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토트백(tote bag)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패션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보다 효율적

이고편리하게이동시킬수있는필수아이템으로여겨

지고 있다[1].

그러나 가방의 휴대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올바르지

못한방식으로가방을휴대하는인구가지속적으로늘어

나고 있다[2]. 특히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은 일상생활에

서 가방을 한쪽으로만 휴대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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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토트백이 젊은 여성의 작은가슴근 두께와 위등세모근의 긴장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습관적으로 토트백을 들고 다니는 27명의 여성이 본 연구에 동원되었다. 대상자들은 대상자들의 체중의 0 %, 5 %, 7.5 
%, 10 % 무게에 해당하는 토트백을 한쪽 손목으로 들고 있는 동안 작은가슴근의 두께와 위등세모근의 긴장도를 측정하였
다. 가방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위등세모근의 긴장도는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05), 작은가슴근의 두께 역시 가방 무게
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손목으로 토트백을 드는 습관이 젊은 여성
의 위등세모근과 작은가슴근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토트백 즐겨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가능하다면 토트백 무게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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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ote bag weight on muscle thickness of 
pectroalis minor and tone of upper trapezius in young adult women. 27 women habitual of carrying tote bags. 
The subjects were measured the tone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and the thickness of the pectoralis minor 
muscle while carrying tote bags with the weight of 0%, 5%, 7.5% and 10% of the subjects' body weight. As 
the weight load increased, the upper trapezius muscle demonstrated significantly increased muscle tone (p<.05). 
additionally, a significantly increased thickness in the pectoralis minor muscle was noted(p<.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abit of carrying a tote bag on the wrist may be disadvantageous to improving the two 
muscles in young women.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 women who likely used tote bag decrease the 
weight of the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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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때문에외적부하(external load)가 신체의한쪽으로

만 가해지게 되면서 양쪽 상부 체간에 위치한 근육들의

근육 활성도(muscle activity)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3,4]. 그럼에도불구하고현대여성들은편측손으로

가방을 휴대함으로써 체간에 일측성 부하(unilateral

load)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1]. 일측성부하가손목에장시간가해질경우인체는

체간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한쪽근육의근수축을지

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한쪽 근육의 지속적인 근수

축은특정근육과신경의조절이약화또는단축되어근

골격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5].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근육과 관절에 비효

율적인 전략이 학습되기 시작하고, 보행속도가 감소될

뿐만아니라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고자세에도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6]. 특히, 근골격계 또는 자세의 변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직업이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7].

한쪽 아래팔(forearm)로만 지속적인 무게를 지탱해야

할 경우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이 단축 과 등세모

근의근활성도변화를야기할수있다. 특히, 작은가슴근

은 3∼5번째 갈비뼈에서 시작하여 어깨뼈 부리돌기

(coracoid process)에 닿기때문에단축시어깨뼈의전방

경사(scapular anterior tilt)를 유발시켜비정상적인자세

를초래할수있다[8]. 이러한전방경사는어깨관절을굽

힘시에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의 과수축과아래등

세모근(lower trapezius)은 약화를야기하여다양한어깨

뼈증후군을유발시킬수있다[8]. 또한, 과도한작은가슴

근 단축과 위 등세모근의 긴장은 어깨관절 관절형상학

(arthrokinematic)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어깨정렬과 관

련된 어깨봉우리밑점액낭염(subacromial bursitis), 충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과 같은 여러 질환을 발

생시키며, 어깨이음뼈(shoulder girdle) 주변근육의 근육

불균형을 발생시키게 된다[9,10].

아래팔에 지속적인 편측 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토트

백역시그무게에따라다양한근골격계문제를초래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무게의 토트백이 젊은

성인여성의 작은가슴근과 위등세모근의 근두께와 근긴

장도변형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젊은 성인

여성 27명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평상시 가

방을 한쪽으로 휴대하는 습관을 가진 자, 아래팔에 만성

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로 하였다. 통증이나 관절

범위제한으로 인해 검사자세를 취할 수 없거나 위팔의

선천적기형이나외과적수술을받은사람은제외하였다.

