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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s are commonly used to improve the stabi-
lizing ability of the infraspinatus. However, during exercise, excessive activation of the poste-
rior deltoid compared to the infraspinatus causes the humeral head to move anteriorly in an 
abnormal position. Many researchers have emphasized selective activation of the infraspina-
tus during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

Objects: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optimal exercise method for selective activation of 
infraspinatus by investigating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infraspinatus and posterior deltoid 
according to the four shoulder exercise methods and two forearm positions.

Methods: Thirty healthy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instruct-
ed to perform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s following four exercise methods: sitting 
external rotation (SI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STER); prone external ro-
tation at 90° abduction (PR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SLER), and two forearm positions 
(neutral, supinated). The electromyography (EMG) signal amplitude was measured during 
each exercise. Surface EMG signals were recorded from the posterior deltoid, infraspinatus, 
and biceps brachii.

Results: EMG results of the infraspinatus and posterior deltoid in PRE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exercises (p < 0.01). The EMG ratio (infraspinatus/posterior 
deltoid) in SIE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exercises. EMG activation of the 
posterior deltoid in SIER, PRER, and SL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eutral than in supinated 
(p < 0.01). Furthermore, the EMG of the infraspinatus in SI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eu-
tral than in supinated (p < 0.01). The EMG ratio (infraspinatus/ posterior deltoid) in SI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neutral than in supinated (p < 0.05.) Contrarily EMG ratios in PRER and 
SL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upinated than in neutral (p < 0.05).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clinicians should consider these exercise methods and 
forearm positions when planning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s for optimal shoulder 
rehabilitation.

INTRODUCTION

어깨 통증은 우리사회에서 업무나 여가 활동을 저해하고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인구의 최대 67%가 일생 중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재발과 증상이 지속

되는 경우가 흔하며 어깨 통증 환자의 약 14%는 2년 이상 지속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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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경험한다[1-3]. 이는 어깨위팔관절이 인체 관절 중 가장 많은 운

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위팔뼈머리와 관절면의 접촉면이 25%–30%로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4,5]. 이러한 어깨의 기능적 안정성은 정적 상태에서는 관절테두리, 관

절주머니, 오목위팔인대와 같은 구조물이 안정성을 제공하고 동적 상

태에서는 돌림근띠(rotator cuff)가 안정성을 제공한다[5,6]. 따라서 많

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은 부상을 예방하고 임상 및 스포츠 관련 상황에

서 어깨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돌림근띠 근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7,8].

돌림근띠 근육은 어깨밑근, 작은원근, 가시위근, 가시아래근으로 구

성되며 어깨의 동적인 움직임 동안에 위팔뼈머리를 관절오목 내에 정

상적으로 위치시켜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9,10]. 특

히 그 중 가시아래근은 어깨 가쪽돌림과 관련된 운동프로그램과 기능

활동 중에 역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일차적인 가쪽돌림 장치로 중

요한 역할을 한다[5,7,11]. 또한 어깨 가쪽돌림 시에 관절오목 내에서 

위팔뼈머리의 앞쪽으로 과도한 이동을 막는다[12]. 그러나 만약 가시아

래근의 약화가 있다면 어깨 가쪽돌림 시에 뒤어깨세모근의 우세한 활

성화 증가로 보상되어 위팔뼈머리가 과도하게 위쪽과 앞쪽으로 이동된

다[13]. 이는 결과적으로 어깨위팔관절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어깨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14,15].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어깨 

가쪽돌림 강화 운동을 설계할 때 뒤어깨세모근의 활성화를 최소화하고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5,8,16].

