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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scapulo-thoracic musculatures including serratus anterior (SA), upper tra-
pezius and lower trapezius can provide shoulder stability and functional shoulder movement.

Objects: The muscle activities of upper and lower SA were compared during three different 
scapular protraction exercises in healthy individuals in sitting position.

Methods: Twenty-five healthy subjects were participated. Electromyography device was used 
to measure muscle activity of upper and lower SA and trapezius muscles. Each subject was 
asked to perform three different scapular protraction exercises (scapular protraction [SP], SP 
with self-resistance [SPSR], SPSR with hand-exerciser [SPSRH]) in random order. One-way re-
peated measures analysis of the variance and a Bonferroni post hoc test were used.

Results: The muscle activity of lower SA muscl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con-
ditions (SP vs. SPSR vs. SPSRH) (p < 0.01). The lower SA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ly 
greater during SPSRH compared to SP and SPSR, which required joint stability more than SP 
and SPSR (p < 0.01).

Conclusion: SPSRH exercise can be recommended to facilitate the muscle activity of lower 
SA. In addition, the intramuscular variation in the upper and lower SA during scapular protrac-
tion exercise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INTRODUCTION

앞톱니근의 충분한 근활성도는 정상적인 어깨뼈 안정화와 움직임에 

기여한다[1-3]. 어깨뼈에 붙어있는 근육들 중에서 특히 앞톱니근의 감

소된 근활성도는 어깨뼈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어깨 통증을 야기시킨다

[4]. 앞톱니근의 약화는 움직임을 지연시키며, 어깨뼈 운동이상증이 발

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5,6]. 따라서 어깨뼈 내밈 운동은 앞톱니근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화운동을 위해 제안되어 왔다[4-7]. 이전 연구들은 

어깨뼈 내밈 운동이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고했

다[1,4]. 특히 선행연구들을 보면 어깨뼈의 완전한 내밈을 포함하는 푸

쉬업 플러스는 위등세모근 활성을 최소화하면서 앞톱니근 활성화를 증

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푸쉬업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으로 밝혀

졌다[3,7].

일반적으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

들은 넓은등근이 겹치는 것을 피해서 겨드랑이 바로 아래, 5번째 갈비

뼈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여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8,9].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앞톱니근의 근활성도 측정을 위한 전극을 6번

째 갈비뼈에서부터 8번째 갈비뼈에 부착하였다[10,11]. 또한, 위앞톱

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을 나눠서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겨드랑이 바

로 아래, 5번째와 7번째 갈비뼈 위치에 각각 전극을 부착한 선행 연구

도 진행되었다[3]. Inman 등[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앞톱니근은 특

히, 아래등세모근과 같이 짝힘 메커니즘(force-couple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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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어깨뼈의 아래각(inferior angle)에 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밝

혔다. 따라서, 어깨뼈의 안정화와 정상적인 움직임은 앞톱니근뿐만 아

니라 등세모근이 활성화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13].

많은 선행연구들은 앞톱니근의 근활성화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어깨

뼈 내밈 운동의 끝 자세에서 불안정한 면에 접촉시켜 운동하는 것을 제

안했다[1,3,7]. 어깨뼈 내밈 운동 중 불안정한 면에 접촉시켜서 수행하

는 것이 어깨뼈의 움직임 조절과 고유수용성 관절수용기(propriocep-

tive joint receptors)를 자극시킴으로써, 신경과 근육 활성의 큰 회복

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졌다[3]. 또한 불안정한 접촉면을 이용한 어

깨뼈 내밈 운동은 안정된 상태보다 앞톱니근 활성화를 더 증가시켰다

[1,3,14].

반면, Lehman 등[8]은 어깨뼈 내밈 운동을 안정적인 면과 불안정한 

면에서 수행했을 때 앞톱니근 근활성도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운동 

부하 증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했다. 접촉면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 없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푸쉬

업 플러스가 닫힌 사슬 운동으로써 어깨뼈 내밈 운동으로 사용되었고, 

앞톱니근의 한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근활성도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푸쉬업 플러스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어깨뼈 내밈의 저항

은 체중에 비례한다. 푸쉬업 플러스와 같이 엎드린 상태에서 체중을 저

항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깨뼈 내밈에 과도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뼈 주변 근육들의 높은 동시 활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7,15].

