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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me exercise program and exercise program of round 
shoulder adjustments on the level of trapezius muscle activity and attention capac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composed of 21 middle school students. We made the students lie on the floor 
in prone position, then measured the height of their acromion from the floor. We chose participants for our study whose 
measurement values were over 2.5cm. We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one i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is 
for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exercised three days a week for 6 weeks, including home training, and the 
control group didn't exercise. We used EMG to measure the trapezius muscle's activity and used a Stroop test for the 
measurement of the students' attention capacity.
 Results: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when comparing pre and post training 
results for Trapezius muscle activity and attention capacity.
 Conclusion: We found that correcting round shoulder symptom increases the Trapezius muscle activity and students' attention 
capacity. Future experiments should investigate with systemical management. Also, we need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exercise an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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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에서는 자동화와 기계화의 발달로 장시간 반

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신체에 축적

되어 신체 전반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허리뿐 

아니라 사지에 만성적인 통증과 감각이상을 가져온다

(Lee, 2007). 그 중 상지통증은 요통과 함께 임상에서 주

된 질환으로 많은 성인들이 직업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권미희, 2004). 

그런데 최근에는 어깨통증이나 잘못된 자세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환자가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어깨통증으로 내원한 사람이 55%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건강보험공단, 2010). 현재 보고된 상지통증

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에 따른 연부조직의 변형

이고, 청소년의 상지통증관련 요인으로는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운동부족,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무거운 

가방 사용 등이 있다(정지연, 2005). 청소년기의 자세는 

근골격계 형성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자세에도 

막 한 영향을 미친다. 고로 성장기 때부터 올바른 자

세를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바른 자세

는 근육을 균형 있게 만들고, 더불어 운동기능 향상은 

소뇌를 자극하여 인지기능과 학습능력을 올려 성적 향

상에도 도움을 가져온다(김명, 2008). 

둥근 어깨 자세는 목뼈의 앞 기울임과 위쪽 등뼈의 

뒤 기울임의 증가로 어깨뼈의 내밂, 아래돌림, 앞쪽 기

울임을 특징으로 하며 목뼈 및 등뼈의 위쪽과 어깨뼈에 

통증을 발생시킨다(Sahrmann, 2002; Greenfield, 2001; 

Lukasiewicz 등, 1999). 둥근 어깨 자세의 다양한 원인 

중 작은가슴근이 짧아지는 것은 팔을 위쪽으로 움직일 

때 어깨뼈 들임, 위쪽 돌림, 뒤쪽 기울임을 감소시킨다

(Lukasiewicz 등, 1999; Wang 등, 1999; Borstad와 

Ludewig, 2006).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는 것은 상부 교차 증후군을 유발시키며 아래등세

모근, 마름근, 앞톱니근 등의 깊은 굽힘근에 약증이 나

타난다. 또한 위등세모근, 어깨올림근, 큰가슴근, 작은가

슴근은 굳어지고, 목뼈, 등뼈, 머리, 턱관절, 어깨, 팔 등

에 통증을 발생시킨다(이 희, 2011; Janda, 1994; 

Mekhora 등, 2000). 이 둥근 어깨 자세는 봉우리빗장관

절의 퇴행, 어깨돌림근띠 충돌 증후군, 가슴우리출구 부

위에서의 신경, 혈관 다발 압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윤정호, 1998). 짧아진 작은가슴근의 중재는 어깨

뼈 병리와 둥근 어깨 자세의 재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

며 작은가슴근 신장에 한 치료로서 스트레칭과 연부

조직 가동술이 제시된다(Sahrmann, 2002; Lukasiewicz 등 

1999; Wang 등 1999; Kisner와 Colby, 2007; Cantu, 

2001). 또, 둥근 어깨로 인해 약화된 근력과 관절운동범

위를 능동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등세모근, 앞톱

니근의 근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라밴드는 탄력성이 있는 고무 밴드로써 저항을 가

지고 모든 방향에서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저항의 속도

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령 등의 중량이 나가는 운

동장비와 다르게 저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밴드는 잡

는 길이와 방법, 색깔에 따라 저항을 다르게 따라 주관

적인 척도가 된다(유인화, 2003). 이 밴드를 이용한 운동

은 자세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증

명되었다(조현준과 장명재, 2011). 또한 세라밴드를 이

용한 어깨 안정화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두통, 자세정렬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례가 있다(이우성, 2012).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

지 않으며 치료받는 부분의 환자들은 가정 운동프로

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

다(이우성, 2012). 가정 운동프로그램 교육은 시간,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에 통원하지 않아도 환자 스스로 

집에서 운동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치료사에 

한 치료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작을 매

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에서도 환자가 스스

로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영

 등, 2009). 