모든대상자들에게는연구에대한절차와안전성에대하

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는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Variable mean±SD

Age(year) 22.0±1.0

Height(cm) 160.5±3.8

Weight(kg) 52.9±4.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  

2.2 측정도구
2.2.1 위등세모근의 긴장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위등세모근의 근수축 시 발생되는 주

파수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3축의 디지털 가

속도 센서를 내재한 접촉식 연부조직 측정기기인

MyotonPRO(Myoton AS, Tallinn, Estonia)를 이용하였

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피험자가 불필요한 긴장을 하

지않도록지도하였으며, 측정탐침 (polycarbonateprobe,

3mm)은 측정부위의 근복(muscle belly)의 중앙부위에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측정값은 근육의 긴장도(muscle

tone)를 주파수로 산출하였다. MyotonPRO을 사용한 모

든 측정은 다분석 측정법(multiscan mode)을 이용하여

반복횟수는 5 times, 기계적임펄스전달시간(tap time)

은 15 m/s, 전달 간격은 0.8 sec.으로 설정하였다[11].

2.2.2 작은가슴근의 두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안정 시와 토트백 부하 시에 작은가슴

근의두께를측정하기위하여초음파영상장비(MySonoU6,

Samsung,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모든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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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ode(brightness mode)에서 스캔하였고，주파수 대

역은 12 MHz로 하였다. 그리고 깊이(depth), 밝기(total

gain), 동적 구역(dynamic range)은 대상자의 이미지 특

성에 맞춰 조절하였다.

2.3 측정방법
각 대상자들은 실험 참여 전에 체중을 측정한 뒤, 선

자세에서 토트백 무게를 무게부하 전(0%), 대상자 체중

의 5%, 7.5%, 10%로 변화시켜대상자의 손목에같은 자

세로 측정하는 동안만 휴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평균

2.1kg의 토트백 무게가 산출 되었다. 우세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등세모근의 긴장도와 작은가슴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Fig. 1].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이용해서통계처리하였고, 측

정된자료가정규분포를이루는지확인하기위해콜로고

로프-스미르노프(kolmogorov-smirnov)검정을실시하였

다. 그리고 체중에 따른 위 등세모근의 긴장도와 작은가

슴근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체중에 따른 토트백 무게부하 시 작은가슴근의 

두께 변화 
토트백무게가높아질수록작은가슴근의두께는유의

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0%에서는

0.473mm, 토트백의 무게가 체중의 5%, 7.5%, 10%일 때

는 각각 0.557, 0.613, 0.7mm로 측정되었다<Table 2>,

[Fig. 2].

3.2 체중에 따른 토트백 무게부하 시 위등세모근
의 긴장도 변화
MyotonPRO의 C지표는근수축또는외력에의한조

직의 변형률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이 역시 토트백의 무

게가 증가할수록 위등세모근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나타났다(p=.002). 0%에서는 16.502Hz, 토트백의무게

가 체중의 5%, 7.5%, 10%일 때는 각각 17.379, 17.835,

18.24Hz로 측정되었다<Table 2>.

4. 고찰
장시간 동안 또는 습관적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착용할 경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러한불균형은허리근육의과긴장과비정상적인

자세, 잘못된 보행으로 진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관절,

근육, 뇌그리고신체구조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12].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가방의 무게와 위치 그리고 휴대

0% 5% of body weight
7.5% of body

weight

10% of body

weight
F p

Pm (cm) 0.473±0.020 0.557±0.020 0.613±0.020 0.7±0.030 3.501 0.022

UT (Hz) 16.502±0.030 17.379±0.030 17.835±0.040 18.240±0.040 48.023 0.002

Pm : Pectoralis minor, UT : Upper Trapezius.