따라서 앞톱니근 활성화를 위해 불안정한 접촉면을 이용한 어깨뼈 

내밈 운동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저항이 주어져야 한다. 

Jung 등[16]은 자가 저항을 이용한 어깨뼈 내밈 운동을 제시함으로써 

저항 자체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 연구동향을 보면 열린 사슬 운동으로써 불안정한 면에 접촉시켜 자

가 저항을 제공했을 때 어깨뼈 내밈 운동(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with hand-exerciser, SPSRH)을 수행하는 것이 일

반적인 어깨뼈 내밈 운동(scapular protraction, SP)과 자가 저항을 제

공한 어깨뼈 내밈 운동(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SPSR)을 수행하면서, 위앞톱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구분

하여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앉은 자세에서 불안정한 접촉면을 이용해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했을 때 위앞톱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가설은 SPSRH 운동이 SP 운동과 

SPSR 운동에 비해 어깨뼈의 안정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가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설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건강한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나이 = 23.4 ± 

4.7세, 신장 = 169.7 ± 8.7 cm, 체중 = 61.7 ± 7.5 kg). 선정기준은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하면서 통증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제외 기

준은 1) 어깨나 팔꿈치 수술의 과거 병력, 2) 신경근 또는 골격근 질환, 

3) 어깨나 팔꿈치 관절의 통증이 존재할 경우 제외하였다. 실험 프로토

콜은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각 연구참여자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1) 근활성도

EMG-feedback (TeleMyo 2400T; Noraxon, Scottsdale, AZ, 

USA) 장비를 이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을 하였다. 어깨관절에 위 그리

고 아래 앞톱니근과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해 전용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역통과필터(20–450 Hz), 여과필터(60 Hz) 

그리고 표본추출률(1,024 Hz)로 설정하였다. 모든 근활성도 데이터는 

50 ms (moving window)인 root mean square를 사용하여 신호를 

처리했다. 전극 배치 전, 피부 저항을 줄이기 위해 부착 부위를 면도했

다. 그 후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정리했다. 해당 부위에 일회용 

Ag/AgCl 표면 전극을 적용하였다. Rainoldi 등[17]의 가이드라인대로 

연구참여자의 위앞톱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을 구분하여 전극을 부착했

다[3]. 두 개의 분리된 양극 표면전극이 2 cm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위

앞톱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의 근전도 전극은 어깨뼈 아래쪽 끝 수준에서 

넓은등근의 앞쪽 영역에 위치하고, 겨드랑이가 접히는 부분으로부터 2 

cm 아래로 5번째 갈비뼈와 7번째 갈비뼈에 위치하여 위, 아래앞톱니

근을 각각 촉진 후 부착하였다[9]. 위등세모근은 7번째 목뼈 가시돌기

와 어깨뼈봉우리(acromion) 사이 지점에 부착하였고, 아래등세모근은 

6번째 등뼈 가시돌기에서 대각선 바깥쪽 1.5 cm 아래 부위에 부착하

였다[3]. 근전도 신호는 MyoResearch® XP Master Edition software 

(Noraxon)를 사용하여 획득했다. 앞톱니근과 등세모근의 최대 자발적 

등척성 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에 

대한 근육 테스트 위치는 Kendall 등[18]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

었다. %MVIC는 앞톱니근과 등세모근의 근수축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각 연구참여자가 타겟바에서 자신의 우세측 어깨뼈 내밈을 

유지하는 5초 동안 근활성도 신호가 기록되었다. 운동 시작 및 종료 시 

각각의 1초를 제외하고, 중간 2–4초의 신호를 분석했다[19,20].