청소년기 학생들은 근골격계가 급성장하는 시기이며, 

운동부족 및 생활습관과 긴 한 관계가 있다(문재호, 

1998). 근골격계의 부분의 변형은 10세부터 성장이 끝

나는 시기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12~16세 사이에 빠르

게 진행되기 때문에(Gunnoe, 1990), 성장이 일어나는 청

소년기에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차후 합병증 

예방에 좋다(Cailliet, 1983). 

집중은 마음이나 주의를 몰두할 수 있는 힘으로 목표 

지향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며 학습 지향을 위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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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적인 행동으로 정의 된다(박화엽, 1989). 집중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정보선택의 실행, 활동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조절·유지의 기능을 한다(조경이, 2003). 

또한,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인지능력으로 정보 

습득,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능력이다. 현재 청소년들

의 바른 자세는 목과 어깨의 피로 감소에 도움이 되고 

뇌세포 활동에 영향을 주므로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

에 효과가 있다(김창규, 2003). 

이러한 선행 논문을 통해 현시 의 복합적 원인에 의

한 자세변형이 성장기 중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는 것을 보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화된 운동프로그램은 근

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에 치중되었을 뿐, 

상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적용되지 않았고 

그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장기 중학생 중 기준치에 해당되는 24명

을 6주간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라밴드 운동과 

맨손 운동을 이용한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주 

3회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자세개선과 집중력

과 근활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3월 27일부터 6주간 광주 소재의 S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24명을 상으

로 하였다. S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평소 자세가 

좋지 않은 학생들을 학교 보건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선별하고 그 중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테이블로부터 봉

우리의 뒷면까지의 높이가 2.5cm이상인 학생들로 24명

을 선정하였다. 이는 어깨뼈에 손상이 있거나, 목뼈와 

상지에 외과적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피부과 병력이 

있는 자를 본 연구에서 제외시킨 수이며, 이 중 3명은 

중도 포기하여 제외 시켰다.

구분 실험군(N=11) 조군(N=10)

나이(yr) 15±10 15±10

신장(cm) 157.18 157.95

몸무게(kg) 52.82 47.29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징 (N=21)

2. 연구 설계 및 운동프로그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사 실험설계 중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단일맹검법을 적용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다. 실

험에 동의한 중학생 21명을 실험군(N=11)과 조군

(N=10)으로 나누어 각 군에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2014

년 3월 27일부터 6주간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포함 주 3

회 운동을 실시하였고 조군은 운동 전·후 측정만 시

행한 학생들로 선별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 모든 

상자를 상 로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을 하였으며 연

구에 동의한 사람만을 상자로 선정 하였다. 상자의 

연령 및 기본적 신체적 특징에 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표 1).

2) 운동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은 기본동작인 턱 들임, 배 끌어당기기를 

중심으로 준비 운동(10분), 본 운동(40분), 마무리 운동

(10분)의 3단계로 나누어 총 1시간으로 구성하였다(표 2). 

맨손 운동의 경우 바닥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허리 

비틀기, 고양이 기지개 운동과 2명이 짝을 지어 서로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눌러주는 등 펴주기, 뒤로 깍지를 

끼고 앞으로 가슴을 쭉 내미는 팔 뻗어 가슴 기 등으

로 주로 작은가슴근 스트레칭에 초점을 두어 시행하였

다. 세라밴드 운동은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밴드를 발

에 고정시킨 뒤 당기는 long sitting row와 무릎을 살짝 

구부려 고정시키는 row와 raise, 똑바로 서서 밴드를 양

손에 잡고 아래팔을 구부려 고정시킨 뒤 어깨뼈 바깥돌

림 시키는 운동으로 등 근육의 강화 위주로 시행하였다

(부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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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등(2009)의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이점을 고려

