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스트레스는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선행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11--33)). 최근 스트레스와 통증

과의 관계22)),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과의 관계 등이 많

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33)).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체험으로, 그 평가가 쉽지 않다. 현재 여러 설문 기법

들과, 심박변이도 검사 등으로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33)).

경근전도는 경근이론을 바탕으로 경근의 상태와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검사로, 임상

상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44)). 경근은 경락 계

통의 하나로, 경근의 상태로 경락 기능의 상태를 추

적할 수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역뿐만 아니라 다

른 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44,,55)).

흉쇄유돌근과 상부 승모근은 뇌신경과 상위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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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으로, 뇌 전체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인한 긴장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육

이며, 중요한 심인성 자세근육이다66)). 또한, 이 근육들

을 경유하는 수족 삼양경근은 주로 신체를 신전시키

는 근을 포함하며, 질병 상황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55)).

이에 경항부와 견부에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

는 스트레스와, 수족 삼양경근의 공통부분인 흉쇄유

돌근 및 상부 승모근의 경근전도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1) 선정기준

2007년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스트레스에 노

출되어있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모집하여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

면 동의를 한 72명을 대상으로 하 다. 단,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 다.

2) 제외기준

(1) 지난 6개월 이내에 경부 또는 견부에 손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경우

(2) 경부 또는 견부에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Beck Depression Inventory7) 총점이 21점 이

상인 경우

(4)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중인 경우

(5) 기타 정신과적 약을 복용중인 경우

(6) 근이완제, 진통제를 복용중인 경우

72명의 대상자 중에서, 6개월 이내에 견부에 손상

을 입은 적이 있는 대상자 2명과, 현재 진통제를 복

용하고 있는 대상자 1명이 제외되었으며, 총 69명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방법

먼저 대상자의 연령, 복약 유무, 직종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평가 및 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하 다.

1) 스트레스 평가

스트레스는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높은 유의성을

보인 스트레스 반응 척도(SRI ; Stress Response

Inventory)33))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이는 감정, 신

체, 인지, 행동의 4가지 스트레스 반응 역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평가 도구로,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의 7가지 하위 요인을 추출해

낼 수 있다33)).

2) 경근전도 검사

경근전도는 8채널 전산화 무선 근전도 측정시스템

LXM3208-RF((株)Laxtha, Korea)을 사용하 다.

경근전도의 전극은 우측 흉쇄유돌근의 근복부위에 1

번 채널을, 좌측 흉쇄유돌근 근복부위에 2번 채널을,

우측 승모근 상부에 3번 채널을, 좌측 승모근 상부에

4번 채널을 연결하여 총 4개의 채널에서 능동적인 견

관절 거상 및 두부 굴곡 운동 시 나타나는 경근전도

신호를 측정하 다. 경근전도의 신호 중 근 수축력과

근 피로도를 측정하 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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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통계는 SPSS 11.0 for Windows를 사용하 다. 스

트레스 평가와 경근전도 검사 항목들과의 관계를 보

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 으며, P-

value 0.05 이하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 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1) 연령 분포

총 69명의 대상자 중 20대가 51명, 30대가 17명,

40대가 1명으로 28.80±4.82세의 분포를 보 다

(Table Ⅰ).

2) 생활 습관

총 69명의 대상자 중 음주자가 48명, 비음주자가

21명이었으며, 흡연자가 12명, 비흡연자가 57명이었

다(Table Ⅰ).

3) 비만 정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확인한 결과, 총 69명 중 18.5kg/m2 미만은 3명,

18.5kg/m2 이상 23kg/m2 미만은 39명, 23kg/m2

이상은 27명의 분포를 보 다(Table Ⅰ).

2. 스트레스와 경근전도와의 상관성

1) 스트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긴장도와의 상

관성

하위 요인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경근전

도의 수축력으로 표현된 흉쇄유돌근 긴장도의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신체화 부분에서 좌측 흉쇄유돌근의 긴장도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r=0.252, P<0.05,

Fig. 1),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

았다(Table II).

