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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슴근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어깨관절의 가쪽돌림 가동범위와
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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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Shoulder External Rotation Range and Upper and Lower Trapezius Muscular
Strength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of Stretching the Pectorlis Major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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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creased shoulder ex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ROM) and
trapezius muscles activities after three different pectoralis major stretching methods. A total of thirty healthy mal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split into three groups. Each group performed one of the three different stretching methods: 1) Manual stretching by a physical therapist
(MS), 2) Active stretching using a ball (BS), and 3) Active stretching be themselves (SS). Trapezius muscle activities were measured by using surface
electromyogram (S-EMG). The results were measured using Goniometer equipment for the change of ROM and using EMG equipment for the
measurement of muscle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stretching. The stretches were performed three times, and held for 20 seconds on each occasion.
The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was determined for each muscle group in order to represent each stretching as a percentage of
MVIC, and allow for standardized comparison among subjects. A one-way ANOVA of variance was used to compare the ΔROM (the change between
post- and pre-stretching ROM) and Δ%MVIC (the change between post- and pre-stretching muscle activities) among the three group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α=0.05.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houlder external rotation ΔROM values did not produce a significant (p>0.05)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however the Ball Stretching (BS) group showed the largest increase in ΔROM. All of the groups had lower muscle
activity after stretching the upper trapezius and higher muscle activity after stretching the middle and lower trapeziu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in muscle EMG activity on the upper and lower trapezius. However, the standardized EMG activity on the middle
trapezius was markedly higher (p<0.05) for pectoralis muscle Manual Stretching (MS) than BS or 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ctoralis muscle Ball
Stretching (BS) is useful for shoulder external rotation ROM, while Manual Stretching (MS) is more effective for correcting shoulder posture.
KEY WORDS: Pectoralis major stretching, Trapezius muscle contraction, Surface EMG, Shoulder ex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함하는 Round shoulder posture (RSP)가 된다(Yoo, 2013; Borstad &

서 론

Ludewig, 2005; Finley & Lee, 2003). 이러한 자세는 어깨뼈의 위치와 움
사람들은 문화적 습관, 직업, 행동양식, 나이와 관계된 몸의 변화,

직임, 그리고 근육활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목

그리고 근골격계 구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에 따라 다

과 어깨근육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통증과 감

양한 방식으로 자세를 취한다(Shin과 Yoo, 2014; Caneiro et al., 2010;

각이상, 기능저하와 다양한 신경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Lee et al.,

Szeto et al., 2005). 앉은 자세가 좋지 못하다면 등뼈 뒤굽이의 증가와

2013; Silva & Johnson, 2013; Kang et al., 2012). RSP는 신체의 중력선에

어깨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자세가 되고 이것은 앞쪽머리자세를 포

대해 어깨뼈 봉우리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세로 정의되며, 앞
쪽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와 함께 목뼈의 앞굽이과 등뼈의 뒤
굽이를 증가시키고, 어깨뼈 위치의 변형, 그리고 어깨앞쪽자세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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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다(Sahrmann, 2002). 즉, 어깨뼈의 내밈, 아래쪽 방향돌림, 그리
고 앞쪽 경사를 유발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

*본 연구는 2018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보건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임.

시켜 어깨의 통증과 기능저하, 어깨뼈 위쪽 방향돌림 감소와 같은 골
격근 이상을 유발한다(Sahrmann, 2002; Greenfield, 2001; Lukasiewicz

접수일: 2020년 5월 20일 심사일: 2020년 6월 1일 게재승인일: 2020년 6월 8일

25

26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20년 6월 / 제13권 제1호

et al., 1999; Wang et al., 1999).

김나주 외

이렇듯 큰가슴근의 단축은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을 일으키며, 이

RSP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수축된 큰가슴근(Pectoralis major

로 인한 어깨 정렬과 자세의 근육 불균형은 어깨관절과 동작의 기능

muscle)이다(정희원, 2002). 또한, 큰가슴근은 동결견(Frozen shoulder)

이상과 어깨나 목의 통증 증후군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믿어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과도 연관되어 있다(주정화

왔다.

등, 2005).