어깨 가쪽돌림 운동(external rotation exercise)은 돌림근띠 재훈

련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짝힘(force couple)의 균형을 회복하고, 어

깨 부상 재활과 예방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어깨 강화 운동 

중 하나이다[5,8,17]. 어깨 가쪽돌림 운동은 주로 가시아래근의 안정성

을 개선하고 힘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지만, 뒤어깨세모근 또

한 가시아래근과 함께 활성화된다[5,18]. 만약 운동 시에 가시아래근과 

비교하여 뒤어깨세모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위팔뼈머리를 비정상

적으로 앞쪽으로 이동시켜 어깨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킨다[13,19]. 이

전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가시아래근의 활성

화보다 뒤어깨세모근의 활성화에 더 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어

깨충돌증후군 또는 어깨 불안정성 환자는 가시아래근에 비해 뒤어깨세

모근의 활성화가 과도하게 나타났다[20,21]. 이러한 뒤어깨세모근의 

원치 않는 과도한 근육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가시아래근의 선택적 활성화를 주장하였다[20].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뒤어깨세모근과 가시아래근의 동원은 팔과 몸의 위

치를 포함한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 중 정확한 자세에 

대한 피드백은 원치 않는 보상을 수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12,19].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가시아래근의 근력을 증진시키고 과도한 뒤어

깨세모근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자세가 있지만, 특정 운동 

자세의 효과와 이러한 자세가 관련 근육의 활성화 수준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18].

많은 연구자들은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에 가시아래근의 기능 회복

과 선택적 활성화에 대한 프로토콜을 연구하였고, 운동방법과 어깨 관

절 위치에 따라 선택적 가시아래근 활성화의 결과가 다양하다고 보고

하였다[5,11,16,18,22-24]. Ryan 등[24]은 어깨 벌림 각도에 따른 어

깨 가쪽돌림 운동에서 어깨 주변 근육의 근활성화를 비교하여 벌림 각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시아래근의 활성화가 감소되고, 뒤어깨세모근의 

활성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Sakita 등[16]은 어깨 모음에 대한 힘

을 적용한 후 어깨 가쪽돌림 운동이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깨 벌림 각도에 대한 연구들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운

동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Blackburn [22]은 엎드려 누

운 자세에서 어깨를 90° 벌린 후 가쪽돌림 운동(prone external rota-

tion at 90° of abduction [PRER])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쪽돌림 

운동(side-lying external rotation [SLER])보다 가시아래근을 강화하

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5]은 SLER이 

PRER보다 가시아래근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Ballantyne 등[11]은 PRER과 SLER 두 운동 사이에 가시아래근 활동

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치료와 훈련을 위해 가시아래

근의 선택적 활성화가 권장되지만, 치료사가 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

화시키는 최적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에 운동방법과 어깨 관절 

위치뿐만 아니라 아래팔의 자세도 가시아래근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

성도를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25-27]. 또한 다양한 어깨 가쪽돌림 

운동 중 어떤 운동이 가시아래근의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뒤어깨세모

근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시아래근/뒤어깨

세모근의 근활성도 비를 평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는 어떤 운동이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28]. 대부분의 연구는 운동의 종류나 어깨 벌림 각도에 따른 어

깨관절근육의 근활성도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효과적인 어깨 가쪽돌림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운동방법과 아래팔 자세에 따른 근활성도와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의 근활성도 비를 비교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깨 재활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

가지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과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

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를 조사하여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

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어깨 운동방법과 아래팔의 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어깨 가쪽

돌림 운동방법 간에 가시아래근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2가지 아래팔 자세 간에 가

시아래근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4

가지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 간에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2가지 아래팔 

자세 간에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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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

강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에 통증이나 불

편함이 발생되지 않는 자, 2) 어깨 가쪽돌림 운동을 10회 반복 할 수 있

는 자(남성, 5 lb; 여성, 3 lb), 3)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최

근 6개월 이내에 어깨 질환으로 정형외과적 수술과 치료의 경험이 있

는 자, 2) 현재 어깨 통증을 경험하는 자, 3) 어깨 부위에 피부 병변으로 

인해 어깨 움직임에 방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육 질환이나 위

축 또는 신경학적 손상의 진단을 받은 자, 4) 팔의 기형으로 인해 어깨

의 가쪽돌림이나 아래팔 회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함이 있는 자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

