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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the muscle activity of the deltoid muscle according to the range of motion during the proprio-
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upper extremity D2 pattern exercise performed with an isokinetic exercise device. The aim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selecting an exercise for the relevant segment of the range of motion to enhance function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In this study, the relevant measurements of the anterior and middle trapezius of 25 healthy adults were taken using a surface 
electromyography system. The upper extremity pattern exercise was performed in three ranges (0% to 50%, 50% to 100%, and 25% to 
75%) using the upper extremity isokinetic device.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ratios of the anterior and middle deltoid muscle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p<0.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tivity ratio of the middle deltoid muscl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in the ratio from the start range to the end range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n the muscle onset tim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p>0.05).
Conclusion: The muscle activity of the anterior and middle deltoid muscl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range of motion during the 
PNF upper extremity pattern exercise performed with an isokinetic device. The results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selecting exercises for 
the relevant segment of the range of mo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to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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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은 패턴 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치료 기법을 통해 신경근 활성

과 기능을 촉진시키는 치료적 기법으로서 임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 이중 패턴을 활용한 운동은 대각선과 나선

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근육 움직임 촉진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신경근 반응 증진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2 특히 팔의 굽힘-벌림-

가쪽돌림(flexion abduction external rotation, D2) 패턴은 선행 근전도 

연구를 통해 어깨 복합체의 기능적 안정성 제공을 위한 근육의 통합

적 동원과 고유수용성감각 회복을 위한 중요성이 입증되었다.3 

Choi 등4은 반대측 팔 패턴 운동을 통해 팔 절단 환자의 절단지 주

변 근육에 나타나는 방산을 확인하였으며, Lee와 Lee5는 팔 패턴 운

동이 반대측 다리근육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Kang6은 팔 패턴 운동이 복부 근육과 호흡근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임상에서 팔 패턴 운동은 팔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신체 전반에 걸친 기능회복을 위해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체 역학적 관점에서 근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교차 결합을 

통해 장력을 형성하며 적절한 결합은 큰 장력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액틴과 마이오신의 과도한 결합 혹은 불충분한 결합

은 장력 발생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7 이러한 근섬유 결합의 차이

는 관절 운동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발생되는 장력의 크기 또

한 다른 양상을 보인다.8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운동 범위를 결정하고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어깨세모근은 기능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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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상호 협력과 보조 작용을 하지만 위치에 따라 주로 앞쪽 섬유는 

어깨관절의 굽힘과 벌림, 중간 섬유는 벌림에 작용한다.9 PNF 팔 D2 

패턴의 움직임은 어깨 관절의 굽힘-벌림-가쪽돌림이 수반되며 따라

서 어깨세모근의 앞쪽, 중간 섬유의 작용이 나타난다. 반면 D2 패턴 

운동시 어깨 관절 가쪽 돌림의 경우 팔꿈치의 돌림과 동반되어 나타

나기 때문에 매순간 변하는 각의 방향에 따라 저항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고정된 저항 제공 장치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어깨세모근의 측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관절에서 운동 범위에 따라 작용되는 근육의 근활성도를 비

교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10-12 PNF 팔 D2 패턴 움직임의 범위에 따

른 연구는 없으며 특히 저항과 속도를 표준화하여 일정한 장력을 등

속성으로 제공하여 근활성도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속성으로 수행된 PNF 팔 D2 패턴 운동 시 범

위에 따른 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여 임상에서 운동의 목

적에 따른 운동 구간 선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참여동의한 건강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조건은 최근 6개월간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팔의 근골격계 통증 및 구조적 변형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

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2채널 무선 표면 근전도 측정시스템 Mo-

tive (MOT10, PhysioLab,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측정프로그램은 

Motive-RS (PhysioLab,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 근전도 전

극은 앞어깨세모근(anterior deltoid)와 중간어깨세모근(middle del-

toid)에 부착하였다. 측정신호는 저역통과필터(15 Hz)와 고역통과필

터(500 Hz)를 사용한 밴드필터와 노치필터(60 Hz)를 사용하였다. 신

호 추출 주파수는 2,000 Hz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제곱

평균제곱근값(root mean square value, RMS)으로 처리하여 저장하였

다. 측정에 사용된 훈련도구는 등속성 운동기기 미니플러스(Smart 

Module, RONFIC, Korea)을 사용하였다. 측정시 운동방법은 수동 등

속성 운동 모드(manual isokinetic mode)에서 시행하였고, 저항은 1.25 

kg, 속도는 40 cm/sec 로 설정하였다.