해서 기본 운동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수정하여 가정 운

동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표 3), 자가 확인표를 만들어 

본 운동 전 검사하였다. 가정 운동프로그램은 방 안의 

벽 모서리를 이용한 스트레칭, 바닥에 엎드려 할 수 있

는 어깨뼈 안정화 운동과 허리 비틀기 운동, 수건을 고

정시켜놓고 당기는 등세모근의 근력강화 운동 등 최소

한의 장소와 도구를 이용한 위험부담이 적은 운동들로 

구성했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1) 어깨높이 측정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둥근 어깨 측정 방법은 테이블 

바닥과 어깨뼈봉우리와의 거리를 기술한다(Sahrmann,  

2002). 본 연구에서 자세 측정은 줄자를 이용하여 상

자의 우세 측 어깨이음뼈의 둥근 어깨 높이를 측정하였

다. 상자는 딱딱한 매트 위에 이완된 자세로 편안하

게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몸통 옆에 놓고 측정하

였다.

2) 근전도 측정

근활성도 측정은 EMG(BTS FREE EMG, BTS 

Bioengineering, Italy)를 사용하였다. 등세모근의 아래 섬

유는 어깨관절 90도 굽힘 상태에서 어깨뼈가시 내측 방

향 5cm에서 외측상방 사선 방향에 부착하였으며(Cools 

등, 2007) 뼈의 위치와 근육의 이는 곳, 닿는 곳을 정확

히 확인하여 상자에게 략적으로 표시하고 근전도 

전극 부착 부위를 최종 결정하였다. 표면 근전도 신호

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를 깨끗

이 하고 패드를 피부에 부착하였다. 접지전극은 측정하

는 부위의 반  측 봉우리 바깥쪽에 부착하였다. 측정 

전에 신호가 없거나 잡음이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

으면 전극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였다(박승규 등, 2010).

3) 집중력 검사

집중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는 스트룹 테스트(Stroop 

test)를 사용하였다. 색깔 목록을 가능한 한 빨리 말하도

록 하여 소요시간과 오답수를 이용하여 집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이다(오상우, 1989). 이를 김홍근(2001)

이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

였다. 표준화된 스트룹은 단순 시행과 간섭 시행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간섭 시행은 7가지 다른 

색깔과 색깔이 다른 글씨가 인쇄된 카드를 제시하고 글

자의 색깔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읽도록 지시한

다. 평가의 기준은 초(sec)로 하여 오답에 해서는 총 

시간에 오답의 개수 당 1초씩 더하기로 하였다. 이 검사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548 이상으로 보고되었

다(김귀애와 이명주, 2005).

구성 시간 내용

준비 운동 10분
스트레칭

목, 어깨, 등허리, 가슴, 팔 

본 운동

(부록 2)
40분

맨손 운동

허리 비틀기, 고양이 기지개  운동, 팔 뻗

어 가슴 기, 등펴주기

세라밴드 운동

long sitting row, row and raise, brugger 운동

마무리 운동 10분
스트레칭

목, 어깨, 등허리, 가슴, 팔 

표 2. 운동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

준비 운동 5분
스트레칭

목, 어깨, 등허리, 가슴, 팔 

본 운동

(부록 3)
20분

가슴근 스트레칭, 어깨뼈 안정화 운동, 허
리 비틀기, 수건당기기 운동

마무리 운동 5분
스트레칭

목, 어깨, 등허리, 가슴, 팔 

표 3. 가정 운동프로그램 

4. 통계방법

본 연구 자료의 처리는 SPSS windows 12.0 ver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전 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변수에 하여 Shapiro-Wilk에 의한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 부분의 변수가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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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운동 전 운동 후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깨높이(cm) 4.09±0.85 3.05±1.11 -2.63 0.009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
왼쪽 8.78±9.30 1.20±0.54 -2.05 0.04

오른쪽 0.89±0.40 2.97±2.71 -2.93 0.003
스트룹(초) 35.09±12.81 26.82±7.49 -2.94 0.003

*평균±표준편차

표 4. 실험군 전·후 측정 비교

구성
운동 전 운동 후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깨높이(cm) 4.10±0.77 3.33±0.74 -2.04 0.04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
왼쪽 11.25±10.47 6.04±8.89 -2.29 0.02

오른쪽 1.89±1.24 1.88±1.31 -0.25 0.80
스트룹(초) 31.60±7.55 28.40±5.15 -1.73 0.08

*평균±표준편차

표 5. 조군 전·후 측정 비교

나타나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

증은 독립 2 표본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내 운동 

전·후 측정값을 비교하기 위해 응 2 표본검정을 사용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

은 p<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실험군 집단 내 운동 전·후 측정 비교

실험군 집단 내의 운동 전·후 측정 결과 표 4와 같다. 