산 프로그램인 G-power 프로그램(ver. 3.1.9.4;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사용하였고, 효과 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

력 0.8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4명이었으며, 탈락률 20%을 감안하여 총 33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 과정 중 3명이 제외되었고, 연구 과정 중에 탈락자는 없어 

최종 30명이 완료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 연구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사전에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자발적인 동의와 동의

서를 작성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단면연구 설계(cross-sectional study)로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4가지 운동방법과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그리고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측

정 과정은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그리고 위팔두갈래근에 대한 최

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한 후, 사전연습과정과 실제 측정과정 순으로 진행하였

다(Figure 1). 사전 연습과정에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운동방법에 대

한 설명을 하였으며, 대상자는 거울을 보며 연습하였다. 사전 근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게를 사용하지 않고 연습하였다. 실제 측정과정에

서 대상자는 봉투에서 순서가 표기된 종이의 뽑기를 통해 4가지의 운

동 방법과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운동을 무작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에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

행하였다(IRB no. 1040647-202110-HR-005-03).

3. 실험방법

1) 근전도 측정 도구 및 부착 부위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그리고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 장비 WEMG-8 (LXM5308; Laxtha, Dae-

jeon, Kore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표면 근전도 자료는 근전도 소프

트웨어(Telescan 3.29; Laxtha, Daejeon, Korea)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전극은 Ag/AgCI의 2극 표면 전극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

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 Hz로 설정하였으며, 20–500 

Hz의 주파수 대역폭(band pass)과 60 Hz의 노치필터(notch filter)

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는 제곱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값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표면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 

Assessed for eligibility (N = 33)

MVIC measurement (n = 30)
(posterior deltoid, infraspinatus, biceps brachii)

Randomized order to four exercises and two forearm positions

Exercise methods: SIER, STER, PRER, SLER

Forearm positions: Neu, Sup

Measurement of muscle activity

Data analysis

Excluded (n = 3)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a (n = 2)

Declined to participate (n = 0)

Other reasons (n = 1)

Figure 1.Figure 1. Study design. MVIC, maximal vol-
untary isometric contraction; SIER,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ST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
tion; PRER,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SL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Neu, neutral; Sup, 
sup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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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면도로 털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사포로 2–3

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한 후,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를 깨끗이 

하였다. 각 근육의 전극 부착 위치는 대상자의 우세손 측의 어깨에 부

착하였고, 전극은 2 cm 간격으로 고정하였으며 근섬유의 방향과 평행

하게 부착하였다. 뒤어깨세모근은 어깨뼈봉우리의 뒤쪽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2.5 cm 지점에 부착하였고, 가시아래근은 어깨뼈의 가시 중간

점에서 아래로 2.5 cm 지점에, 위팔두갈래근은 전극은 팔꿈치 오금과 

안쪽 어깨봉우리 사이를 이은 선의 1/3 지점에 부착하였다. 접지전극

(ground electrode)은 팔꿈치머리 부위에 부착하였다(Figure 2) [29].

2) 측정 근육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근전도 값의 정규화(normalization)를 위하

여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백분율(%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근육의 MVIC 측정 방

법은 뒤어깨세모근은 어깨 90° 벌림, 중립 회전(손바닥 아래로), 팔꿈

치를 완전히 편 자세에서 연구자가 위팔뼈 먼쪽 부위에 어깨 수평모음

에 대한 저항을 주었다. 가시아래근은 어깨 0° 벌림, 중립 회전 그리고 

팔꿈치 90° 굽힌 자세에서 연구자가 어깨 안쪽돌림에 대한 저항을 주

었다. 위팔두갈래근은 어깨 0° 벌림, 팔꿈치 90° 굽힘, 아래팔 뒤침자

세에서 연구자가 아래팔에 팔꿈치 굽힘에 대한 저항을 주었다[5]. 대상

자는 각 근육에 대해 5초 동안 MVIC를 측정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였

다. 근육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반복 사이에 1분간의 휴식, 

각 근육 사이에 2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근전도 데이터는 5초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0–1초 구간과 4–5초 구간을 제외

한 나머지 세 구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MVIC를 측정

하기 전에 진자 운동(pendulum exercise), 어깨 굽힘, 벌림, 가쪽돌림 

그리고 안쪽돌림으로 구성된 준비운동(warm-up)을 수행하였다.