2) 스트레스 평가와 승모근 상부 긴장도와의 상

관성

하위 요인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경근전

도의 수축력으로 표현된 승모근 상부 긴장도의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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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o.(%)

Age(years) 20 ~ 29 51 (73.9)

30 ~ 39 17 (24.6)

40 ~ 49 1 (1.5)

Alcohol drinking Yes 48 (69.6)

No 21 (30.4)

Smoking Yes 12 (17.4)

No 57 (82.6)

BMI(kg/m2) < 18.5 3 (4.4)

18.5 ~ 23 39 (56.5)

≥ 23 27 (39.1)

BMI : Body Mass Index



3) 스트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피로도와의 상

관성

하위 요인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경근전

도로 평가한 흉쇄유돌근 피로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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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somatization part of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contraction
power of left sternocleidomastoid muscle.

Table Ⅱ.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Meridian Muscle
Electrography of Sternocleidomastoid
Muscle

Contraction Power of 

Sternocleidomastoid Muscle

Right Left

Stress Response 

Inventory  Tension
-0.032 0.023  

Aggression -0.073 0.099  

Somatization 0.102 0.252*  

Anger -0.057 -0.009  

Depression -0.037 -0.060  

Fatigue -0.161 0.072  

Frustration -0.013 -0.001

Total -0.055 0.03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Ⅲ.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Meridian Muscle
Electrography of Trapezius Muscle Upper
Portion

Contraction Power of 

Trapezius Muscle Upper Portion

Right Left

Stress Response 

Inventory  Tension
-0.094 0.153 

Aggression 0.217 0.039  

Somatization -0.030 -0.132  

Anger 0.057 0.073  

Depression -0.108 -0.003  

Fatigue -0.043 -0.014  

Frustration -0.039 -0.015  

Total -0.022 0.027

Table Ⅳ.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Meridian Muscle
Electrography of Sternocleidomastoid
Muscle

Fatigue of Sternocleidomastoid 

Muscle

Right Left

Stress Response 

Inventory  Tension
-0.133 0.023

Aggression -0.129 0.014  

Somatization -0.043 -0.077  

Anger -0.197 -0.049  

Depression -0.063 0.051  

Fatigue -0.034 0.016  

Frustration -0.105 0.051  

Total -0.125 0.015



4) 스트레스 평가와 승모근 상부 피로도와의 상

관성

하위 요인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경근전

도로 평가한 흉쇄유돌근 피로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전체 점수에서 우측 승

모근 상부의 피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r=0.266, P<0.05, Fig. 2).

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우측 승

모근 상부의 피로도와 각각 긴장 부분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r=0.271, P<0.05, Fig. 3), 우울 부분

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0.331, P<0.01, Fig.

4), 좌절 부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r=0.264, P<0.05, Fig. 5).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Tab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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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fatigue of trapezius muscle
right upper portion.

Fig. 3. Relationship between tension part of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fatigue of trapezius
muscle right upper portion.

Fig. 4.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part of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fatigue of
trapezius muscle  right upper portion.



Ⅳ. 고 찰

스트레스와 질병간의 관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11,,33)). 질병의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

트레스를 정량화하여 연구하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3,,88)). 스트레스를 정량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여러 스트레스 척도가 쓰이고 있으나, 인지적

평가, 감정상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모두

적절히 포괄하는 척도는 그 문항수가 많고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88)). 본 연구에 이용된 스트레

스 반응 척도는 기존의 스트레스 척도들과 비교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검증된 26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안정된 척도이다33)).

경근전도는 표면 근전도 기기(surface electromyo-

graphy)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평가하고 도

출된 결과를 십이경근 중 해당하는 경근에 귀속하여

병소가 되는 경근을 파악하고 한의학적인 경락이론

과 경근이론으로 해석하여 치료에까지 적용하기 위

한 진단기기이다44)). 경근전도는 근육 속에 침형전극을

삽입하여 측정하 던 기존의 근전도와는 달리 피부

에 상처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통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99)). 즉 경근전도는 등척성 수축 시에

표면 전극을 사용하는 근전도 분석 방법이며 최근의

표면 근전도 연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근전도 신호

를 주파수 평면으로 변환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frequency spectrum analysis)을 이용하여 근육의

생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표면근전도의 전기적

인 신호는 근섬유와 지방조직의 결합, 피부와 피부

전극의 인터페이스 등 때문에 비선역 지역 통과 필터

를 거친 것처럼 되어 신호를 감쇄시키거나 왜곡된 형

태를 가져올 수 있다110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표면 전극을 통해 기록되는 순수한 근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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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frustration part of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fatigue of
trapezius muscle right upper portion.

