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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슬운동과 닫힌사슬운동에서 어깨 굽힘 각도에 따른 

어깨안정화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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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Flexion Angles in Open and Closed Kinetic Chain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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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y visible difference in shoulder stability muscle activity along the 
bending angle(70°, 90°, 110°) to perform the open kinetic chain(OKC) and closed kinetic chain(CKC) exercise.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on normal 20 males subjects. Exercise was carried out in two ways OKC and CKC. 
Shoulder stability muscles are examined activity in the bending angles. In the OKC and CKC exercise to subjects with 
stretched out waist straightened, and than push forward the shoulder. Muscular activation was examined using the WEMG-8.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Only in the trapezius muscle, it showed specific interaction between exercise methods and angles. When it comes to muscle 
activ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muscles except for the anterior fibers of the deltoid muscle during both CKC 
and OKC exercise.
2. The average value of maximum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order of angles. But in CKC 
exercise, the muscle activity of infraspinatus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angles. 
Conclusion: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the muscle activity in upper fibers of the trapezius, anterior fibers of the 
deltoid, and serratus anter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ngle of the shoulder in both CKC and OK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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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깨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가진 관절이

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절이다(Neumann, 2009). 어

깨불안정성이란 관절오목에 한 위팔뼈머리의 원하지 

않는 병진운동을 나타내는 임상적 상태로 어깨관절의 

기능과 안정화에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Matsen & Arntz, 1990).

위팔어깨근육 및 힘줄은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힘을 

생성하는 능동적인 구조물이다(Hess, 2000). 넓은등근, 

큰원근, 큰가슴근과 같은 움직임을 위한 근육들뿐만 아

니라, 관절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들이 있다(Peat, 1986). 그중에서  동적인 안정성은 돌림

근띠, 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의 긴 갈래에서 주로 제

공된다(Kronberg 등, 1990). 

또한 어깨관절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들 중에서 

주요 근육으로는 앞톱니근과 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이 있다(Mottram, 1997). 앞톱니근의 적절한 활성은 팔을 

올리는 동안 정상적인 어깨위팔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요

한 요소이다(Neumann, 2009). 앞톱니근은 위팔뼈를 굽힘

과 벌림 방향으로 올렸을 때 가슴우리에 어깨뼈가 붙어

있게 유지하면서 어깨뼈의 익상을 예방하고 어깨뼈을 

위쪽돌림 시켜서 뒤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Ekstrom 등, 2004). 어깨뼈 위쪽돌림은 정상적

인 팔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톱니근과 아래

등세모근은 어깨뼈의 초기 위쪽돌림 시 작용되는 근육

으로 알려져 있다(Neumann, 2009). 어깨의 올림 초기단

계에서는 위등세모근과 앞톱니근 하부섬유가 서로 짝힘

으로 작용하여 어깨뼈의 위쪽돌림을 일으킨다(Kibler, 

1998; Lear & Gross, 1998).

저항운동은 근육이 빈약한 성인의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Peterson 등, 

2010), 신체정렬에 따라 열린 사슬운동과 닫힌 사슬운동

으로 나눌 수 있다(권유정 등, 2012).

사지의 원위부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근위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열린사슬운동이라 하며(장재원, 2004),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된 환자의 근력 강화 운동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김연주, 2007). 그리고 열린사슬운동

은 강한 견인력과 회전력을 발생시키며 구심성 근 수축

이 우세하며 안정성이 외부에 의해 제공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권순복, 2005). 또한, 열린사슬운동은 가속

도 증가, 저항력 감소, 신연력과 회전력 감소, 관절과 근

육의 기계적 수용기의 변형 증가, 구심성 가속력과 원

심성 감속력의 증가, 기능적 활동의 촉진 등과 같은 특

징이 있다(Prentice, 2010). 그러나, 움직이는 관절 축이 

한 개이며 한 관절, 한 방향으로 부위나 근육을 분리하

여 움직이는 운동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김연주, 2007).

사지의 원위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저항을 동시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운동을 

닫힌사슬운동이라 한다(Prentice, 2010). 두 발 또는 두 

손이 지면, 장비 그리고 물체와 서로 고정되어 있는 상

태에서 움직이는 관절 축이 여러 개이며 두 개 이상의 

분절이 동시에 움직이고, 다관절, 다방향 운동으로 근육 

간, 근육 내 협응 운동을 유발하여 운동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연주, 2007). 그리고 닫힌사슬

운동은 동적인 근육의 안정성을 위한 동시 수축으로 원

심성 수축이 우세하며, 관절 압박력으로 전단력을 감소

시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배원식과 김지혁, 

2013). 또한 닫힌사슬운동은 근력 강화의 주요 프로그램

으로 쓰이며 길항근이 서로 원심성으로 작용하여 손상

된 관절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wasaki 등, 2006).