3)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 및 측정방법

어깨 가쪽돌림 운동은 어깨 재활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의 

운동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0° 벌린 후 가

쪽돌림(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SIER]); 둘째, 

A B

C D

Figure 3.Figure 3.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s in forearm neutral position. (A)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B)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C)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D) side-lying external rotation.

Figure 2.Figure 2. Electrode placement. (A) posterior deltoid, (B) infraspinatus, (C) 
biceps bra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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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선 자세에서 어깨를 90° 벌린 후 가쪽돌림(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STER]); 셋째,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어

깨를 90° 벌린 후 가쪽돌림(PRER); 넷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쪽

돌림(SLER) [2,5]. 모든 운동은 팔꿈치관절을 90° 굽힌 자세에서 진행

하였다. 2가지의 아래팔 자세는 중립자세와 뒤침자세로, 모든 대상자

는 4가지의 운동을 2가지 아래팔 자세로 총 8번의 운동을 진행하였다

(Figures 3, 4). 대상자는 각 운동을 한 세트에 10번의 반복으로 수행

하였다. 반복의 속도는 60 bpm으로 설정된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조

절하였으며, 동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 구간을 각각 한 박자 동안 수

행하여 2초의 간격으로 총 20초간 수행하였다[5,27,30]. 대상자는 운

동을 박자에 맞춰 동일한 각도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연습과정에서 충

분한 연습을 하였으며 전면에 배치된 거울을 통해 시각적 피드백을 받

았다. 아령의 무게는 남성은 5 lb, 여성은 3 lb 아령(Vinyl dumbbell; 

SPRI Products Inc., Libertyville, IL, USA)을 이용하였고[27], 각 운

동 사이에 적어도 3분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에 대한 근전도 신호

는 10번의 반복 중 3번째 반복부터 7번째 반복까지 5회 반복된 신호인 

총 10초의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여 평균을 내었다[5,16]. 기록된 근전

도 데이터는 %MVIC로 정규화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윈도우

용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샤피로-

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사용하였다.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2

가지 아래팔 자세 간에 측정한 근육들의 근활성도와 가시아래근/뒤어

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짝비교 검정(paired t-

test)을 사용하였다. 4가지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 간에 측정한 근육

들의 근활성도와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를 비교하기 위

해 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alysis of vari-

a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 분석(post-

hoc)으로 Bonferroni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 시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30명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16명이었다. 한 사람을 제

외하고 모두 오른손잡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운동방법에 따른 근육별 근활성도  

비교

4가지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에 따른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A B

C D

Figure 4.Figure 4.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s in forearm supination position. (A)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B)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C)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D) side-lying external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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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4가지 운동방법별

로 측정한 모든 근육들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분석 결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PRER에서 SIER, STER, 

SLER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SLER과 STER에서 SIER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p < 0.01). 가시아래근은 PRER, SLER, STER, SIER 순으

로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위팔두갈래근의 근

활성도는 STER에서 SIER, SLER, PRER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SIER과 

PRER에서 SLER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

는 아래팔의 두 측정 자세에서 모두 같은 순서를 보였다. 모든 운동방

법에서 가시아래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았으며(p < 0.01) (Figure 5), 

운동방법별 근활성도의 순위는 Figure 6에 제시하였다.

3.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아래팔의 자세에 따른 근육별 근활성

도 비교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위팔두갈래

근의 근활성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SIER, PRER, SLER에서 아래팔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01). 가시아래근의 근활성도는 SIER에서 아래팔 중립자

세가 뒤침자세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01). 위팔두갈래근의 근

활성도는 STER, PRER, SLER에서 아래팔 뒤침자세가 중립자세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RER, p < 0.05; STER, SLER, p < 0.01) (Figure 

5).

