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ffective cueing methods for selective muscle activation of the serratus anterior. 

Methods: Based on the inclusion criteria, 26 healthy adults, both males and females, were recruited for the measurement of 

muscle activation of the upper trapezius and serratus anterior muscles while performing basic movements in knee push-up plus 

(KPP) and dynamic hug (DH) positions using five different cueing methods. An electromyogram was used to measure muscle 

activation, and both muscle activation and muscle ratio (serratus anterior/upper trapezius) were compared during the basic 

movements and different cueing methods. The cueing methods were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verbal cueing + trapezius 

tactile cueing, emphasis verbal cueing,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and trapezius verbal cueing + trapezius tactile cueing +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s for the two exercises (p < 0.05).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ueing methods (p < 0.05). The correlative effect between the muscles and 

cueing methods was also significant (p < 0.05). The muscle ratio in trapezius verbal cueing + trapezius tactile cueing +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during KPP and DH was higher than in basic movements and other cueing methods. This confirms that 

trapezius verbal cueing + trapezius tactile cueing +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is an effective cueing method for selective 

activation of the serratus anterior during KPP and DH.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cueing by a therapist may both increase 

and decrease selective muscle activa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 effective cueing method to selectively activate the serratus anterior may be suggest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information regarding future studies and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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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거근은 첫째에서 아홉째 늑골에서 기시하여 견

갑골 내측연에서 정지하며(Gray, 2009) 주요 작용은 

견갑골의 견인과 상방회전이다(Neumann & Camargo, 

2019). 전거근은 견갑골의 내측연과 하각의 익상견갑

과 전방경사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위해 사용되는 주

요 근육이다(Escamilla et al., 2009). 특히 전거근은 체

간에서 팔이 올라감에 따라 시상면, 정중면, 수평면에 

대한 움직임의 모든 구성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

갑흉곽관절 근육 중 특별하다(Ludewig et al., 2004a). 

전거근의 또 다른 중요한 작용은 푸쉬업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다(Neumann, 2013). 특히 푸쉬

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닥으로부터 몸통을 더 멀리 

밀어내는 동작을 할 때 전거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푸쉬업 플러스(push-up plus, PP)라고 한다

(Ludewig et al., 2004b).

견갑골의 상방회전에서 짝힘을 이루는 근육은 상

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전거근이 있다(Kibler, 1998). 

이 근육 중 상부승모근의 과도한 근활성도 증가는 전

거근의 근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전거근의 약화

를 초래한다(Cools et al., 2003; Miyasaka et al., 2017). 

전거근이 약화되면 어깨의 굴곡 또는 외전이 되는 동

안 견갑골이 정확하게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견갑

상완 근육들은 근육의 최적의 길이와 긴장관계를 유

지할 수 없다(Sahrmann, 2001). 그리고 전거근의 약화

는 상완와관절과 견갑흉곽관절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

킬 수 있다(Cools et al., 2007; Hallström & Kärrholm, 

2006). 이러한 견갑골의 비정상적인 위치 또는 움직임

을 견갑골 운동이상증(scapular dyskinesis)이라고 한다

(Neumann & Camargo, 2019). 견갑골 운동이상증으로 

인하여 어깨충돌증후군, 전방 관절와순의 손상, 회전

근개의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Kibler et al., 2013). 

이러한 병리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공

통적으로 전거근의 근활성도와 근력이 감소한다

(Cools et al., 2007). 

어깨의 병변이나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

으로 전거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보고되

었다. Kim과 Park (2015)의 연구에서는 어깨충돌증후

군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견갑면에서 어깨외전 운

동을 통해 환자의 통증의 감소, 관절운동범위의 증가, 

전거근의 근활성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Cools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전방 관절와순의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상완이두근의 큰 부하가 가지 않으면서 전

거근의 활성도를 높이는 운동은 재활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Escamilla 등(2009)의 연구에서는 

회전근개의 손상이 있는 경우 통증에 의해 어깨의 비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였고, 재활 단계에서

는 운동사슬로 연결되는 견갑골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거근의 활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거근의 선택적인 활성도나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은 PP, 다이나믹 허그(dynamic hug, DH), 전

거근 펀치(serratus anterior punch), 견갑면 외전

(scaption), 전방 펀치(forward punch), 프레스업, 어깨 

펴기(shoulder extension) 등이 있는데 PP와 DH에서 전

거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Cools et al., 

2014; Decker et al., 1999b; Neumann & Camargo, 2019). 