적응성 단축은 근육이 단축 또는 긴장된 자세가 지속되어 짧아진

Janda (1988)는 오랜시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상위

(tightness) 상태를 의미한다. 대항근이 긴장된 근육을 원래의 바른 자

교차증후군(upper crossed syndrome, UCS)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로 되돌리거나 외력으로 그 긴장된 근육을 늘어나게 하지 않는 한,

UCS는 목은 앞쪽 경사되어 있고, 등은 뒤로 굽어 있는 자세로 인해

그 부분는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단축(shortness)이나

목 굽힘근(neck flexor)과 등세모근 아래섬유(trapezius lower fiber), 마

긴장(tightenss)된 상태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경미하거나 중등도

름근(rhomboid)은 뻗침과 약화되고 등세모근의 위섬유(trapezius up-

정도로 짧아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관절 가동범위 또는 운동범위

per fiber)와 어깨 올림근(levator scapular), 큰가슴근(pectoralis major),

가 제한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축 또는 긴장된 상태는 정상적인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은 단축되는 임상 양상이다.

근육 길이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짧아진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가하

큰가슴근(Pectoralis major)은 크게 위팔뼈를 모음(adduction) 및 안

지 않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육이

쪽돌림(internal rotation, IR) 시키며, 강제흡기(forced inspiration) 시 가

중등도 정도로 긴장되어 있는 경우 근육의 운동성이 원래의 정상적

슴우리 올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Jenkins, 2008).

인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통 몇 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Ken-

빗장뼈의 복장뼈쪽에서 기시하여 위팔뼈의 큰결절능에 정지하여

dall et al., 2005).

어깨관절(shoulder)을 굽힘(flexion)시키고 수평 모음(horizontal ad-

물리치료 및 재활분야와 스포츠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

duction)시키는 섬유가 큰가슴근의 빗장뼈부분(clavicle part)이다. 다

는 스트레칭 운동은 특별히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관절 가동범위를

른 한 갈래는 복장뼈부분(sternum part)으로 복장뼈의 전면, 6-7번째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유산소운동이나 근력 강화운동과 같은

갈비연골 그리고 배바깥빗근 힘줄막에서 기시하여 위팔뼈의 큰결절

운동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절과 근육을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운동

능에 정지하여 꼬여있는 형태의 회오리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

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Reid & McNair, 2010). 가장 흔한 스

깨뼈를 내림시킨다. 복장뼈부분의 단축은 위팔을 155도 벌림(abduc-

트레칭의 방법으로 정적(static) 스트레칭, 동적(ballistic) 스트레칭,

tion) 시킨 자세에서 어깨관절의 관절 가동범위를 제한한다(Kendall

PNF 스트레칭이 사용되고 있다(Whatman et al., 2006).

et al., 2005; Sahrmann, 2001). 또한 이 근육은 어깨관절의 돌림축에서

Feland et al. (2001), Lee et al. (2005), Young & Elliott (2001)은 스트레

멀리 떨어져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세 근육이 되면 어깨뼈

칭 운동방법 중에서 PNF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고, Fasen

관절오목(glenoid) 내에서 위팔뼈 움직임 조절결함(fault)의 근원이 될

et al.은 수동적, 능동적, 신경가동성, PNF 등 네 가지의 스트레칭 방법

수 있다(David et al., 2000).

을 8주 동안 적용하였을때 능동적이거나 PNF 스트레칭 방법이 수동

그리고 어깨밑근(subscapularis) 등 대항 균형(counterbalance)근들이

적 스트레칭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작용되지 못한다면 큰가슴근은 위팔뼈머리(humeral head)의 과도한

큰가슴근과 등세모근은 어깨관절의 움직임에서 몸통으로부터 위

앞쪽 미끄러짐(anterior glide)에 기여 할 수 있다(Cordasco, 1996; Neu-

팔이 멀어지는 벌림 운동에는 각도에 따라 제1상태(0-90도), 제2상태

mann, 2002). 큰가슴근은 팔이음뼈를 내림(depress)시키는 근육이기

(90-150도), 제3상태(150-180도)로 나눠지며 제2상태에서 등세모근이

때문에 이것이 짧아지거나 우세하면, 어깨관절 굽힘 시 동반되어야

벌림에 주동근으로 관여하며 이 운동은 모음근 즉 큰가슴근의 뻗침

할 팔이음뼈 올림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Kendall et al., 2005).

