위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정량화(normalization)하였다. 정량화를 위해 맨손근

력검사 자세에서 최대 등척성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시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3회 반복 측정하였고 5초 동안의 자료값을 RMS 처리

한 후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중간 3초 동안의 평

균 근전도 신호량을 100%MVIC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 유․무에 따른 상부승모

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짝 비교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을 검정하기 위해 α=.05로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

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 유․무에 따른 상부승모

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 변화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상부승

모근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전거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Ⅳ. 고찰

견갑골 익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거근

강화 운동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Ellenbecker

와 Davies, 2001; Ludewig 등, 2004; Voight와 Thomson,

2000).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전거근의 약화로 인한 팔

올리기 시 또는 정적상태에서의 발생하는 견갑골 익상과

그에 따른 운동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견갑골 익

상은 팔 올리기 시 뿐만 아니라, 팔 내리기 시에도 발생한

다(Sahrmann, 2002). 팔 내리기 시 발생하는 견갑골 익상은

전거근 근력의 문제가 아닌 근육 이완의 타이밍, 즉 원심성

조절능력의 결함으로 발생한다(Sahrmann, 2002).

이러한 원심성 조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많은 연구자들은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장치를 이용

하였다. 이 장치들은 적절한 신체 정렬 유지, 선택적인

근육강화,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한 운동에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Dursun등, 2001; McConnell, 1996; Ng등,

2008).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실험대상

자의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팔 내리기를 하는 동안, 최

대한 견갑골을 익상되지 않게 유지 하였을 때 이러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이 전거근,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

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에 따른 근활

성도 변화를 보았을 때, 상부 승모근의 근활성도는 감소

하였고 전거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

한 근활성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판단

된다. 첫째,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견갑골 움직임

의 정보가 근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Dursun등, 2001; McConnell, 1996). 실험대상자에게 실

시간으로 제공된 견갑골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바이오피

드백 정보가 팔 내리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견갑골이 익

상 되지 않도록 전거근 지속적인 원심성 수축능력을 증

가 시켰기 때문이다(Ng등, 2008). 지속적인 원심성 조절

수축 조절력은 근육의 최적 길이-장력 관계를 계속 유

지하게 해줌으로서 시각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전거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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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 증가가 나타났을 것이다(Neumann. 2002).

둘째,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상부 승

모근의 보상적인 근 활동 감소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팔 내리기를 수행하는 동안 상부 승모근 또한 전거근과

함께 원심성 수축을 통해 견갑골을 하방 회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전거근의 원심성 수축 조절

능력 저하는 견갑골 전인력 감소와 상부 승모근의 과도

한 작용으로 인한 견갑골 후인력 증가가 나타나게 되

고, 견갑골 익상을 발생하게 된다(Cools 등, 2003;

Ludewig와 Cook, 2000). 시각적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견갑골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거근의 원심성 수축 조절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증가 시켰

다. 이에 따라 보상적으로 증가하였던 상부 승모근의

근활성도는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정보를 제공 하였을

때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팔 내리기 시에 견갑골 익상

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적용은 견갑골

의 적절한 위치 유지와 견관절 안정화 근육의 균형적인

활동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

지를 내릴 때 견갑골 익상이 발생하여 견관절 충돌증후

군이 유발되는 환자들에게 견갑골 운동 조절 능력을 증

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각적 바이오피드

백 훈련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첫 번째, 팔 내리기 시 움직

임의 속도를 실험자가 초시계를 보면서 통제하였다. 최대

한 일정한 속도로 팔 내리기를 하도록 하였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일정한 속도로 팔 내리기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팔

내리기를 하는 동안, 실험자들에게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을 제공하더라도 견갑골 익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시

적인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적용만으로는 견갑골 익상을

완전하게 감소시킬 수 없었고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팔 내리기 수행 시 시각적 바이오피

드백 제공 유・무에 따른 상부승모근, 전거근의 근활성

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적 바이오피드백 제공

은 견갑골의 적절한 위치 유지를 통해 전거근의 원심성

수축 조절 능력의 증대와 과도한 상부 승모근의 근활성

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견갑골 익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적이었다. 따라서, 견갑골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정보는

적절한 신체 정렬 유지와 견갑골 익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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