그리고 무릎 꿇고 푸쉬업플러스(knee push-up plus, 

KPP)는 무릎을 신전상태에서 PP를 하는 것 보다 힘이 

적게 들면서도 유사한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보인다

(Decker et al., 1999a). 운동 방법 외에도 PP를 할 때 

팔의 각도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120°에서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Hwang et al., 2017), KPP

를 할 때 지지면의 상태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진동

이 있고 불안정한 면에서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Kim et al., 2014). DH를 할 때 저항의 정도

는 체중의 20%에서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높았지만 

대상자가 느끼는 근피로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저항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Decker et al., 

1999a; Yoo, 2016). 단순하게 전거근의 활성도를 확인

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상부승모근과 비율을 비교하여 

전거근의 선택적인 활성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Choi 

et al., 2017; Cools et al., 2007; Cools et al., 2014; Gioftsos 

et al., 2016; Hwang et al., 2017; Kim & Pa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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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ewig et al., 2004b). 

큐잉은 근육을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키거나 억제

시키는 하행신경로(descending pathways)에 영향을 줄 

수 있다(Dean & Baker, 2017). Shiva과 Misiaszek (2018)

의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에서 걷는 동안 발목 쪽에 일

정한 촉각적 큐잉을 주었을 때 발목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얘기치 못한 미끌어짐에 대하여 

안정성과 조절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Hollman 등

(2018)의 연구에서는 교각운동을 할 때 슬괵근 대비 

대둔근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에 구두적 큐

잉과 촉각적 큐잉을 적용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

과가 나왔고, 운동마다의 적절한 큐잉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나타냈다. 정확한 큐잉은 근육의 활성도를 선

택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잘못된 

큐잉은 근육의 근활성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

다(Cowling et al., 2003).

Shin 등(2018)의 연구에서는 익상견갑을 가지고 있

는 대상자에게 KPP를 할 때 촉각적 큐잉이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익상견갑과 흉

추가 후만 되는 보상작용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

지만 증가시키려 했던 전거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하였

다. 이처럼 전거근 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PP와 DH를 적용하는 환경이나 조건

을 바꾸지 않고 촉각적 큐잉과 구두적 큐잉을 통해 

KPP와 DH를 할 때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는 감소시

키고 전거근의 선택적인 근활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

적인 큐잉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의 S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인 남녀 26명을 모집하였으며 

어깨관절에 선천적인 기형, 정형외과적 손상, 신경학

적 문제가 있는 사람, 근력과 관절가동범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최근 6개월 이내에 어깨안정근의 강화운동

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실험시간 48시간 전에는 과도

한 신체활동과 음주 등 본 실험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본 연구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대상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자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삼육

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

아 진행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1) 표면 근전도(EMG)

대상자의 상부승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보기 

위해 표면 근전도(Telemyo 2400 GT Telemetry EMG 

system, Noraxon, US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전도 소프트웨어 (MyoResearch 

Master 1.08 XP)를 사용하여 저장되고 분석되었다. 표

본추출률은 1,000Hz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여폭은 

10∼450Hz로 하였다. 측정한 근육의 근전도 신호는 

정류 후, 근전도 신호의 실질적인 출력 값에 가까운 

값을 제공하는 평균 제곱근 법 (root mean square, RMS)

으로 처리하고 체간의 심장 박동 전기 신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CG 필터를 사용하였다. 각 근육

별 근전도 신호는 MVIC에 대한 백분율로 정규화

(normalization)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근전도 분석 

시 연구 대상자의 개별성 영향을 고려하여 자발적 기

준 수축의 측정시간을 5초간 세 번 실시하였다. 평균 

활성도는 처음 1초와 마지막 1초를 제외한 동작 중간 

3초간의 측정치 값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세 번의 근활

성도 값의 합한 평균값을 100%MVIC로 사용하였다.