2) 실험절차

연구대상자는 바로 앉은 자세로 등속성 운동기기를 이용하여 팔 D2 

패턴 운동을 세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첫번째 조건은 팔 

D2 패턴의 시작 위치에서 전체 운동범위의 50% 위치까지 시행하고, 

두번째 조건은 팔 D2 패턴 전체 운동범위의 50% 위치에서 끝 위치까

지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조건은 팔 D2 패턴 전체 운동범위의 25% 위

치에서 75% 위치까지 시행하였다(Figure 1). 각 운동은 동일 범위 3회

씩 시행하였으며, 운동 순서는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피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측정 조건 중간에 1분간의 휴식시간을 적용하였다.

운동에 따른 근활성도 측정은 표면 전극을 부착한 후 표면 근전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앞어깨세모근 전극 부착부위는 팔

의 앞쪽으로 빗장뼈(clavicle) 아래 4 cm 지점에 근육 섬유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2 cm 간격으로 두 개의 활성 전극을 부착하였다. 중간어깨

세모근의 전극 부착부위는 팔의 측면으로 어깨뼈봉우리(acromion) 

아래 약 3 cm 지점에 근육 섬유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2 cm 간격으로 

두 개의 활성 전극을 부착하였다.13 측정 중 대상작용을 사용하지 않

도록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근활성도 자료는 RMS 처리하여 각 측정 조건에 따른 앞어

깨세모근과 중간어깨세모근의 활성도 비율을 확인하였고, 각 근육

에 따른 중간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한 각 운동 범위의 근육 활성도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앞어깨세모근과 중간어깨세모근

의 근육 개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Window용 SPSS ver. 22.0 (IBM Co.,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은 특성은 평균 및 표준 편차

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

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최소유의차검증(LSD)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정

규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정규성을 만족하여 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Figure 1.�The�Exercise�of�PNF�upper�extremity�D2�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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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 나이 30.6 ± 7.3

세, 평균 신장 169.3 ± 9.1 cm 그리고 평균 체중 64.9 ± 14.0 kg이었다. 

2. 측정 조건에 따른 앞어깨세모근과 중간어깨세모근의 활성도 비율

측정 조건에 따른 앞어깨세모근과 중간어깨세모근의 활성도 비율은 

시작 범위에 앞어깨세모근이 많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나, 끝 범위에

는 중간어깨세모근이 더 많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1).

3. 측정 조건에 따른 개별 근육 활성도 비율 

중간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한 측정 조건에 따른 중간어깨세모근의 

활성도 비율은 시작 범위에서 끝범위로 가면서 더 많은 비율로 중간

어깨세모근의 활성도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5). 앞어깨세모근의 활성도 비율은 시작 범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Table 2).

4. 측정 조건에 따른 근육 개시 시간 차이

측정 조건에 따른 앞어깨세모근의 근육 개시 시간과 중간어깨세모

근의 근육 개시 시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시작 범위에서 끝 범위로 

가면서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중간어깨세모근의 근육 개시 시간보

다 앞어깨세모근의 근육 개시 시간이 더 빨리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Table 3).

고 찰

척수손상, 편마비, 사지절단, 스포츠 선수 등 PNF 팔 패턴 운동은 다

양한 분야와 대상자들의 고유수용감각과 기능의 증진을 위해 사용

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4,14-16 본 연구는 임상에서 널리 활

용되고 있는 PNF 팔 패턴 운동을 등속성 환경에서 실시하고 초기 범

위, 중간 범위, 끝 범위로 나누어 근활성도를 분석하여 목적에 따른 

운동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어깨세모근 앞쪽/중간 섬유 근활성 비율을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

를 통해 D2 패턴의 초기 범위에서 끝 범위로 가는 동안 앞쪽/중간 섬

유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어깨 세모근 앞쪽/중간 섬유 비율

이 감소하는 것은 앞쪽 섬유의 근활성도가 끝 범위로 갈수록 감소하

거나 혹은 중간 섬유의 근활성도가 끝 범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깨세모근의 앞쪽 섬유의 근활성도

는 PNF 팔 D2 패턴의 운동 범위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

으나, 어깨세모근의 중간 섬유의 근활성도는 PNF 팔 D2 패턴의 운동 

범위가 끝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결국 어깨세모근의 앞쪽 섬유와 

중간 섬유의 근활성도 변화의 차이로 인해 PNF 팔 D2 패턴의 운동 

범위에 따른 어깨세모근의 앞쪽/중간 섬유 근활성 비율의 차이가 나

타났다고 판단된다. 