에 대한 저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굽힘은 가로축을 축으로 하여

또한, 큰가슴근의 손상은 위팔어깨관절(glenohumeral joint)의 기

시상면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벌림과 같이 각도에 따라 3상태

능부전에 기여한다. 큰가슴근은 어깨관절을 통과하여 위팔뼈에 직

로 나누어진다. 60-120도에 일어나는 제2상태에서도 벌림과 같이 굽

접 붙어 있기 때문에 위팔어깨뼈 리듬(scapulohumeral rhythm)의 올

힘 운동에 등세모근이 관여하며 큰가슴근의 저항에 의해 제한된다.

바른 기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DiGiovine et al., 1992).

어깨의 가쪽돌림은 위팔과 위팔 전체의 세로축에서 일어나는 움직

어깨관절 굽힘 마지막 1/3 범위에서 어깨관절이 가쪽돌림(external

임으로 어깨의 가쪽 돌림은 위팔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없어

rotation’s, ER)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큰가슴근의 단축 또는 뻣뻣

서는 안되는 동작이나 수많은 안쪽 돌림근에 비해 가쪽 돌림근들은

(stiff)하기 때문이다(Sahmann, 2001).

약하다. 또한 어깨의 돌림이 위팔돌림 전체의 운동범위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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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못하여 어깨뼈이 가슴우리 위에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
에 위팔의 가쪽돌림에 어깨뼈는 모음이 일어나며 이에 관여하는 근
육이 등세모근이다(I.A Kapan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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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전도 장비

근활성도 측정에 필요한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무
선 8채널 근전도 WEMG–8 (LAXTHA, LXM5308, USA)을 사용하였

그러므로 위팔의 가쪽돌림 범위증가는 큰가슴근의 긴장도의 감

다. 본 장비는 각각 1대의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

소와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증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큰가슴근과 등

으로 주파수를 송신하고 수신하여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을 하였다.

세모근은 어깨 운동의 적절한 움직임에 관여하며 등세모근의 주동

이와 함께 다른 장비로는 노트북과 소프트웨어(telescan), 전극의 패

되는 움직임에 큰가슴근의 긴장도는 어깨관절 움직임 제한에 영향

드, 전극의 케이블이 사용되었다(Fig. 2).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큰가슴근과 등세모근의 근활성도의 관

3) 근전도 신호의 처리 및 기록

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는 큰가슴근의 스

근전도 장비와 전극패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혼선이 없도록 가지

트레칭이 어깨관절의 가쪽 돌림범위의 증가에 미치는 정도와 스트레

런히 정리하여 근육의 움직임시 나타나는 잡음(noise)을 최소화시켰

칭으로 인한 큰가슴근의 길이 증가로 어깨의 바른 정렬에의해 등세

다. 근전도 장비와 노트북을 연결하고 각각의 케이블과 연결된 근육

모근의 근활성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에 채널을 지정하여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고, 수집된 신호의 sampling rate는 1,024 Hz로 지정하였다. 근전도 분석을 위한 대역 필터
(bandpass filter)는 10-450 Hz로 설정하였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연구 방법

있는 노치필터(notch filter)의 처리는 60 Hz을 설정하였다. 측정된 표
면 근전도 신호 5초 중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처음 1초와 마지막 1초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D대학교에 재학중인 20대의 건강한 성인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 3초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남자 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모든 대

실효평균값(root mean square, RMS)을 처리하여 기록, 분석하였다. 근

상자들에게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의 참가에 동

전도의 측정단위는 μV로 기술되었다.

의한 자에 한해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깨관절에 병변이나 기타 과거 병력이 없는 자
둘째, 어깨관절의 선천적인 기형 또는 정형외과적 손상이 없는 자
셋째, 어깨관절의 신경학적 등 문제가 없는 자
넷째, 연구의 방법과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자.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항목 및 방법
1) 관절 각도계 측정

Fig. 1. Goniometer.

어깨관절의 능동적 가쪽돌림 가동범위의 측정은 관절각도계 Goniometer (Prestige medical, USA)를 이용하여 바로 누운 자세에서 위
팔을 몸통에 붙인 상태로 팔꿉관절을 90도 굽힘하고 봉우리뼈와 엄
지 폄 사이의 각도를 0도로 설정하여 위팔의 가쪽돌림의 각도를 설
정하였다(Fig.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30)

Variables

Characteristics

Range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23.09± 1.34
173.36± 5.29
68.95± 8.31
22.91± 2.19

20-24
167-182
60-87
19.69-26.26

Fig. 2. Electromy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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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척성 수축 시 최대 근활성도의 측정