3. 실험 절차

대상자의 상부승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보기 

위해 표면 근전도(Telemyo 2400 GT Telemetry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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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Noraxon, USA)를 사용하였다.

근활성도는 두 가지 운동을 기본동작을 시행 할 

때와 다섯 가지 큐잉에 따라 시행하면서 측정하였다. 

근전도의 전극 부착 지점은 측정 오류의 방지를 위하

여 털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낸 후, 상부승

모근과 전거근에 전극 간의 거리를 2cm 유지한 후 

부착시켰다(Criswell, 2010).

최대 자발 등척성 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는 MMT자세를 기준으로 저항을 주

어 5초간 유지 하였고,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근 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3회 반복 시에는 

시행간의 1분의 휴식시간을 주었고, 큐잉 방법을 바꿀 

때에는 2분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1) 중재방법

(1) KPP

네발기기자세에서 실험자가 먼저 동작을 보여주었

다. 실험자의 무릎은 고관절에서 바닥으로 수직이 되

도록 위치하였다. 손은 몸통에서 견관절이 약 120°의 

굴곡이 되도록 눈높이에 위치하게 하였다(Hwang et 

al., 2017). 골반과 척추는 중립자세를 유지하였다.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살짝 굴곡하였다가 신전하면서 바

닥에서부터 몸통이 멀어지도록 견갑골을 최대한 견인 

하였다. 최대한 견인을 5초 유지한 후 시작자세로 돌아

왔다.

(2) DH

선 자세에서 실험자가 먼저 동작을 보여주었다. 도

르래 운동기구(pulley station, Nordic, Germany) 이용하

여 축을 실험자의 견봉에 맞추었다. 도르래 운동기구

의 추의 무게는 대상자 몸무게의 10∼15%로 하였다

(Yoo, 2016). 시작 자세는 실험자의 무릎을 약간 구부

린 채로, 발은 어깨너비로 벌렸다. 팔꿈치는 45° 굴곡 

되고 팔은 60° 외전 되게 하였다. 그리고 어깨는 45° 

내회전 되게 하였다. 실험자는 손으로 호를 그리면서 

수평내전동작을 하였다. 이때 견갑골이 최대한 견인 

되도록 하였다(Decker et al., 1999b). 손은 몸통에서 

견관절이 약 120°의 굴곡이 되도록 눈높이에서 끝나게 

하였다(Yoo, 2016). 

(3) 큐잉 방법

큐잉 방법은 5가지로 하였다. 승모근 구두 큐잉,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 강조 구두 큐잉, 

전거근 촉각 큐잉, 그리고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잉을 제공하였다. 승모근 

구두 큐잉은 운동 중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 “귀와 어깨를 멀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구두적 큐잉을 하였다.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은 운동 중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승모근 구두 큐잉과 동시에 견봉을 가볍게 쳐주

면서 촉각적 큐잉을 추가하였다. 강조 구두 큐잉은 

운동 중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 더! 

강하게 하세요!” 라는 구두 큐잉을 하였다. 전거근 촉

각 큐잉은 운동 중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견갑골의 견인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흉골을 

등쪽으로 밀어주거나 견갑골이 견인 되는 방향으로 

쓸어주듯이 움직임을 유도하여 촉각적 큐잉을 하였

다.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잉은 운동 중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전거근의 근활성도는 증가시키기 위해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과 전거근 촉각 큐잉을 동시에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작업과 통계는 SPSS ver. 23.0(SPSS 

Inc,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Shapiro-Wilk 정규성 검증을 하였으며, 

정규성 검정에 만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근육별 큐잉간 차이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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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일원배치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근육간 차이는 Bonferroni검정으로 확인하였다. 2개

의 근육에 대한 큐잉간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큐잉간의 차이

는 Bonferroni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

학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13명으로 총 26명이

며, 연령 분포는 20∼32세, 평균 연령은 23.77세였다. 