4.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운동방법에 따른 가시아래근/뒤어깨

세모근 근활성도 비 비교

4가지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에 따른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

활성도 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

도 비는 4가지 운동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사후분

석 결과 SIER에서 STER, SLER, PRER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SLER

과 STER에서 PRER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이는 아래팔 두 

자세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5.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아래팔의 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

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 비교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SIER

에서 아래팔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05). 

PRER과 SLER에서는 아래팔 뒤침자세가 중립자세보다 유의하게 더 높

았다(p < 0.05).

DISCUSSION

어깨 가쪽돌림 운동은 물리치료분야에서 어깨질환 환자의 재활운

동으로 자주 사용된다[8]. 그러나 가시아래근의 약화나 뒤어깨세모

근의 과사용으로 인해 운동 시에 가시아래근보다 뒤어깨세모근의 과

활성화가 나타나면 위팔뼈머리의 앞쪽 이동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깨

의 기능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7,20]. 따라서 많은 저자들은 어

깨 가쪽돌림 운동 시 가시아래근의 선택적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5,7,8,10,13,16,18,20,27]. 이에 본 연구는 근전도 장비를 이용하여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운동방법과 아래팔 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과 

Table 2.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of each muscle by exercises and forearm positions

Variable SIER STER PRER SLER F

Posterior deltoid Neutral 2.65 ± 1.35 15.69 ± 5.51a 52.38 ± 13.21a,b 17.12 ± 6.98a,c 152.400**
Supinated 2.35 ± 1.11 15.77 ± 6.62a 47.95 ± 10.81a,b 15.51 ± 6.90a,c 171.749**
Difference 0.30 ± 0.52 –0.08 ± 2.88 4.43 ± 7.61a,b 1.61 ± 2.47a 5.994**
t 3.164** –0.150 3.184** 3.580**

Infraspinatus Neutral 26.77 ± 9.01 45.01 ± 13.74a 80.39 ± 18.67a,b 54.66 ± 11.51a,b,c 180.628**
Supinated 23.09 ± 8.87 43.99 ± 13.42a 77.08 ± 16.54a,b 52.95 ± 11.13a,b,c 215.421**
Difference 3.68 ± 3.90 1.02 ± 4.70 3.31 ± 9.37 1.71 ± 5.67 1.633
t 5.168** 1.188 1.938 1.651

Biceps brachii Neutral 9.23 ± 4.50 13.49 ± 9.51a 9.73 ± 11.01b 3.30 ± 2.51a,b,c 43.155**
Supinated 8.03 ± 4.22 16.69 ± 9.85a 11.78 ± 14.10b 4.28 ± 3.08a,b,c 29.706**
Difference 1.20 ± 3.34 –3.20 ± 3.38a –2.05 ± 5.22a –0.98 ± 1.70a,b 9.574**
t 1.967 –5.185** –2.153* –3.1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IER,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ST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PRER,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SL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a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IER (p < 0.05),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TER (p < 0.05), c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RER (p < 0.05). *p < 0.05, **p < 0.01.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Data

Age (y) 21.97 ± 1.59
Sex (Male/Female) 14/16
Dominant side (Rt/Lt) 29/1
Height (cm) 167.13 ± 7.54
Weight (kg) 62.03 ± 9.82
BMI (kg/m2) 22.13 ± 2.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Rt, 
right; Lt, left;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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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를 조사하여 뒤어깨세모근의 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방법과 운동방

법마다 최적의 아래팔 자세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4가지 운동방법에 

따른 근육별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가시아래근과 뒤어깨세모근의 근

활성도는 PRER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PRER과 SIER, STER, SLE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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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Figure 6. Muscle activity rankings per exercise of posterior deltoid and infraspinatus. PD, posterior deltoid; IF, infraspinatus; %MVIC,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Neu, neutral; Sup, supinated; PRER,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SL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ST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SIER,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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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Figure 5. Muscle activity of each exercise and forearm position. SIER,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ST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PRER,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 of abduction; SL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at 0° abduction; %MVIC,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PD, posterior deltoid; IF, infraspinatus; BB, biceps brachii; Neu, neutral; Sup, supinated.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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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PRER에서 가시아래근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Yu 