Enrollmont (N= 30)

실험 시 근육의 활성도를 구하기 위해 % maximum voluntary iso-

Participant (N = 30)

metric contraction (MVIC) 또는 %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Pre-test (by. Goniometer & EMG)
Shoulder active external rotation ROM
- Trapezius muscle activity record

(MVC)방법, %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를 이용한다.
%MVIC는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유발 시 최대 근수축 값에 대한

Random allocation
(Stretching methods)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MVC는 최대 수의적
수축을 기준으로 측정값을 사용하며, %RVC는 특정 동작의 수축에
서 전기적 신호값을 기준을 비율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들을

Manual stretching
(N1 = 10)

표준화(normalization)라고 한다(Raez et al., 2006). 그대로 전기적 신호

Ball stretching
(N2 = 10)

값을 데이터화 한다면 서로 다른 피부의 저항치 등을 고려할 수 없으

Post-test (by. Goniometer & EMG)
Shoulder active external rotation ROM
- Trapezius muscle activity record

므로 표준화를 이용하며 이렇게 측정된 값을 근활성도의 수치로 사

Data analysis

용한다. 이러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MVIC를 사용하여 각 값을
일반화하였다. 최대 등척성 수축 시 대상자의 자세는 정규화를 위해
표준화된 맨손 근력자세로 시행되었다(Kendall et al., 2005). 등세모근

Self stretching
(N3 = 10)

Fig. 3. Flow chart of study.

하였다.

위 섬유의 최대 등척성 수축은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양팔은 옆에 편

실험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각 스트레칭 운동과 자세에 대해 설명

안히 이완시키고 우세 측 어깨의 올림과 목의 동측 굽힘, 반대측으로

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약 30분 정도 교육하였다. 모든 실험은 우성인

돌림 한 상태에서 저항은 어깨와 뒤통수에 적용하였다.

팔을 실시하며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

등세모근 중간섬유의 최대 등척성 수축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였다.

어깨는 90도 벌림과 가쪽 돌림하고 팔꿈치는 90도 굽힘 한 상태에서

먼저 연구대상자는 상의를 탈의 후 어깨관절의 능동적 가쪽 돌림

저항은 어깨뼈 가쪽에 가하였으며 등세모근 아래 섬유는 엎드려 누운

가동범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

자세에서 검사측의 어깨를 120도 수평 벌림하고 팔을 들어 올리게

세모근의 MVIC를 측정, 그리고 등세모근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하여 어깨뼈를 모음과 내림하도록 하고 검사자는 몸통의 돌림을 막

각 그룹별로 스트레칭 시간은 20초로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와서 10

으며 아래팔에 저항을 주어 최대 등척성 수축 시 근활성도 %MVIC

초 휴식하는 방법으로 각 동작을 3회 반복 실시 하였다. 각 스트레칭

값을 구하였다(Kendall et al., 2005). 각 실험자세에 따른 동작은 동작

실시 후 동일한 자세로 다시 능동적 가쪽돌림 가동범위를 측정하였

별로 5초 실시하였으며, 데이터값은 제곱 평균 제곱 근법으로 처리하

으며,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를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여 시작 시 1초와 끝부분에서 1초는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

중재 전과 후에 어깨 돌림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각도계

외하고 중간 3초 동안의 값을 이용해 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

(Goniometer)를 사용하여 능동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

든 방법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들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위팔을 몸통에 붙인 상태로 팔꿉관절을 90
도로 굽힘하고 위팔의 가쪽돌림 각도를 설정하였다(David & Magee,

3. 실험방법
1) 실험설계(Fig. 3)

2004) (Fig. 4).
도수를 이용한 수동적 스트레칭(Manual stretching, MS)은 치료대
한 쪽으로 바로 누워 어깨관절을 135도 벌림하고 물리치료사는 가슴

2) 실험 과정

큰가슴근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어깨관절의 능동적 가쪽돌림 가

우리의 복장뼈(Sternum)를 고정하여, 위팔을 아랫방향으로 폄시킨다
(Fig. 5).

동범위의 증가 정도와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의

볼을 이용한 능동적 스트레칭(Ball Stretching, BS)은 네 발 기기 자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30명의 대상자를 각 스트레

세로 팔을 볼에 올려 135도 어깨관절을 벌림한 자세에서 몸통을 중

칭 그룹별로 10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여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였

력과 같은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린다(Fig. 6).