어깨높이의 측정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4.09±0.85cm에서 운동 후 3.05±1.11cm로 감소하였고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왼쪽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8.78±9.30㎶에

서 운동 후 1.20±0.54㎶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오른쪽 등세모근 아래섬유의 근활성도는 

운동 전 0.89±0.40㎶에서 운동 후 2.97±2.71㎶로 증가하

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실험군의 스트룹 

테스트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35.09±12.81

초에서 운동 후 26.82±7.49초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2. 조군 집단 내 운동 전·후 측정 비교

조군 집단 내의 운동 전·후 측정 결과 표 5와 같다. 

어깨높이의 측정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4.10±0.77cm에서 운동 후 3.33±0.74cm로 감소하였고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왼쪽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11.25±10.47㎶
에서 운동 후 6.04±8.89㎶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오른쪽 등세모근 아래섬유의 근활성도

는 운동 전 1.89±1.24㎶에서 운동 후 1.88±1.31㎶로 감소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조군의 스트룹 

테스트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운동 전 31.60±7.55초

에서 운동 후 28.40±5.15초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실험군과 조군의 변화량 비교

실험군과 조군의 변화량에 한 비교는 표 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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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실험군 조군

𝒁 𝑝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깨높이(cm) 0.18±0.30 0.10±0.21 -0.69 0.49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
왼쪽 -7.58±9.41 -5.22±9.20 -0.28 0.78

오른쪽 2.07±2.65 -0.01±0.36 -3.10 0.002
스트룹(초) -8.27±6.59 -3.20±5.14 -2.27 0.02

*평균±표준편차

표 6. 실험· 조군 전·후 변화량 비교

다. 어깨높이 측정에서 실험군의 운동 전·후 변화량은 

0.18±0.30cm이었고, 조군의 운동 전·후 변화량은 

0.10±0.21cm로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05). 왼쪽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 측정 시 

실험군은 -7.58±9.41㎶이었으며 조군은 -5.22±9.20㎶로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오

른쪽 등세모근 아래섬유 근활성도 측정 시 실험군은 

2.07±2.65㎶이었고, 조군은 -0.01±0.36㎶로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스트룹 테스트

에서는 실험군은 -8.27±6.59초, 조군은 -3.20±5.14초로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Ⅳ. 고 찰

본 연구는 청소년인 광주 소재의 S중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을 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세의 

개선이 중학생들의 집중력과 근활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남녀학생들은 모두 

어깨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으며 그 중 

공부와 수업의 집중력 제한이 가장 흔하다고 보고되었

다(김양미, 2011).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와 그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 앉은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정희, 2008). 그러므로 

수업 중 바른 자세는 건강한 신체발달과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된다(문형훈, 2007).

오랜 시간 둥근 어깨 자세를 유지하게 될 경우 작은

가슴근이 단축되며 등세모근의 위 섬유와 작은가슴근이 

어깨뼈 부리돌기에 부착하므로 이 근육의 단축 시 어깨

뼈가 앞으로 기울어져 바른 정렬을 벗어나게 된다. 등

세모근의 아래섬유가 길어지고 약해지면 어깨뼈를 위쪽

돌림 시키는 근육들이 불균형해져 비정상적인 어깨-위

팔 리듬이 나타난다(Kendall 등, 2005). 박승규 등(2010)

은 학생을 상으로 1개월간 시행한 운동프로그램 

전·후의 어깨높이를 비교한 결과 7cm에서 5cm로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깨높이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4.09±0.85cm에서 3.05±1.11cm로 감소하

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조군

에서도 4.10±0.77에서 3.33±0.74로 감소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변

화량 비교에서는 실험군은 0.18±0.30cm, 조군은 0.10± 

0.21cm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자세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3회 규칙

적인 가슴근 스트레칭 운동으로 둥근 어깨를 교정하는 

자세 개선을 통한 학습 자세에 따른 집중력변화에 해 

고찰 하였다. 가슴근 스트레칭으로 자세가 교정되고 그

로 인해 상지의 통증 또한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김진문, 

2005). 또한 저항 운동으로는 세라밴드를 사용하였다. 