어깨세모근은 팔의 굽힘과 벌림의 주동근으로 작용하며 어깨 복

합체 주변 협력근들의 작용과 함께 움직임에 필요한 장력을 발생시

킨다.17 어깨 굽힘을 통한 팔을 올림은 어깨세모근의 앞쪽 섬유와 부

리위팔근 그리고 위팔두갈래근의 긴갈래이며 벌림을 통한 올림은 어

깨세모근의 앞쪽 섬유와 중간 섬유 그리고 가시위근으로서 어깨세모

근의 앞쪽 섬유는 굽힘과 벌림 모두를 통해 팔을 들어올리게 한다.8 

어깨관절의 굽힘과 벌림에 모두 참여하는 어깨세모근 앞쪽 섬유의 

기능적 특징으로 인해 PNF 팔 D2 패턴의 전체 운동 범위에서 앞쪽 

섬유 근활성도의 고른 분포가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세모근의 중간 섬유의 경우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시작

하는 생리적 움직임에서 어깨관절 벌림 동안 가시위근과 함께 활성

화되고 90° 벌림 근처에서 최대가 된다.18 또한 어깨관절의 전체 벌림 

토크에 있어 어깨세모근 중간 섬유와 가시위근은 대략 똑같은 양으

Table 1.�Ratio�of�anterior�and�middle�deltoid�according�to�condition

Initial�Range Middle�Range End�Range F p

RMS�ratio 1.35±0.69a 1.17±0.58b 0.9±0.40c 13.51 <0.001*

Mean±SD.�Units�are�expressed�as�percentages�(Anterior�deltoid�RMS�/�Middle�
deltoid�RMS).�RMS:�root�mean�square�value.�a,�b,�cFor�measures�with�significant�
group,�different�superscripts�indicate�significant�differences�(p<0.05).�*p<0.05.

Table 2.�%RVC�of�Deltoid�according�to�condition

Initial�Range
Middle�
Range

End�Range F p

Anterior�deltoid 1.09±0.24 1.00±0.00 1.00±0.30 1.66 ���0.20

Middle�deltoid 0.96±0.23a 1.00±0.00a 1.30±0.36b 17.67 <0.001*

Mean±SD.�Units�are�expressed�as�percentages�(Each�condition�/�Middle�range).�
%RVC:�percentages�reference�voluntary�contraction.�a,�bFor�measures�with�signifi-
cant�group,�different�superscripts�indicate�significant�differences�(p<0.05).�*Sta-
tistically�significant�(p<0.05).

Table 3.�Difference�in�muscle�onset�time�according�to�the�condition�� � � � �

Initial�Range Middle�Range End�Range F p

Difference�Time -18.83±138.66 -27.34±189.91 -55.33±228.79 0.383 0.68

Mean±SD.�Units�are�expressed�as�millisecond�(Anterior�onset�time�–�Middle�onse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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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한다.19 하지만 PNF 팔 D2 패턴은 세 면(plane)에서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며 특히 중간 범위를 지나며 어깨 관절의 가쪽 돌림이 시

작되고 끝 범위로 갈수록 가시위근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

는 운동 역학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어깨세모근 

중간 섬유의 근활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어깨

세모근 앞쪽/중간 섬유 근활성 비율의 변화의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

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40대의 어깨관절의 장애가 

없는 남녀 정상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상수가 작고,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어깨관절과 관련된 임상 

활용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측정 조건에 따른 근육 개시 시간

의 차이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표면 근전도

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등속성으로 시행한 PNF 팔 D2 패턴 운동시 운동 범위에 따른 어

깨세모근 앞쪽 섬유, 중간 섬유의 근활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PNF 팔 D2 패턴 운동의 임상적 활용에 있어 구간별 

특징에 따라 근활성도를 분석하여 목적에 따른 운동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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