다. 스트레칭 방법은 (1) 도수를 이용한 수동적 스트레칭(Manual

실험에 사용된 볼은 지름이 max. 55 cm인 크기를 사용하였다(Fig. 7).

stretching, MS), (2) 볼을 이용한 능동적 스트레칭(Ball Stretching, BS),

대상자 스스로 하는 능동적 스트레칭(Self stretching, SS)은 바로 선

(3) 대상자 스스로 하는 능동적 스트레칭(Self stretching, SS)으로 실시

자세에서 어깨를 135도 벌림하고 반대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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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5. Manual stretching.

B
Fig. 4. Shoulder ex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A) ROM측정 시작
자세, (B) ROM측정 마지막 자세.

Fig. 6. Ball stretching.

다(Fig. 8).
등세모근 근활성도의 측정으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은 180도
굽힘, 135도 수평 벌림하여 엄지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하고 팔을 귀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자세를 실시하였다(최지영 등, 2012) (Fig. 9).
근전도 전극패드의 부착 부위는 등세모근 위섬유, 중간섬유, 아래
섬유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각 근
육의 전극 부착부위를 결정하였다(Cools et al., 2007; Ekstrom et al.,
2003). 각 근육의 전극은 우세측에만 부착하였다. 우세측 위팔은 구
두로 정하였으며, 대상자들 중 29명은 우세측이 모두 오른쪽, 1명의
참가자는 우세측이 왼쪽이었다. 전극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부착

Fig. 7. Ball.

하였다. 근전도 측정에 사용된 전극패드는 전도성 Ag/AgCl 하드젤 방
식(SEED EMG Single Electrode T246H, 외경: 24 ×46 mm, 전극: 15×15

다. EMG패드 전극 간의 거리는 2 cm로 하였으며, 각 근섬유 방향에

mm)으로 부착 부위의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 1). 근전도의

평행하도록 부착하며, 빈틈이 없이 최대로 밀착시켜 부착하였다(Ta-

전극은 등세모근 위섬유는 목뼈 7번 가시돌기와 어깨뼈 봉우리 사이

ble 2).

에서 약간 안쪽, 등세모근 중간섬유는 어깨뼈 안쪽 모서리에서 2 cm
안쪽 수평방향, 등세모근 아래섬유는 90도로 어깨관절 굽힘 상태로
어깨뼈 가시 안쪽 아래 5 cm에서 가쪽위 비스듬방향으로 부착하였

4. 자료처리

본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Window용
https://doi.org/10.37152/kmhs.20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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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omyogram attachment position
Muscle

Electrode placement

Upper trapezius

Supero-medial and infero-lateral to a point 2 cm lateral to
one-half the distance between the C7 spinous preocess
2 cm medial to the medial edge of the scapular spine
Midway between T7 spinous process and inferior angle of
the scapular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der
Age (yr)
Heigh (cm)
Weight (kg)
BMI (㎏/m2)

MS

BS

SS

P

Male (N= 10)
24± 2.0
173± 4.4
68.7± 3.6
22.9± 1.4

Male (N= 10)
24.7± 0.9
176± 5.4
77.7± 5.3
24.9± 2.3

Male (N= 10)
23.2± 0.4
176± 6.3
73.6± 4.0
23.5± 2.3

0.066
0.262
0.085
0.128

*p < 0.05.
BMI, Body mass index.
Values are mean± SD.

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칭 후에서 스트레칭 전의 값을 뺀 변화량
(ΔROM, ΔMVIC)을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그룹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사후 분
석은 LSD로 하였다. 유의 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Fig. 8. Self stretching.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정상 성인남자 30명으로 평균 나이는
23.96세, 평균 뻗침은 175 cm, 평균 몸무게는 73.33 kg으로 평균 체질량
지수(BMI) 23.76 kg/m2이다. 각 그룹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
래와 같으며 각 그룹별 스트레칭 전 어깨관절의 가쪽 돌림의 범위와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 0.05) (Table 3).
2.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어깨관절 가쪽돌림 가동범위의 변화
Fig. 9. Posture of Trapezius muscle activity isometric contraction.

큰 가슴근의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일원배
치 분산분석 결과,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은 변

SPSS ver 19.0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인들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화를 보였다. 중재 전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하여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각 3가지 스트레칭 전 어깨관절의 능동

(p> 0.05) (Table 5).