3. 실험 절차

연구참여자는 운동에 익숙해 지도록 우세측 팔을 사용해 10분 동안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했다. 그런 다음, 각 운동은 5초 

동안 3번씩 수행되며 운동 사이에 3분 휴식을 취했다. 세 가지 다른 어

깨뼈 내밈 운동의 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Redmond, 

WA, USA)의 무작위 순서로 할당되었다. 분당 60비트로 설정된 메트로

놈을 사용하여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표준화하였다.

1) Scapular protraction (SP)

초기 위치에서, 각 연구참여자는 등받이 의자에 앉고 등을 똑바로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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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세로 의자를 평평하게 배치하고, 우세측 어깨는 90도 굽힘을 수행

했다(Figure 1A). 우세측 어깨가 90도 굽힘 할 때, 팔꿈치는 완전히 폄

하고, 어깨뼈는 중립자세에서 내밈을 수행했다. 타겟바는 연구참여자

가 몸통 굽힘과 회전없이 어깨뼈 내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았다. 연

구참여자는 타겟바에 우세측 손을 주먹쥔 채, 어깨뼈 내밈을 수행하고 

5초 동안 유지했다(Figure 1A).

2)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SPSR)

SPSR 운동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이 사용되었다[11]. 연구참

여자는 초기 자세에서 비우세측 손의 손바닥이 우세측 손의 주먹을 감

싸도록 지시했다(Figure 1B). 우세측 손의 주먹이 비우세측 손의 손바

닥을 맞서 밀고, 비우세측 손의 손바닥이 우세측 손의 주먹에 맞서 당

긴 채 자가 저항을 제공하면서 5초 동안 유지했다.

3)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with hand-

exerciser (SPSRH)

SPSR 운동과 동일하게 수행하되, 비우세측 손에 핸드엑설사이저

(Thera-Band Hand Exerciser; The Hygenic Corporation, Akron, 

OH, USA)를 쥔 상태에 자가 저항을 주면서 우세측 어깨뼈 내밈을 수

행했다. 핸드엑설사이저는 50% 정도 압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대략

적인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노란색은 0.68 kg, 

초록색은 1.36 kg 그리고 파란색은 3.64 kg의 저항을 나타낸다[21].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핸드엑설사이저는 모두 파란색으로 적용하였다. 

핸드엑설사이저를 우세측 손의 주먹과 비우세측 손의 손바닥 사이에 

위치하며, 핸드엑설사이저를 쥔 상태에 자가 저항을 주면서 어깨뼈 내

밈을 수행했다(Figure 1C).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 Ar-

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

정은 모든 변수들이 정규 분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

복 측정된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어깨뼈 내밈 운동 시 위 그리고 아래 

앞톱니근 및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됐다. 3가지 

운동 간 유의한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페로니 조정을 사용

하였고, 유의수준 0.05를 3으로 나눈 유의수준 0.01로 설정하며 통계

적 유의 수준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다.

RESULTS

1. 위앞톱니근의 근활성도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 시 위앞톱니근의 근활성도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 > 0.01) (Table 1).

2.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 시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에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0.01) (Table 1). SP-

Table 1.Table 1. The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upper and lower serratus anterior and trapezius muscles

Muscles
Mean ± standard deviation (% MVIC)

F-value p-value
SP SPSR SPSRH

Upper serratus anterior 27.09 ± 10.54 40.21 ± 12.22 44.09 ± 18.24 5.28 0.039
Lower serratus anterior 31.01 ± 15.74 43.11 ± 13.58a 59.84 ± 15.19b 10.68 <0.01c

Upper trapezius 19.63 ± 9.48 18.28 ± 8.11 12.91 ± 6.32 3.89 0.084
Lower trapezius 15.07 ± 5.41 20.71 ± 7.22 23.15 ± 8.24 3.41 0.097

SP, scapular protraction; SPSR,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SPSRH,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with hand-exerciser; % MVIC, 
%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a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 and SPSR. 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SR and SPSRH. c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ditions (adjusted p < 0.01).