<Table 2> Comparison of the thickness of pectoralis minor and muscle tone of upper trapez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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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따라인체분절이비정상적인자세로정렬될수

있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13]. 따라서, 본연구는토트백

의무게가젊은성인여성의위등세모근과작은가슴근에

어떠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기위해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토트백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작은가슴근

의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위등세모근의 긴장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4,15].

본 연구의결과를토대로, 연구에참여한여성들은토

트백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편측 부하가 증가되고 이

에 따른 신체 부정렬을 교정하기 위해 작은가슴근과 위

등세모근을이루는근섬유수의동원을증가시키는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작은가슴근의 지속적인 수축 또는 근

두께증가로인하여어깨뼈의정렬이비정상적으로변하

게 되고 이는 위등세모근의 근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16]. Cools 등[17]은 작은가슴근의단축

은 어깨뼈 상방회전에 작용하는 앞톱니근과 아래등세모

근의 약화를 초래하며, 위등세모근의 과사용으로 인해

근육간의 불균형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작은가슴근의 단축을 구현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시

적으로 토트백을 한쪽 손목으로 들었을 때, 작은가슴근

의 근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작은가슴

근의 단축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근육의 장력을 발생

시켰고, 이로 인해 어깨뼈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이러한 어깨뼈의 위치 변화는 위등세모근

의근육길이를증가시켜길이-장력관계(length-tension

relationship)를 변화시켜서 위등세모근의근긴장도가변

화되었다[18].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토트백을 한

쪽 손목으로만 들었을 때 작은가슴근의 단축이 야기될

수 있다. 단축 정도가 커질수록 어깨뼈의 부정렬이 증가

하게되고이는위팔움직임시안정성을제공하지못하

여 위팔 기능에 문제를 가져온다[19]. 따라서 지속적인

토트백사용으로인해작은가슴근의단축에따른어깨뼈

의전방경사가나타날때는어깨관절을굽힘할때어깨

뼈의 후방경사(posterior tilt)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8].

또한 지속적으로 토트백을 한쪽 손목으로 들면, 위등세

모근의 긴장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아래등세모

근과 앞톱니근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어

깨관절의불균형을초래하게되어위등세모근뿐만아니

라, 어깨뼈 주위 근육의 피로감을 높이게 된다[20]. 따라

서 토트백의 지나친 무게 또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상지에 다양한 근골격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

C R
P

PM

Pm

A B

C D

[Fig. 2] Ultrasound imaging of the pectoralis minor carrying the tote bag. CRP :　coracoid process, PM 
: pectoralis major, Pm : pectoralis minor, A : none weight , B : 5% of body weight C : 7.5% 
of body weight, D : 10% of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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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무게를최대한낮추거나아래팔에지속적인부하를

주지않도록휴식을자주갖도록교육하는것을권장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근긴장도 측정기기 사용

시 근복(muscle belly)에 정확한 지표를 설정하여 항상

동일한 부위를 동일한 압력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yotone은 이런 문제점을 해

결하기엔 부족하였다. 둘째, 초음파 측정은 다소 주관적

이며 이로 인해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검사시반복횟수를증가시켜이러한오류를최

소화하고자하였다. 향후연구에서는자기공명영상장치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와 근전도 검사

(electromyography, EMG)와 같은객관성이높은측정도

구를이용한연구가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를기반으로

다양한가방에따른효과적인휴대방식에대한구체적이

고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체중에 따라 토트백의 무

게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부과하여 작은가슴근의 두께와

위등세모근의긴장도를알아보았다. 토트백의무게가증

가할수록 작은가슴근의 두께가 증가하였고 위등세모근

긴장도또한유의하게높아졌다. 지속적인작은가슴근의

두께증가와위등세모근의지속적인긴장은다양한어깨

주위 관절 및 연부조직에 근골격계 문제를 유발하게 되

므로 토트백의 무게를 줄이거나 휴대 기간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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