Table Ⅴ. Pearson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sponse Inventory and Meridian Muscle
Electrography of Trapezius Muscle Upper
Portion

Fatigue of Trapezius 

Muscle Upper Portion

Right Left

Stress Response 

Inventory  Tension 0.271* -0.046  

Aggression 0.088 0.031  

Somatization 0.128 -0.101  

Anger0.164-0.063  

Depression 0.331†† -0.024  

Fatigue 0.162 -0.034  

Frustration 0.264* -0.033  

Total 0.266* -0.04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신호를 FFT(Fast Fourier Transform)방법 C2, C3,

C4을 사용하여 power spectrum 분석을 하고 있다1111)).

승모근 상부는 상위 경추부신경인 C2, C3, C4의

지배를 받으며, 두부의 무게를 지탱하고, 상지의 무

게를 견디는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되어있는 근육이

다. 또한 스스로의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도 상해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심인성 자세 근육이

다66)). 흉쇄유돌근은 11번 뇌신경과 상위 경추부신경인

C2, C3의 지배를 받는 근육으로, 경동맥과 내경정맥

에 인접해 있으며, 손상될 경우 두통, 안면통 등의 통

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근육이다66)). 또한 흉쇄유돌근은

족태양방광경, 족소양담경, 족양명위경, 수태양소장

경, 수소양 삼초경, 수양명대장경의 공통 주행로이며,

승모근은 족태양방광경, 수양명대장경의 공통 주행로

로써, 흉쇄유돌근과 승모근 상부는 수족 삼양경근의

공통 주행로이다44,,1122,,1133)). 수족 삼양경근은 주로 신체의

신전근들을 포함하며, 신체의 내외적인 문제가 생겼

을 때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55,,1133)).

스트레스 상황에 놓 을 때, 수족 삼양경근의 활성

화로 경근에 향을 미치게 되고, 또 뇌신경 및 척수

신경의 전체적인 긴장상태로 이들이 직접 지배하는

흉쇄유돌근 또는 상부 승모근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한 경항부 및 견부의 근육의 손상이 통증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전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견이 분

분하여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다1144--1166)). 그러나 경항부

및 견부의 근육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1177,,1188))을 볼 때, 스트레스와 흉쇄유돌근

및 상부 승모근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흉쇄유돌근 및 승

모근 상부 경근전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흉쇄

유돌근에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부 승모근에서 우측

상부 승모근의 피로도가 스트레스와 접한 상관관

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긴장도

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스트레스 반응 척도 중 하위

요인 중 신체화 부분과 좌측 흉쇄유돌근의 긴장도만

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P<0.05),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스트

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피로도와의 상관성 분석에

서는 어떠한 항목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흉쇄유돌근의 경근전도 평가는 스트레스 척도

와 접한 연관이 없음을 시사한다. 승모근 상부의

경우, 스트레스 평가와 긴장도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어떠한 항목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로

도와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여러 항목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 다. 우측 승모근 상부의 피로도는 각각 스

트레스 반응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긴장 부분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P<0.05), 우울 부분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P<0.01), 좌절 부분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P<0.05) 보 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측 승모근 상부에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우측 승모근 상부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

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

으로, 많이 활동하는 근육에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 없이는 단

정하기 힘들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승모근 상

부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승모근 상부의 근 손상에 일정부분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평

가를 위하여 승모근의 피로도를 측정하거나, 승모근

질환에 스트레스 감소를 임상적 치료의 목표로 삼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경근전도 검사상의 교란인자를 완전히 배제하

지 못했고, 직업군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과,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등 신체적 여건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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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근전도를

통하여 스트레스로 기인된 경항부 및 견부의 통증 등

에 대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결 론

스트레스와 수족 삼양경근의 공통부분인 흉쇄유돌

근·상부 승모근의 경근전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성

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국 성인 남성의 경근전도를 검사한 후,

스트레스와 경근전도 평가와의 관계를 분석한바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스트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긴장도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스트레스 반응 척도 중 하위 요인 중

신체화 부분과 좌측 흉쇄유돌근의 긴장도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P<0.05),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2. 스트레스 평가와 승모근 상부 긴장도와의 상관

성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스트레스 평가와 흉쇄유돌근 피로도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4. 스트레스 평가와 승모근 피로도와의 상관성 분

석에서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우측 승모근 상부

의 피로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P<0.05).

5. 스트레스 평가와 승모근 피로도와의 상관성 분

석에서, 우측 승모근 상부의 피로도는 각각 스

트레스 반응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긴장 부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P<0.05), 우울 부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P<0.01), 좌절 부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P<0.05)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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