평균 신장은 167.77cm이고, 평균 몸무게는 65.77kg이

다(Table 1).

Characteristics Mean±SD

Age (years) 23.77 ± 3.58

Gender (Male/Female) 13 / 13

Height (cm) 168.77 ± 8.56

Weight (kg) 65.77 ± 14.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

2. KPP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상

부승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 비교

KPP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상부승

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KPP를 할 때 상부승모근과 전거근간의 근활성도 

차이는 유의하였고(F=69.41, p<0.05), 기본동작과 다

섯 가지 큐잉 방법간의 차이도 유의하였다(F=8.86, 

p<0.05). 근육과 큐잉의 상호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F=3.73, p<0.05)

기본동작과 다섯 가지 큐잉 방법간의 사후검정 결

과에서는 강조 구두 큐잉이 기본동작과 네 가지 큐잉

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고, 전거근 촉각 큐잉은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다.

3. KPP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근

활성비 비교

KPP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근활성

비는 다음과 같다(Table 3, Fig. 1).

KPP를 할 때 기본 동작과 다섯 가지 큐잉 방법에 

따른 근활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17, 

p<0.0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승모근 구두큐잉+승모

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잉이 기본동작보다 근활

Classification
Upper trapezius muscle 

activity (%MVIC)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MVIC)

F (p)

Post-hoc

Basic motion (A) 9.46±7.65a 35.42±23.66

muscle 69.41(0.00)

cueing 8.86(0.00)

muscle×cueing 3.73(0.00)

ABCEF<D, C<E

Trapezius verbal cueing (B) 7.57±4.85 37.87±27.01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C)
7.31±5.13 31.95±16.58

Enforcing verbal cueing (D) 15.89±10.84 64.50±30.01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10.03±6.49 41.89±23.04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F)

7.70±5.39 38.95±21.83

a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2. Muscle activity comparison of upper trapezius and serratus anterior during KPP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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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가 더 크게 나타났다.

4. DH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상부

승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 비교

DH를 할 때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상부승

모근과 전거근의 근활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4).

DH를 할 때 상부승모근과 전거근간의 근활성도 차

이는 유의하였고(F=11.49, p<0.05), 기본동작과 다섯 

가지 큐잉 방법간의 차이도 유의하였다(F=130.29, 

p<0.05). 근육과 큐잉의 상호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Classification Muscle activity ratio
F (p)

Post-hoc

Basic motion (A) 5.35±3.97a

6.17(0.00)

A<F

Trapezius verbal cueing (B) 5.92±3.41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C)
5.55±2.92

Enforcing verbal cueing (D) 6.11±4.72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5.90±4.78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F)

6.74±4.48

a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Fig. 1. Muscle activity ratio of KPP. Basic motion (A), trapezius verbal cueing (B), trapezius verbal 

cueing+trapezius tactile cueing (C), enforcing verbal cueing (D),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trapezius verbal cueing+trapezius tactile cueing+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F).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ratio according to basic motion and cueing method when performing KPP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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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28, p<0.05)

기본동작과 다섯 가지 큐잉 방법간의 사후검정 결

과에서는 강조 구두 큐잉이 기본동작과 네 가지 큐잉

보다 근활성도가 크게 나타났다.

5. DH의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근활성비 

비교

DH의 기본 동작과 큐잉 방법에 따른 근활성비는 

다음과 같다(Table 5, Fig. 2).

DH를 할 때 기본 동작과 다섯 가지 큐잉 방법에 

따른 근활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0, 

p<0.05).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전거근 촉각 큐잉과 승

모근 구두큐잉+승모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잉

이 기본동작보다 근활성비가 더 크게 나타났다.