등[28]과 Blackburn [22]의 결과와 동일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PRER보다 SLER에서 가시아래근의 활성도가 더 

높거나 두 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

었다[5,11,23]. 이것은 연구마다 운동 및 측정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아령의 무게 선정 또한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사료되므

로 추후에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뒤어깨

세모근의 근활성도는 Reinold 등[5]과 Ha 등[23]의 연구와 동일함을 

보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엎드린 자세가 다른 자세에 비해 뒤어깨

세모근에 중력을 더 많이 주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가시아래근은 PRER에서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지만 뒤어깨세

모근을 최소화하고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 또한 참고되

어야 한다[7,18]. 본 연구결과에서 4가지 운동방법에 따른 가시아래근/

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SIER에서 가장 높았으며, PRER에서 가

장 낮았다. 이는 뒤어깨세모근은 SIER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자세이며, SIER은 어깨 모음을 유발했기 때문이다[18].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에 어깨 모음은 높은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를 낮출 수 있고, 

가시아래근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Sakita 등[16]

과 Clisby 등[7]은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시아래근 강화 운동방법

은 운동의 목적과 환자의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 STER과 PRER은 스포

츠 활동에서 관찰되는 어깨 위치, 관절낭 긴장 및 근섬유 길이-장력 관

계를 재현 할 수 있다[23]. 그러나 STER과 PRER 같은 어깨를 90° 벌

린 자세에서의 가쪽돌림 운동은 위팔뼈머리가 앞쪽으로 이동하기 쉬워 

어깨주변조직, 특히 아래쪽 어깨위팔인대의 전방에 긴장을 가할 수 있

다[23,31]. 그러므로 STER과 PRER은 일상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서 

상지의 기능을 재현 할 수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능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방 불안정성 또는 어깨충돌증후군과 같은 돌림근띠 부상

의 영향을 받는 환자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어깨환자의 운동프로그램

을 설계할 때는 SIER과 SLER이 더 낮은 뒤어깨세모근 활성화와 함께 

가시아래근의 적절한 활성화를 생성하므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31,32]. 따라서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SIER은 어깨 불

안정 환자의 초기 재활운동으로, PRER은 어깨의 안정성이 확보된 후

에 강화 운동으로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가지 아래팔 자세를 선정한 이유는 어깨 가쪽돌림 운

동 시에 아래팔의 자세에 따라 어깨근육의 근활성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였고[25-27,33],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

른 어깨 가쪽돌림 운동이 임상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다. 이전의 연구들은 가장 일반적인 어깨 가쪽돌림 운동인 SIER에서 아

래팔의 자세에 따른 어깨근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가시아래근의 활성화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아래팔 자세

는 운동마다 다르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27], SIER뿐만 아

니라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STER, PRER, SLER 운동을 추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2가지 아래팔 자세에 따른 

근육별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가시아래근은 SIER에서 아래팔 중립

자세가 뒤침자세보다 더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Kang 

[25]의 연구에서는 SIER에서 뒤침자세가 중립자세보다 가시아래근의 

활성화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났다. 본 연구는 아래팔 중립자세와 뒤침자

세에서 가쪽돌림 각도를 동일하게 교육하고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60 

bpm으로 설정된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동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 구

간을 각각 한 박자 동안 수행하였다. 그러나 Kang [25]의 연구에서는 

아래팔 자세에 따라 개인의 최고 관절 가동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하였

으며, 최대가동범위 위치에서 5초간 등척성 수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아래팔 뒤침자세가 중립자세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가동범위로 운동

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뒤어깨세모근은 SIER, PRER, SLER에서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더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뒤어깨세모