앞톱니근을 강화하는 표적인 운동으로는 푸쉬업 플

러스(Push-up plus) 운동인데(Ludewig 등, 2004), 상자

가 팔꿉관절이 폄 되었을 때 최 로 어깨뼈를 내밈 시

켜 일반적인 푸쉬업 운동을 수정한 것이다(Hardwick 등, 

2006). 

푸쉬업 플러스 운동은 과도한 위등세모근의 활동으로 

인해 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의 불균형한 활동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위등세모근의 활동은 최소화시키면서 앞톱

니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Ludewig 등, 2004). McClure 등(2004)에 의하면 푸

쉬 업 플러스 운동은 팔을 90도 올린 상태에서 어깨뼈 

내밈을 시키는 운동으로 앞톱니근의 내밈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래등세모근 활성과 함께 

작용하여 높은 앞톱니근의 활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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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재활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Hardwick 등, 

2006). 그리고 벽 푸쉬업 플러스 운동은 앞톱니근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지 재활을 위해 활용되는 많

은 닫힌 사슬 운동 중 한 가지로 알려져 있다(Decker 등, 

1999; Ludewig 등, 2004).

아직까지 하지에 비해 상지의 닫힌사슬운동과 열린사

슬운동에서 어깨안정화 근육들의 근활성도를 알아보는 

것과 이에 따른 어깨안정화 근육들에 중점을 둔 운동프

로토콜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닫힌사슬과 열린사슬 운동을 시행했을 때 어깨 굽

힘 각도(70°, 90°, 110°)에 따라 위등세모근, 앞어깨삼각

근, 뒤어깨삼각근, 가시아래근 그리고 앞톱니근의 근활

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부산 K 학교 학생을 상

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성인 남자 20명을 선정하였으

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양 상지에 정형외과적 이상이 없는 자.

2) 현재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어깨관절통증, 손상 혹은 불안정이 없고 어깨관절

에 운동범위 제한이 없는 자.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LAXTHA

사의 WEMG-8(LXM5308)를 이용하였으며(그림 1), 각도

를 조절하기 위해서 각도계를 이용하였다(그림 2). 그리

고 양측에 무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식 저울과 

매달림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통제하였다(그림 3).

그림 1. WEMG-8

그림 2. 관절 각도계

그림 3. 기계식과 매달림 저울

3. 전극위치 및 실험절차

1) 전극 위치

전극의 위치로는 위등세모근은 등세모근선을 따라 봉

우리돌기 뒤쪽 끝과 제7목뼈 가시돌기 사이의 중앙, 앞

어깨세모근은 어깨봉우리의 전면 가장자리, 뒤어깨세모

근은 어깨봉우리 머리의 가장자리에서 두 손가락 아래 

지점, 아래가시근은 가시아래와 어깨가시의 중앙, 앞톱

니근은 5, 6번째 갈비뼈 높이의 겨드랑이 중심선에서 

넓은등근 앞부위에 위치시켰으며, 접지전극은 빗장뼈 

아래에 위치시켰다. 표면 근전도 신호에 한 피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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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착 부위의 털은 면도기를 사용

하여 제거한 후, 소독용 알코올로 유분을 닦은 후에 소

량의 AgCl 전해질 젤이 부착된 3M사의 Red Dot 표면전

극을 피부에 부착하였다(그림 4~7).

그림 4. 전극 부착 앞면

그림 5. 전극 부착 옆면

그림 6. 전극 부착 액와면

그림 7. 전극 부착 뒷면

2) 실험 절차

실험은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 두 가지 방

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위등세모근, 앞어깨세모근, 뒤어

깨세모근, 가시아래근 그리고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어깨 굽힘 각도 70°, 90°, 110°에서 알아보았다. 실험을 

하기 전에 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각도 별로 

어깨뼈 내밈에 한 예비연습을 실시하였다.

닫힌 사슬 운동에서 다섯 가지 근육(위등세모근, 앞

어깨세모근, 뒤어께세모근, 가시아래근, 앞톱니근)의 근

활성도를 실험하기 위해 벽을 마주보고 선 자세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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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줄에 고정하여 기계식 저울을 위

치하였다(그림 8). 이후 상자에게 최 로 등을 앞으로 

어 어깨뼈가 내밈 되도록 한 후 5초간 유지 하도록 

하였고, 측정 동안 상자는 직접 눈으로 기계식 저울

의 눈금을 확인하며 무게를 3kg으로 통제하고 좌우 균

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수행 사이에는 1분간

의 휴식을 주었다.