5.0 cm

A B C

Figure 1.Figure 1. (A) Scapular protraction. (B)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tance. 
(C) Scapular protraction with self-resis-
tance with hand-exerc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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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H 운동 시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는 SP와 SPSR 운동보다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SPSR 운동 시 아래앞톱니근

의 근활성도는 SP 운동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

었다(p < 0.01) (Table 1).

3.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 시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 > 0.01) (Table 1).

4. 아래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 시 아래등세모근의 근활성도에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p > 0.01) (Table 1).

DISCUSSION

어깨뼈 내밈 운동은 일반적으로 어깨관절을 위한 재활운동으로써 앞

톱니근의 강화운동으로 사용되어 왔다[1,3,7,15]. 효과적인 앞톱니근 

강화운동을 통해서 향상된 충분한 근활성도는 어깨뼈 안정화와 정상적 

움직임에 기여한다[1-3]. 반대로, 위 또는 아래 앞톱니근의 감소된 근

활성도는 어깨뼈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어깨 통증[4]뿐만 아니라 어깨

뼈 운동이상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SP, SPSR 그리

고 SPSRH의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위 그리

고 아래 앞톱니근과 등세모근의 근활성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목

적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SPSRH 운동이 다른 2가지 운동인 SP 운동

과 SPSR 운동보다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에 있어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SPSRH 운동 시 SP 운동보다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

의 92.97% 향상, SPSR 운동보다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의 38.81% 향

상) (p < 0.017).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SPSRH 운동을 수행하면서 핸

드엑설사이져를 이용해서 어깨뼈 내밈에서 불안정한 지면을 제공하고, 

자가 저항을 비우세측 손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이 아래앞톱니근의 근

활성도 증가를 위해서 다른 2가지 운동보다 효과적이였다. 이 연구에서 

SPSRH 운동이 SP 운동과 SPSR 운동보다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를 설

명하고자 한다. 

첫째, SP 운동보다 SPSR 그리고 SPSRH 운동의 위앞톱니근과 아래

앞톱니근의 근활성도가 증가된 이유는 우세측 어깨뼈 내밈이 발생되었

을 때 비우세측 팔을 이용해 자가 저항을 제공했기 때문이다[16]. 일반

적으로 선택적인 앞톱니근 강화를 위해 열린사슬 운동으로 수행을 하

는데, 앞톱니근이 단축된 상태에서 등척성 수축을 일으키는 근 고정 운

동(muscle setting exercise)으로 훈련하게 된다. 하지만 앞톱니근이 

수축된 상태에서 근 고정 운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비우세측 손을 이

용해 조절된 저항을 제공함으로써, 등척성 수축이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다[16]. 일반적인 SP 운동이 수행될 때는 자가저항 없이 어깨뼈 내밈

을 수행하기 때문에 열린사슬 운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SPSR 그리고 SPSRH 운동을 수행할 때는 우세측 손 끝을 통해 저항을 

위한 접촉면이 부여되고, 접촉면을 통해 자가 저항이 제공되는 만큼 순

수한 열린사슬 운동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슬 운동의 형태로 수행되는 SP 운동보다 자가 저항 및 접촉면이 부여

되는 SPSR과 SPSRH 운동의 형태가 위앞톱니근과 아래앞톱니근의 근

활성도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SPSRH 운동이 SPSR 운동보다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가 증가

된 이유는 먼 쪽 팔(distal extremity)에 제공된 핸드엑설사이져가 불

안정한 접촉면을 제공했고,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깨뼈를 동반한 가

까운 쪽 팔(proximal stability)에 더 많은 안정성이 요구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소가 어깨뼈를 동반한 가까운 쪽 팔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래앞톱니근의 근활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고려된