가쪽돌림 각도를 측정, 각 스트레칭 후 동일한 자세로 능동 가쪽돌림

MS와 BS, SS 모든 그룹에서 스트레칭 전과 후의 어깨관절 능동적

의 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스트레칭 전 등세모근 위섬유, 중간섬유,

가쪽돌림 가동범위의 증가가 나타났다.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는 BS

아래섬유의 근활성도 측정, 각 세 가지 스트레칭 후 등세모근 위섬유,

에서 17± 5.8도로 변화가 가장 컸으며, MS에서 11.5 ± 5.2도로 변화가

중간섬유, 아래섬유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칭 운동 전후

가장 적었다. 집단 간 분석결과 유의확률은 0.055로 유의확률에는 미

의 관절 가동범위 변화량과 등세모근의 근활성도의 변화량의 유의

치지 못하는 정도였으나 LSD 방법을 통한 그룹별 사후검증 결과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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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houlder ex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and trapezius muscles EMG according to %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S
ΔROM
ΔUT (%MVIC)
ΔMT (%MVIC)
ΔLT (%MVIC)

BS

11.5± 5.2
-10.40± 8.6
10.55± 4.0
8.81± 4.2

SS

17.0± 5.8
12.0± 4.8
-14.10± 13.6 -9.8± 10.12
3.26± 17.3 5.73± 12.05
10.25± 7.6
8.06± 6.5

F

P

3.233
0.446
5.000
0.306

0.055
0.645
0.014
0.739

Table 6. Pairwise Comparisons of LSD for trapezius muscles EMG according to %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between
three groups
종속변수
UT

(I) group

(J) group

평균차(I-J)

P

1. MS

2. BS
3. SS
1. MS
3. SS
1. MS
2. BS
2. BS
3. SS
1. MS
3. SS
1. MS
2. BS
2. BS
3. SS
1. MS
3. SS
1. MS
2. BS

3.70
-0.59
-3.70
-4.29
0.59
4.29
13.809*
16.288*
-13.809*

0.459
0.905
0.459
0.391
0.905
0.391
0.019
0.007
0.019
0.659
0.007
0.659
0.616
0.795
0.616
0.448
0.795
0.448

2. BS
3. SS
MT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efore intervension
MS
Gender
ROM before Intervention (°)
UT before intervention
(%MVIC)
MT before intervention
(%MVIC)
LT before intervention
(%MVIC)

BS

SS

P

Male (N= 10) Male (N= 10) Male (N= 10)
68.5± 4.1
64.5± 2.0
64.0± 3.9 0.120
65.46± 5.21 82.70± 7.73 70.94± 9.12 0.117
67.55± 6.2

67.72± 2.1

61.05± 7.3

52.81± 8.1

58.68± 2.0

57.81± 3.27 0.752

1. MS
2. BS
3. SS

LT

1. MS

0.756
2. BS
3. SS

* p < 0.05.

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ΔROM 값이 컸으며(p < 0.05), M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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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16.288*
-2.479
-1.437
0.745
1.437
2.182
-0.745
-2.182

았다(p> 0.05) (Table 6).

SS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논 의
3.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변화

큰가슴근의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이나 통증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의

래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 측정결과 중재 전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

기능회복과 통증감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관절 가동범위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Table 3) 중재 후 위 등세모근 근 활성도변화

의 증진이다. 관절 가동범위 증진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스트레칭은 하

에서 MS와 BS, SS 모든 그룹에서 근 활성도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BS

나의 방법이며, 스트레칭의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 즉, 관절 가동

에서 -14.10 ±13.61 %MVIC로 가장 큰 근 활성도의 감소를 나타내었으

제한 범위의 정도, 중력을 이길 수 있는지의 유무 등에 따라 선택되어

며 SS에서 -9.81±10.12 %MVIC 가장 작은 근 활성도의 감소를 보여주

지는데 그럼 과연 어떠한 방법이 관절 가동범위의 증진에 효과가 있

었다(Table 4).

는지 또한, 바른 자세로의 치료에 있어서 길항근의 스트레칭으로 주

중간 등세모근 근 활성도의 변화에서는 MS와 BS, SS 모든 그룹에

동근의 장력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

서 근 활성도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MS에서 10.55± 4.09 %MVIC로 가

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큰가슴근의 긴장도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장 큰 근 활성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BS에서 3.26±17.31 %MVIC로 가

3가지 서로 다른 스트레칭 방법에 따라 어깨관절의 가쪽 돌림범위의

장 작은 근 활성도의 증가를 보였다(Table 4).