그림 8. 닫힌 사슬 운동

검사과정을 통한 각 상자들을 위한 근전도 데이터

의 시각 되먹임기전은 차단시켰으며, 측정 시 운동방법

과 각도는 무작위순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열린사슬운동에서 다섯 가지 근육의 근활

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자의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마지막으로 밴드에 연결된 매달

림 저울의 손잡이를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양측 손에 

고정하였다(그림 9). 이후 최 로 등을 앞으로 어 어

깨뼈가 내밈 되도록 한 후 5초간 유지 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측정 동안 상자는 직접 눈으로 매달림 

저울의 수치를 확인하며 무게를 3kg으로 통제하고 좌우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근육의 EMG 값은 3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9. 열린 사슬 운동

4. 분석 방법

자료처리는 SPSS(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각 근육에 한 EMG 최 값의 평균값을 반복측

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평가하였으며, 유의

수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닫힌 및 열린 사슬에서 어깨뼈 내밈 운동

을 실시할 때 위등세모근, 앞어깨삼각근, 뒤어깨삼각근, 

가시아래근, 앞톱니근의 근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0 의 건강한 성인 남자 20명을 무작위로 분류

해 실험하였다. 평균 연령은 21.9세이었으며, 평균 신장

은 168.74cm이었고, 평균 체중은 60.87kg이며, 평균 BMI 

(체질량 지수)는 21.27kg/m²이였다(표 1).



대한통합의학회지 제3권 제1호

 86 

특성 연구 상자

연령(세) 24.5±2.72ª

신장(cm) 174.75±4.97

체중(kg) 67.25±5.56

BMI(kg/m²) 22.04±1.95

ª평균±표준편차

BMI :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2. 열린 및 닫힌 사슬 운동 시 어깨 굴곡 각도에 따른 각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 시 어깨 굴곡 각도

에 따른 각 근육의 근활성도는 표 3과 그림 1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EMG 최 값의 평균값을 SPSS로 분

석한 통계학적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위등세모근의 운동방법(.160)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각도별(.004)과 교호작용

(.000)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앞어깨세모근 근활성도의 교호작용(.496)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방법(.011)과 각도별

(.001)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세 번째로,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각도별

(.704), 운동방법(.431), 교호작용(.580) 모두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네 번째로, 가시아래근의 근

활성도는 각도별(.324), 운동방법(.416), 교호작용(.114)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는 각도별(.006)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운동방법(.473)과 교호작용

(.921)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육 변수 F p

위등세모근

각도 6.436 .004*

운동방법 2.135 .160

각도*운동방법 16.716 .000*

앞어깨세모근

각도 9.990 .001*

운동방법 7.989 .011*

각도*운동방법 .715 .496

뒤어깨세모근

각도 .359 .704

운동방법 .647 .431

각도*운동방법 .553 .580

가시아래근

각도 1.199 .324

운동방법 .691 .416

각도*운동방법 2.305 .114

앞톱니근

각도 5.893 .006*

운동방법 .536 .473

각도*운동방법 .406 .672

*p<.05

표 2. 운동방법과 어깨 굴곡 각도에 따른 각 근육의 통계

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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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어깨 굴곡 각도
운동 방법

닫힌 사슬 운동 열린 사슬 운동

위등세모근

70〫° 247.27±167.53ª 164.38±54.6
90° 255.37±149.03 202.55±123.63
110° 235.07±115.84 284.10±164.07

앞어깨세모근

70° 322.42±71.75 403.01±144.22
90° 406.7±162.86 450.35±135.66
110° 439.48±144.68 484.55±157.08

뒤어깨세모근

70° 192.12±112.22 162.01±125.92
90° 194.37±132.33 182.71±109.74
110° 191.14±175.12 187.57±102.56

가시아래근

70° 184.47±65.25 174.81±94.33
90° 159.24±64.12 179.69±131.66
110° 147.51±67.1 187.17±102.25

앞톱니근

70° 165.91±20.31 169.08±6.36
90° 186.03±24.08 197.71±57.85
110° 218.54±167.75 235.36±60.14

ª평균±표준편차

표 3. 운동방법과 어깨 굴곡 각도에 따른 각 근육의 근활성도 (단위 : μ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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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많은 연구자들은 어깨가슴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앞톱

니근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방법에 하

여 연구하고 있다(Ludewig 등, 2004; Ekstrom 등, 2003).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분은 개별적인 운동 방법 자체

의 효과를 보는 연구였으며, 닫힌사슬운동과 열린사슬

운동의 효과적인 근활성도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벽 푸쉬업 플러스 운동을 닫힌 사슬 운동

으로, 줄잡고 어깨내밈 운동을 열린 사슬 운동으로 선

택하였으며 실험동안 어깨에 실리는 무게를 일정하게 

3kg으로 통제한 다음 어깨뼈를 내밈 시킨 상태에서 위

등세모근, 앞어깨세모근,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 그

리고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어깨 굽힘 각도 70°, 90°, 

110°로 나누어 표면 근전도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알

아보았다.