다[3]. 선행연구에서는 토구 또는 스위스볼을 이용한 불안정한 지면에

서 닫힌사슬 자세의 푸쉬업 플러스 운동이 앞톱니근의 근활성도 증가

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핸드

엑설사이저를 이용한 불안정한 지면에서 어깨뼈 내밈 운동이 아래앞톱

니근의 근활성도 증가에 효과적이었다[1]. 닫힌 사슬 자세에서 토구 또

는 스위스볼을 이용한 지면의 불안정성이 어깨위팔관절을 구성하는 안

정화 근육과 앞톱니근 근육의 활성화를 증가시킬 정도로 차별성이 충

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8]. 토구와 스위스볼의 경우 엎드린 자세에

서 체중을 이용해 큰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푸쉬업 플라스 자세가 

발생하는 어깨뼈 내밈 끝 자세에서는 오히려 불안정한 지면이 높은 압

력으로 눌리는 만큼 한 지점에서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될 수 있

다[9]. 따라서 체중이 실린 채 고정된 상태의 불안정한 접촉면과 체중이 

실리지 않은 채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불안정한 접촉면을 동일한 환경

이라고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Park과 Yoo [3]의 선행연구

에 따르면, 불안정한 지면에서 닫힌사슬 자세의 푸쉬업 플러스 운동이 

안정한 지면에서의 운동보다 아래앞톱니근 활성화 증가에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푸쉬업 플러스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위앞톱니근 활성화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3].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지면의 제공이 위앞톱니근의 변화보다 아래앞톱

니근의 변화에 효과적이였고, 이것은 어깨뼈 내밈이 수행되면서 아래

각에 대한 안정화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앞톱니근의 활성화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비우세측 

손을 이용한 자가 저항을 제공한 상태에서 우세측 주먹 끝에서 핸드엑

설사이저를 눌리면서 불안정한 접촉면을 제공했고, 위앞톱니근과 아래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구분하기 위해, 전극의 부착 위치도 그에 따라 

다르게 부착한 것도 원인으로 보여진다[3]. Inman 등[12]의 연구를 보

면, 아래앞톱니근뿐만 아니라 아래등세모근이 어깨뼈의 아래각의 움직

임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SP 운동 그리고 

SPSR 운동보다 SPSRH 운동에서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의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의 아래등세모근의 근활

성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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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으로는 제공되는 자가 저항과 불안정한 지면이 영향을 미치

는 아래등세모근의 근활성화의 변화는 어깨뼈 내밈과 위쪽돌림 끝 자

세에 도달했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행

된 SP, SPSR 그리고 SPSRH 운동을 수행할 때 어깨뼈의 위쪽돌림을 

동반한 내밈 운동보다 자가저항을 동반한 어깨뼈 내밈 운동이기 때문

에 아래등세모근의 근활성화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선행 연구를 보면, 앞톱니근 근활성도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어깨

뼈의 움직임을 지연시켜,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이상증이 발생되는 원

인이 되기 때문에,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깨뼈 내

밈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7].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SP, SPSR 그리고 SPSRH 운동을 수행하면서 등세모근 활

성도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깨뼈 내밈 운

동의 끝 자세에서 자가 저항이 제공된 환경과 열린사슬 자세 환경에서 

제공된 불안정한 접촉면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건강하고, 젊은 남성이 

참여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 연령대와 여성 그리고 환자군에게

는 일반화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 성별에 따른 연구의 비

교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어깨충돌증후군 또는 어깨뼈 운동이상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앞톱니근 및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위 그

리고 아래 앞톱니근과 등세모근을 제외한 어깨관절 주변 근육의 근활

성도 및 근 수축 개시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톱니

근을 포함한 어깨뼈 및 어깨관절 주변 근육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표면 근전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 아래앞톱니근의 표면적 

근활성도에 대한 근육을 포함하나, 앞톱니근의 심부근육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다. 

CONCLUSIONS

이 연구는 SP, SPSR 그리고 SPSRH의 세 가지 다른 어깨뼈 내밈 운

동을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는 동안 불안정한 접촉면을 통한 자가 저항

이 어깨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앞톱니근 근활성도 증가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앞톱니근 강화 운동을 수행할 때 앞톱니근 내 위치

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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