증가 정도와 등세모근의 근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3가지

아래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 변화결과 MS과 BS, SS 모든 그룹에서

스트레칭 방법으로 물리치료사의 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동적 스

근 활성도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BS에서 10.25 ± 7.68 %MVIC로 가장

트레칭과 기구를 이용한 스트레칭 중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볼을

큰 근 활성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SS에서 8.06 ± 6.56 %MVIC로 가장

이용한 능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어떠한 도구도 없이 대상자 스스로

작은 근 활성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4).

하는 셀프 스트레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집단 간 사후 분석결과 위 등세모근과 아래 등세모근에서는 집단

연구 결과 3가지 그룹 모두에서 어깨관절의 가쪽 돌림범위의 증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0.05). 중간 등세모근에서는

가 나타났으며 능동적 가쪽돌림 범위의 증가에서 볼을 이용한 스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중간 등세모근 근 활성도

레칭에서 가장 큰 가동범위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볼을 이용한 스

증가의 집단 간 비교 시 MS에서 다른 두 그룹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

트레칭 자세가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여 비교적 쉽게 긴장도를 떨어

가 나타났으며, BS와 SS 두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뜨릴 수 있으며 큰 가동범위를 통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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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사료된다.

김나주 외

아래 등세모근은 모든 스트레칭 방법에서 근활성도가 증가하게 나

Halbertsma et al. (1999)은 스트레칭 후의 즉각적인 관절 가동범위

타났다. 그러므로 위 등세모근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위함과 아래

의 증가는 관절 끝 범위에서 대상자가 불편함에 대한 적응을 했고, 새

등세모근의 긴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모두 도움이 된

로운 범위에서 스트레칭에 대한 불편함에 내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이라고 하였다. Magnusson et al. (1996)은 근육의 수동적 특성과 뻗침

3가지 방법 중 환자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 변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효과의 증

본 실험에서는 등세모근 중간섬유에서 가장 큰 활성도의 증가를

가, 근육과 관절에서 유해성 신경종말을 통한 통증 조절 효과 때문에

보여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간 등세모근에서 가

관절 가동범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 그룹의 비교결과

장 큰 활성도의 증가를 보인 것은 큰가슴근과 중간 등세모근의 어깨

볼을 이용한 능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큰 가동범위의 증가가 나타났

관절대 수평면에서의 운동과 관계된다고 보여진다. 수평면에서의 운

으며, 도수를 이용한 수동적 스트레칭에서 가장 작은 가동범위의 증

동 시 팔이음부의 앞쪽운동의 범위가 뒤쪽운동의 범위보다 크며 앞

가가 나타났다. 이는 Fasen et al. (2009)의 능동적, 수동적, 신경가동성,

쪽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으로는 큰가슴근이며, 뒤쪽운동에 관여하

PNF 등 네 가지의 스트레칭 운동을 8주 동안 적용한 결과, 수동적 스

는 근육은 등세모근의 중간섬유이다(I.A Kapandji, 1998).

트레칭 방법보다는 능동적이거나 PNF 스트레칭 방법이 보다 더 효
과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어깨관절 벌림각도에 따른 큰가슴근의 근 활성도를
알아본 결과, 빗장뼈부분과 복장뼈부분 두 갈래 모두 90도 벌림자세

임상적으로 큰가슴근의 스트레칭은 가슴우리 출구증후군(TOS),

에서 공통적으로 큰 근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Kendall et

긴장성두통, 어깨관절 과사용증후군, 충돌증후군, 어깨관절 불안정

al. (2005)의 중간 등세모근의 근력 측정 자세와 일치하며, 이 각도에서

성과 같은 어깨관절 동통증후군과 증가된 등뼈굽이, 내밈된 어깨뼈,

큰가슴근은 수평 모음의 작용, 중간 등세모근은 수평 벌림으로 서로

머리의 앞쪽 전위를 동반하는 둥근배부(round back), 등뼈 뒤굽이

주동근과 대항근의 관계에 따라 중간 등세모근에서 가장 큰 근 활성

(kyphosis) 등의 증상에 적응증으로 쓰인다.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은 증