근은 SIER에서 아래팔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근활성도가 더 높다

고 보고한 것과 동일하다[25,26]. 이와 같이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아

래팔 자세에 따라 어깨근육의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래팔 자

세의 변화에도 위팔뼈 회전은 유지되었지만 아래팔에서 원위적으로 조

정하는 경우에도 어깨위팔관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변화는 어깨근육의 특정 근육을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 시키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27]. 그러

나 아래팔의 회전이 어깨위팔관절의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가 

어깨근육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IF/PD muscle activity ratio by exercises and forearm positions

Variable SIER STER PRER SLER F

IF/PD ratio Neutral 11.33 ± 4.06 3.05 ± 1.03a 1.59 ± 0.40a,b 3.75 ± 1.95a,c 79.067**
Supinated 10.64 ± 3.61 3.06 ± 1.13a 1.66 ± 0.39a,b 4.08 ± 2.16a,c 65.323**
Difference 0.69 ± 1.61 –0.02 ± 0.49 –0.07 ± 0.16 –0.33 ± 0.83 2.531
t 2.356* –0.191 –2.212* –2.2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IER, sitting external rotation at 0°abduction; STER, standing external rotation at 90°abduction; 
PRER, prone external rotation at 90°of abduction; SLER, side-lying external rotation at 0°abduction; IF, infraspinatus; PD, posterior deltoid. a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IER (p < 0.05),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STER (p < 0.05), c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RER (p < 0.05).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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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아래팔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 근활성도 비는 

SIER에서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더 높았으며, PRER과 SLER에서

는 뒤침자세가 중립자세보다 더 높았다. 이는 운동마다 위팔두갈래근

의 근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 아래팔 자세에서 가시아래근/뒤어깨세

모근 근활성도 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위팔두갈래근 

긴 갈래는 어깨의 벌림 및 가쪽돌림 시에 주요 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34], Kim 등[35]은 위팔두갈래근의 활동이 어깨의 벌림 및 가

쪽돌림 시에 어깨의 전방 불안정성을 제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아래근/뒤어깨세

모근 근활성도 비와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가 상관성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어깨부상 재활 및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어깨 가쪽돌림 운동에서는 위팔두갈래근의 활동 또한 고려되어야 하

며, 아래팔 자세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모든 참가자가 건강

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를 어깨의 손

상을 지닌 환자에게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실험의 연구 결과

가 어깨 통증이 있는 참가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활성화되는 관

련된 다른 근육들의 근활성도 값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이므

로 어깨 통증과 가시아래근 약화가 있는 환자에 대한 선택적 훈련의 장

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인 종단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어깨 가쪽돌림 운동에서 아래팔 자세

에 따른 어깨근육의 근활성도 패턴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30명을 대상으로, 어깨 재활을 위해 물리치

료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의 어깨 가쪽돌림 운동방법(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0도 벌린 후 가쪽돌림[SIER], 바로 선 자세에서 어깨

를 90도 벌린 후 가쪽돌림[STER],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90도 

벌린 후 가쪽돌림[PRER],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쪽돌림[SLER])과, 2

가지의 아래팔 자세(중립과 뒤침자세)에 따른 가시아래근과 뒤어깨세

모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여 어깨 가쪽돌림운동 시 가시아래근의 활성

화를 위한 최적의 어깨 운동방법과 아래팔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시아래근과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PRER에서 가장 

높았고, 아래팔 중립자세가 뒤침자세보다 더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 

가시아래근/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 비는 SIER에서 가장 높았고, 각 

운동마다 위팔두갈래근의 근활성도가 높은 아래팔자세에서 비가 더 높

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어깨 불안정 환자의 초기 돌림근띠 

재활에서는 아래팔 중립자세에서 SIER이 초기 재활운동으로 선택될 수 

있고, 어깨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가시아래근 근력강화 운동

은 아래팔 중립자세에서 PRER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깨 가쪽돌림 운동 시 운동방법과 아래팔 자세는 어깨 재활 및 

손상 예방 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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