본 연구결과 닫힌 사슬 운동을 수행할 때 어깨 굽힘 

각도가 증가 할수록 앞톱니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

은 Ekstrom 등(2003)의 연구에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

가 앉은 자세에서 어깨굽힘과 수평굽힘 그리고 바깥돌

림의 복합운동 시 각도가 증가할 때 앞톱니근의 근활성

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Moseley 등(1992)의 연구에서도 120°와 150°사이에서 어

깨올림을 하고 최  등척성수축을 했을 때 앞톱니근의 

최  근활성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또한, Hardwick 등(2006)의 연구에서는 

벽 슬라이드 운동과 어깨면(scaption)에서 어깨올림운동 

시 각도에 따라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를 연구하였는데, 

90°에서 140°로 각도가 증가할 때 앞톱니근의 근활성도

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닫힌 사슬 운

동 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열린 사슬 운동 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는 운동방법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각도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그리고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는 각도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운동방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eo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전방 머리 

자세와 중립 머리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2kg 덤벨을 들

고 등척성 어깨굽힘(30°, 60°, 90°, 120°)을 실시했을 때 

어깨뼈 위쪽돌림근(앞톱니근, 위등세모근, 아래등세모

근)들의 근활성도 차이를 보았다. 정상인을 상으로 실

시한 이 실험의 결과는 중립 머리 자세에서 앞톱니근의 

근활성도는 각도가 올라가면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했다.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에서 앞어깨세모근

의 근활성도는 높은 각도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앞어깨세모근이 위팔 굽힘에 한 작용근으로서 

굽힘 각도가 높은 각도에서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Wickham 등(2010)의 연구에서는 벌림 100°범

위에서 앞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다 벌림 130° 

범위에서 근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앞어깨세모근은 굽힘과 벌림에 있어 팔높이가 높은 각

도에서 근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시아래근의 근활성도는 본 연구에서 각도별

과 운동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장준혁(2011)

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시아래근의 경우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 상태에서 위팔뼈 바깥돌림 운동을 할 때 운

동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각각의 운동방법에서 

어깨굽힘 각도 변화에 따라 근활성도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방법과 굽힘각도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하였

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

는 본 연구에서는 내밈 운동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에

서는 가시아래근의 주작용인 바깥돌림 운동을 실시하였

기 때문이다.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는 본 연구에서 각도별과 운

동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장준혁(2011)의 선

행연구에서는 뒤어깨세모근의 경우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모두 뒤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에 차이를 

주지 않았으며 위팔의 어깨굽힘 각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상호작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실시한 운동 방법들이 달라

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연구 상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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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상인으로 선정되었다. 둘째, 연구 상자는 20

의 정상 성인만을 상으로 하여 전 연령층에 해 일

반화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열린 사슬 운동에서는 

1g까지 측정할 수 있었던 정 한 전자식 매달림 저울이

었던 것에 반해 닫힌 사슬 운동에서는 어깨에 실리는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한 저울은 눈금하나가 1kg이었던 

기계식 저울을 사용한 것 이었다. 즉, 실험을 진행할 때 

어깨에 실리는 무게를 측정한 장비의 정 함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는 앞톱니근의 약

화로 인한 어깨뼈의 익상과 어깨뼈의 불충분한 내밈과 

위쪽돌림을 보이는 어깨충돌증후군 환자의 치료 시 어

께관절의 재활프로그램선택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향후에는 연구의 제한점을 충분히 통제하여 연

구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에서 어

깨굽힘 각도를 70°, 90°, 110°로 유지하였을때 위등세모

근, 앞어깨세모근, 뒤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과 앞톱니

근의 근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  성인 남자 

20명을 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도별과 운동방법사이의 교호작용은 위 등세모근

을 제외한 근육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운동 사이의 근활성도는 앞어깨세모근

을 제외한 모든 근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도별에서의 근활성도는 뒤어깨세모근과 가시

아래근을 제외한 근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2. 모든 근육에서의 근활성도의 최 값 평균값은 70°, 

90°, 110° 순서로 각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하지만 닫힌 사슬 운동에서 가시아래근

의 근활성도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3. 각도가 증가할수록 가장 많이 차이를 보이는 근육

은 닫힌사슬운동에서 앞어깨세모근으로 나타났으

며, 열린사슬운동에서는 위등세모근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닫힌사슬운동과 

열린사슬운동 모두에서 어깨의 각도에 따라 위등세모

근, 앞어깨세모근, 앞톱니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닫힌사슬운동과 열린사슬운동 시 뒤어깨세

모근과 가시아래근의 근활성도는 운동방법과 각도별에

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어깨뼈 내밈운

동 시 안정화 작용을 하기 위해 약한 근활성도를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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