Ⅳ. 고 찰

효과적인 큐잉은 재활 현장의 전문가에게 매우 필

수적인 요소로서 큐잉의 변화에 따라 운동의 효과는 

바뀔 수 있다(Dean & Baker, 2017). 본 연구는 선행연구

에서 사용한 운동 방법이나 전거근의 선택적인 근활

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KPP와 DH를 할 

Classification
Upper trapezius muscle 

activity (%MVIC)

Serratus anterior muscle 

activity (%MVIC)

F (p)

Post-hoc

Basic motion (A) 11.14±12.67a 36.13±15.07

muscle 11.49(0.00)

cueing 130.29(0.00)

muscle×cueing 8.21(0.00)

ABCEF<D

Trapezius verbal cueing (B) 6.32±4.34 36.10±19.89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C)
5.19±2.99 35.10±17.83

Enforcing verbal cueing (D) 13.32±9.69 67.45±29.11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6.25±6.08 37.61±15.06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F)

5.58±3.20 42.00±17.08

a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4. Muscle activity comparison of upper trapezius and serratus anterior during DH                (N=26)

Classification Muscle acrivity ratio
F (p)

Post-hoc

Basic motion (A) 7.08±4.93a

3.60(0.00)

A<EF

Trapezius verbal cueing (B) 7.91±5.05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C)
8.82±5.49

Enforcing verbal cueing (D) 7.28±4.77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9.37±5.47

Trapezius verbal cueing

+Trapezius tactile cueing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F)

9.84±6.27

a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ratio according to basic motion and cueing method when performing DH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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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본동작과 큐잉방법에 따른 상부승모근과 전거근

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를 확인하였다(Choi et al., 

2017; Cools et al., 2007; Cools et al., 2014; Gioftsos 

et al., 2016; Hwang et al., 2017; Kim & Park, 2015; 

Ludewig et al., 2004b).

다른 큐잉과 비교했을 때 근활성비에 있어서 KPP

와 DH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낸 큐잉은 

승모근 구두 큐잉+승모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

잉이었다(p<0.05). 대상자의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

를 감소시키려는 구두 및 촉각 큐잉과 전거근의 근활

성도를 증가 시키려는 큐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생각된다. 이것은 큐잉의 적용방법에 따라서 선

택적인 근활성도의 증가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ean & Baker, 2017).

강조 구두 큐잉이 두 동작 모두 근활성도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결과를 나타냈지만(p<0.05), 전거근뿐

만 아니라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도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에 근활성비에서는 다른 큐잉과의 차이가 없었

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큐잉은 선택적인 근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일치한다

(Cowling et al., 2003; Dean & Baker, 2017). 임상가들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큐잉을 선택하여 훈련할 때 전거

근의 선택적인 강화 혹은 전반적인 근육의 강화를 기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거근 촉각 큐잉은 근활성비가 KPP에선 다른 큐

잉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DH에서는 다른 큐잉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5). 이 차이는 열린사슬운동과 

닫힌사슬운동의 차이인지 KPP를 먼저 시행한 후 DH

를 시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수의적인 움직임의 반복

으로 인한 학습효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Kim 

& Lee, 2004). 

본 연구에서 시행한 큐잉방법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치료사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큐

Fig. 2. Muscle activity ratio of DH. Basic motion (A), trapezius verbal cueing (B), trapezius verbal 

cueing+trapezius tactile cueing (C), enforcing verbal cueing (D), serratus anterior tactile cueing 

(E), trapezius verbal cueing+Trapezius tactile cu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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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이 대상자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고 KPP와 DH를 할 때 전거근의 선택적인 근활

성도를 향상시키는 큐잉을 찾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또 다른 큐잉과 KPP와 DH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동작

에서의 큐잉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거근의 선택적인 활성화를 향상시키

기 위한 효과적인 큐잉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KPP와 

DH에서 기본동작과 큐잉을 할 때 상부승모근, 전거근

의 근활성도와 근활성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 감소를 유도하고 전

거근의 근활성도 증가를 유도하는 승모근 구두큐잉+

승모근 촉각 큐잉+전거근 촉각 큐잉이 KPP와 DH를 

할 때 전거근의 선택적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를 통해 치료사의 큐잉은 대상자의 근육의 

선택적인 활성화를 향상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KPP와 DH를 

할 때 전거근의 근활성도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큐잉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운동에 

기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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