도의 증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상에 중간 등세모근과 아래 등세모근은 뻗침 약화되어 강화하도록
치료되어진다(Corolyn & Lynn, 2004).
등세모근 윗섬유의 긴장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거나 척추뒤굽이증

또한 그룹 간 사후검증 결과 도수를 이용한 수동적 스트레칭 그룹
에서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가장 큰 중간섬유의 근 활성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을 동반하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윗섬유의 긴장

Morgan & Proske (2004)는 능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치료사나 본인

은 중간 등세모근과 아래 등세모근의 약화를 일으킨다. 등세모근 중

의 신체부위를 이용하는 수동스트레칭이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나. 본

간섬유의 약화는 척추뒤굽이과 어깨뼈의 벌림, 어깨의 앞쪽자세를

실험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나타내게 되며, 등세모근 아래섬유의 약화는 위팔뼈의 위융기 및 앞

적절한 어깨자세는 근골격계의 균형을 가져오고 몸통의 스트레스

쪽경사와 어깨뼈의 위 올림을 시키게 된다(Kendall et al., 2005). 그러므

와 긴장은 최소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Thigpen et al., 2010; Falla et al.,

로 정상적인 어깨관절의 움직임과 자세를 위해서는 등세모근 윗섬유

2007).

의 근 긴장도가 적고, 등세모근 중간섬유와 아래섬유의 근긴장도의
증가가 필요하다.

어깨뼈의 위치는 어깨뼈에 부착된 근육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근육의 길이-장력(length-tension relationship)에 따라 근육의 최대 근

본 연구에서 큰가슴근 스트레칭 방법과 등세모근의 위, 중간, 아래

장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 길이를 필요로하게 되는데 어

의 근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스트레칭 방법에서 등세모근 윗섬

깨뼈의 정렬이 변하여 근육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

유의 근 활성도는 감소하고 중간섬유와 아래섬유의 근 활성도는 증

면 근 장력은 감소하게 된다(Ettema et al., 1994). 어깨뼈의 위치, 위팔

가되게 나타났다. 큰가슴근의 스트레칭으로 근육 길이가 증가함에

어깨리듬(scapulo-humeral rhythm의 문제와 자세의 편향과 근육의

따라 어깨의 위치를 바른 정렬로 변화시켜 상대적으로 등세모근 윗

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깨관절의 이상 때문이다(Kel-

섬유는 근 긴장도를 낮추고, 중간과 아래섬유의 근활성도를 증가시

ly, 1995; Kendall, 1983; Wang, 1999).

킬 수 있게 했으리라 사료된다. 이는 수동적 어깨 정렬이 등세모근 아

Kendall & McCreary (1983)는 머리와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굽은 등

래섬유의 근 활성도를 증가시킨 선행논문과도 일치한다(최지영 등,

자세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다면 근육은 길게 늘어나게되고 약해

2012).

질 것이며, 짧아진 근육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윗등세모은 모든 스트레칭 방법에서 근 활성도가 낮게 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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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되면서 어깨뼈의 안정 시 위치가 변하여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큰가슴근의 스트레칭의 목적이 자세의

어깨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교정을 위한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의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는 물리

그러므로 어깨관절의 안정성과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큰 가슴근

치료사의 도수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 스트레칭과 등세모근의 적절한 근 활성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운동치료 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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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셋째, 도수를 이용한 스트레칭 시 한 명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하였으나,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 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넷쩨, 큰가슴근은 강력한 모음근으로 스트레칭 시간
이 더 길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
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대상
자와 더 긴 스트레칭 시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다른 큰
가슴근의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어깨관절 가쪽 돌림의 증가정도와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의 차이를 비
교해보았다.
연구결과 큰가슴근의 3가지 스트레칭 모두에서 어깨관절의 가쪽
돌림 범위의 증가와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증가
를 보여주었다. 이는 큰가슴근의 단축과 관련된 관절 가동범위 제한,
어깨관절과 동작의 기능이상 그리고 어깨나 목의 통증증후군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칭 방법 중 볼을 이용한 스트레칭에서 가쪽돌림의 범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 측정에서는 3가지 방법
모두 위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의 감소, 중간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증
가, 아래 등세모근의 근 활성도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 중 중간 등세모
근에서 각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 가지 방법 중 도수
를 이용한 스트레칭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큰 근 활성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큰가슴근의 스트레칭 시
어깨관절 가동범위의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는 볼을 이용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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