세라밴드는 탄력성이 있는 고무 밴드로써 저항을 가지

고 모든 방향에서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저항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령 등의 중량이 나가는 운동

장비와 다르게 저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밴드는 잡는 

길이와 방법, 그리고 색깔에 따라 저항을 다르게 하기

에 주관적인 척도가 된다(유인화, 2003). Ettekoven과 

Lucas(2006)는 두통 환자의 두통이 6주 동안 세라밴드를 

이용해 운동한 후 횟수, 통증, 지속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길남희(2000)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스

트레칭 후 관절가동범위, 유연성, 근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6주간 세라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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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선행 논문에서 Tulder 등

(1997)은 평소에 환자 스스로 하는 운동치료가 통증의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정영  등

(2009)의 논문에서는 가정치료와 병원치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가정에서의 

운동량을 평가하여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 세분화된 가정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우성(2012)은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특성

상 연구 상자들의 운동 강도 및 시간, 횟수 등을 직접 

통제하지 못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최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등세모근의 근활성도를 측

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양회송 등(2013)이 학생을 

상으로 작은가슴근의 단축이 등세모근과 큰가슴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실험한 결과 작

은가슴근의 단축크기가 작은 실험군의 등세모근 위섬유

의 근활성도는 115%MVIC으로 단축크기가 큰 실험군의 

등세모근 위섬유의 근활성도인 195%MVIC보다 낮았다. 

또한 큰가슴근도 작은가슴근의 단축크기가 작은 실험군

의 큰가슴근 근활성도가 29%MVIC으로 단축크기가 큰 

실험군의 근활성도인 42%MVIC보다 낮았다. 그러나 등

세모근 아래섬유는 작은가슴근의 단축크기가 작은 실험

군의 등세모근 아래섬유의 근활성도는 51%MVIC으로 

단축크기가 큰 실험군의 등세모근 아래섬유의 근활성도

인 35%MVIC보다 크게 나타났다. 등세모근 아래섬유는 

감소하였으며 중간 섬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 하였다. 또한 작은가슴근의 단축길이가 증가할수록 

큰가슴근의 근활성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는 Janda(1994)의 둥근 어깨 자세에서 큰가슴근과 작은

가슴근이 단축된다는 주장과 같다. 최승욱과 이소은

(2009)은 중학생을 상으로 32주간 운동프로그램의 효

과를 보았는데 스트레칭에 의해 근력이 운동군에서 

13.4%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희(2011)는 학

생을 상으로 균형 운동과 신장 운동이 두부 전방전위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해 4주간 실험한 결과 스트레

칭 전에는 큰가슴근의 근활성도가 95%MVIC에서 스트

레칭 후에는 128%MVIC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군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왼쪽은 

8.78±9.30㎶에서 1.20±0.54㎶로 줄어들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오른쪽은 0.89±0.40㎶에서 2.97±2.71㎶로 늘어

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둥근 어깨 교정 운동을 통

해 실험군의 근육 불균형이 더욱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군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왼쪽

의 경우 11.25±10.47㎶에서 6.04±8.89㎶로 줄어들어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오른쪽의 경우 1.89±1.24㎶에서 

1.88±1.31㎶로 변화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변화량을 비교해보면 오른쪽 등세모

근 아래섬유가 2.07±2.65㎶에서 -0.01±0.36㎶로 변화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왼쪽은 -7.58±9.41㎶에서 -5.22± 

9.20㎶으로 변화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둥근 어깨 교정 전·후의 집

중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룹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앞

서 시행된 연구에서 정혜윤(2013)은 10주간 0교시 체육

이 중학생의 신체 활동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해 연구하였는데, 운동군의 스트룹 검사의 정답률은 운

동 전 39개에서 운동 후 48개로, 통제군 평균값은 운동 

전 45개에서 운동 후 48개로 변화 하였다. 운동군의 스

트룹 검사 시 오답률은 운동 전 35개에서 운동 후 26개

로, 통제군 평균값은 운동 전 29개에서 운동 후 26개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스트룹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군

이 운동프로그램 시작 전 25문제를 읽는데 소요된 시간

의 결과는 35.09±12.81초였으며 6주간 운동프로그램과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측정을 했을 때 

26.82±7.49초로 감소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군

은 31.60±7.55초에서 28.40±5.15초로 감소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의 변화

량에서 실험군의 변화량이 -8.27±6.59초, 조군의 변화

량이 -3.20±5.14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에서 다소 제한점이 있다고 여겨진

다. 첫째, 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 학교 내에 둥근 어깨를 가지고 있는 상 인원이 소

수이므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선행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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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 운동치료를 실시

하였고 6주간의 운동시간 외에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자가 확인표

의 체계적인 확인이 부족하여 시행여부 판단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

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느끼며 연구기간을 한 학기 이상 장기간 지속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평소 자세가 좋지 않아 어깨가 굽어있는 

중학생들을 상으로 둥근 어깨 교정을 위한 운동프로

그램을 6주간 실시하여 어깨높이의 변화,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집중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상자는 총 24명에서 개인 사정상 참여

하지 못한 중도 포기자 3명을 제외하고 가정 운동프로

그램을 포함한 주3회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 11명, 운동 

전·후 측정에만 응했던 조군 10명으로 나누어 결과 

값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어깨높이는 실험군의 운동 전과, 운동 후의 어깨높이 

측정값에서는 높이가 감소하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조군에서도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높이가 감소하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과 조군의 변

화량 비교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등세모근의 근활성도의 경우 실험군에서는 왼쪽은 값

이 줄어들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오른쪽의 경우는 값

이 늘어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근육의 불균

형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군의 경우 왼쪽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오른쪽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사이에 변화량을 비교

한 결과 왼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른쪽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룹 테스트는 실험군의 운동 전과 운동 후 측정 

값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군의 측정 

값 비교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운동 전과 후 실험군과 조군 변화

량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실험군의 결과 값에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둥근 어깨 교정이 근활성도와 집중력에 영향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본 운동과 

가정운동은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에 큰 제한이 없이 구

성되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의 자세가 불

량한 사람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중학생이라

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평소 학교와 학원생활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자들의 시간에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

었으며, 주 3회라는 많지 않은 운동 횟수 그리고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자가 확인표로만 확인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제 로 시행을 하였는지에 한 관찰적 제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

원해 향후에는 운동 횟수와 상자를 늘리고 보다 확실

한 관리체계를 통한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적극적 소통

과 자세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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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설명

시간 1분 (각 운동마다 15초)

부위 척추세움근, 배빗근, 넓은등근, 큰가슴근, 앞 어깨세모근, 어깨밑근

방법

1.세라밴드을 어깨에 걸치고 다리를 어깨넓이로 벌리면서 선다.
2.무릎이 안쪽으로 모으면서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3.몸통을 돌리면서 고개도 같은 방향으로 돌린다. 

주의

사항

등을 곧게 펴고 실시한다.
몸통을 돌리 때 골반은 고정시킨다.

시간 1분 (각 동작마다 30초)

부위 위쪽 척추세움근, 빗근, 어깨밑근, 가슴근

방법

1.바닥을 보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위 아래로 편다.
2.한 다리를 90°로 굽히고 허리 아래쪽을 고정한다.
3.굽힌 다리 쪽의 팔을 반 쪽으로 뒤집으면서 넘겨준다.
4.시선은 넘어가는 쪽으로 보내준다.

주의

사항

몸통을 양쪽으로 돌려 보아서 더욱 안돌아가는 쪽의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
자세를 잡은 후 무릎과 어깨가 바닥에서 뜰 경우 중심을 잡아준다.

시간 1분
부위 척추세움근, 가슴근, 넓은등근, 배곧은근

방법

1.무릎을 90°로 유지한 채 양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게 

한다.
2.무릎사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양팔을 뻗으면서 가슴을 내려준다.
3.시선은 정면을 본다.

주의

사항

엉덩이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허리와 어깨, 목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무릎과 엉덩이 각도가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유연성이 부족해서 가슴과 턱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는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한다.
시간 1분
부위 큰가슴근 , 척추세움근, 넓은등근, 어깨밑근

방법

1.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 선 후 팔을 뻗어 바를 잡는다.
2.등을 바닥과 수평하게 만든다.
3.허리를 펴고 가슴을 아래로 내린다.

주의

사항
우연성이 부족하거나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시간 1분

부위 큰가슴근, 어깨밑근, 앞삼각근, 배곧은근

방법
1.등 뒤로 바를 잡고 양팔과 발을 어깨넓이 만큼 벌린다.
2.시선은 천장을 보면서 앞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가슴을 내민다.

주의

사항
가슴 신 배가 나오거나 허리가 너무 굽혀지면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부록 1. 운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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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설명

시간 5분 ( 15회씩 3set )

부위

마름근

등세모근

넓은등근

큰원근

방법

1. 반으로 접은 밴드 양끝을 각각 양손에 감고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는다.
2. 밴드를 발바닥에 어 고정한 후 가슴과 허리를 바르게 편다, 이때 밴드를 손에 감아 

자기에게 맞게 길이를 조절한다.
3. 호흡을 뱉으면서 등이 접히는 느낌으로 천천히 밴드를 뒤로 잡아당긴다.
4.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밴드를 원위치한다.  

주의

사항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시간 5분 ( 15회씩 3set )

부위
등세모근

마름근

방법

1. 바로 앉은 자세에서 세라밴드를 발에 걸고 발위에서 세라밴드를 교차시킨다.
2. 밴드를 잡고 팔을 들면서 옆으로 벌린다.
3. 한 번 올릴때마다 3초 정도 유지한다.

주의

사항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실시한다.

  
시간 5분 ( 15회씩 3set )

부위

넓은등근

등세모근

마름근

큰원근

방법

1.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발을 벌리고 발로 세라밴드를 고정시킨다.
2. 무릎을 약간 굽히고 등을 아치형으로 만든 후 45도 정도 상체를 숙인다.
3. 복부에 힘을 주고 세라밴드을 하복부 쪽으로 끌어당긴다.
4. 팔을 천천히 내려 처음자세로 돌아온다.

주의

사항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의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한다.
위팔두갈래근이 아닌 등 근육을 이용하여 운동한다.

 

시간 5분 ( 15회씩 3set )

부위

마름근

등세모근

넓은등근

방법

1. 손바닥을 마주보도록 한 뒤 밴드를 묶어 엄지와 손가락을 벌린다.
2. 손목을 편다.
3.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뒤침한다.
4.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며 어깨를 뒤로 당긴다.

주의

사항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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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설명

1. 큰가슴근 스트레칭

시간 1분 (20초씩 3set)

부위
큰가슴근

작은가슴근

방법
1.모서리가 있는 벽에 서서 양팔을 직각으로 만들어 벽에 붙인다.
2.그 로 앞으로 민다.

주의

사항
팔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한다

2. 어깨뼈 안정화

시간 1분 (20초씩 3set)

부위
마름근

등세모근

방법
1.팔굽혀펴기 동작의 변형된 형태로 어깨뼈를 가운데로 모아주어 유지한다

2.다시 원래자세로 돌아온다.

주의

사항
팔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허리 비틀기

시간 1분 (각 동작마다 30초)

부위

위쪽 척추세움근

목빗근

어깨밑근

가슴근

방법

1.바닥을 보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위 아래로 편다.
2.한 다리를 90°로 굽히고 허리 아래쪽을 고정한다.
3.굽힌 다리 쪽의 팔을 반 쪽으로 뒤집으면서 넘겨준다.
4.시선은 넘어가는 쪽으로 보내준다.

주의

사항

몸통을 양쪽으로 돌려 보아서 더욱 안돌아가는 쪽의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
자세를 잡은 후 무릎과 어깨가 바닥에서 뜰 경우 중심을 잡아준다.

4. 등근육 저항 운동

시간 5분 (20회 3set)

부위

등세모근

마름근

넓은등근

방법

1.기둥에 수건을 걸고 팔을 뻗어 잡는다.
2.숨을 내쉬면서 수건을 당기며 몸이 끌려간다.
3.숨을 들이마시면서 본 자세로 천천히 돌아온다.

주의

사항

어깨의 상작용을 주의하며 등의 힘을 사용한다.
기둥이 없을 시엔 앞에서 상 방이 잡아줘도된다.
수건의 높이는 팔을 앞으로 90도 들었을때의 높이

부록 2. 가정운동프로그램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