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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은 무선 전화 통신과 컴퓨터의 소형화된 운영체제를 

융합한 기기로 전자 우편, 인터넷 검색,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아태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대

한민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인에게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

으로부터 벗어나 모바일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바일 라이프를 

만들어 주었다.1,2)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17 스마트폰 

기능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59세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 중 58.5%는 스마트폰을 두고 오면 ‘불안감을 느낀다’

라고 답변하였고, 그 중 61.4%가 스마트폰을 화장실에서도 사

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20대에서는 73.2%의 매우 높은 비

율을 보였다. 화장실에서의 스마트폰의 사용은 대부분 좌변기

에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좌변기는 일반 의자와 달

리 중앙 부분이 뚫려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좌변

기에서 앉은 자세는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자세

가 된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2015년 ‘한국인의 평균적인 배변

습관과 대장 건강의 연관성’에 따르면 화장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화장실 사용 시간을 길게 만들고, 밑바닥이 뚫려 있는 

좌변기의 구조로 인해 항문 주위로 압력이 모이게 된다. 이는 

변비나 치질 등 대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하였

다.3)

앉은 자세는 서 있는 자세와 비교하여 허리에 3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며 누운 자세보다는 7배의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

는 자세로 현대인들은 주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생활을 doi : http:dx.doi.org/10.17817/2018.06.11.1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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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잘못된 앉은 자세는 신체의 불균형, 통증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며,4-6) 특히, 앉은 자세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근섬

유의 손상, 근피로도 증가, 통증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

생을 유발시키며 특히, 목, 어깨, 허리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9) 스마트폰 사용 시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되는데 고개가 어깨 중심선보

다 앞으로 나오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구부정한 자세를 ‘거

북목’이라고 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

환 중 하나 이다.10,11)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면 상부 목뼈가 부

하를 받게 되고, 목뼈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는 머리의 무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목뼈 부위와 가슴뼈 부위에 많은 스트

레스가 누적되어 만성 통증을 느낄 수 있다.12) 생체 역학적으

로 목뼈, 가슴뼈, 허리뼈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뼈의 과

도한 전방자세가 가슴뼈와 허리뼈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근골

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13,14)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스

마트폰의 사용이 다양한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

며 특히, 앉은 자세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목세움근, 위등세모

근, 척추세움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7,15-21) 하지

만 좌변기에 앉은 자세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근전도는 골격근에서 형성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분석하

여 근육 활동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보편화된 연구 방법이다. 

특히, 표면 근전도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간단하게 근육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근전도를 통해 근육의 활성 정도, 근육 동원 순서, 근육의 

피로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다.22-24) 

따라서 본 연구는 근전도를 활용하여 좌변기에 앉은 자세

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목세움근, 위등세모근, 척추세움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C 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대 성인 남자 14명, 성인 여자 14명으로 총 28명에게 실시

하였다. 연구에 참여 한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

의한 자로 하였으며, 선천성 팔 장애, 정형외과 질환,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거나 실험 전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연구 대

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기기 및 측정도구

1) 스마트폰

본 연구를 위해 크기 138.3×67.1×7.1mm(세로×가로×두께), 

무게 138g을 가진 아이폰7 (A1778,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스

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iano tiles 2이라는 단순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하

였다.

2) 표면근전도

표면근전도는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 척추세움근의 표면근전

도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WEMG-8 (LXM5308, LAXTHA 

Inc., Korea)을 사용하였다. 표본수집률(sampling rate)은 

1024Hz, 고역 통과 필터는 10Hz, 저역 통과 필터는 550Hz

로 설정하였다. 측정 전 피부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털을 제

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청결하게 한 뒤 

Ag/Agcl 표면 전극을 사용하였다. 활성 전극사이 간격은 2cm

로 하고 표면근전도 전극들은 양쪽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 척

추세움근의 주행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Criswell과 

Cram(2010)가 출간한 교재를 참고하여 목세움근의 근전도 전

극은 양쪽 C4의 주변에 부착하였고, 위등세모근의 근전도 전

극은 C7과 견봉의 중간지점에서 약간 바깥쪽에 부착하였으며 

척추세움근은 L2 가시돌기 바깥쪽 2cm 지점에 부착하였다.25) 

수집된 신호는 Telescan (LAXTHA Inc., Kore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방법

모든 대상자는 좌변기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각각 앉아서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을 90° 굽히고, 발은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어깨 너비만큼 벌린 자세를 기준으로 양측의 팔꿉관절을 90°

로 유지하여 스마트폰을 잡은 상태로 빗장뼈 높이까지 올린 자

세를 취하도록 하였다(Figure 1). 의자의 높이 (지면에서 좌석

까지)는 42cm이며 좌석의 크기는 가로 44cm, 세로 45cm 이

며 좌변기의 높이는 40cm, 가로 40cm, 세로 52cm 이다.

모든 대상자의 시작 자세의 정량화를 위해서 데이터 수집

을 시작하기 전 측각기 (goniometer)를 사용하였다. 좌변기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순서는 무작위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였

Characteristic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Age (Year) 23.60±1.55 21~27

Height (Cm) 166.71±8.86 150~183

Weight (Kg) 63.03±9.39 45~80

Sex (Male/Female) 14/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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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당 대상자는 3분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

록 하였으며 게임을 시작하면 목과 허리의 자세유지를 강요하

지 않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근전도 신호 수

집을 위한 게임을 3분간 사용하여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 척

추세움근의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각 자세의 신호를 3분

간 수집 후 6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수집한 근전도 신

호는 처음과 끝의 1분을 뺀 중앙 1분 값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값의 정량화를 위해서 기준 근수축(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전 등받이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의자에 앉아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을 90° 굽히고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며 허리와 등, 

목을 정렬하여 15초 동안 정면을 응시하며 근전도 신호를 3회 

반복 측정하여 신호를 수집하였고, 이 중 중앙 5초 동안의 평

균값을 RVC 값으로 정하였으며 %RVC값은 스마트폰 사용 시 

RMS(Root Mean Square)/기준 동작 시 RMS의 평균값 × 

100으로 산출하였다.24)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자와 좌변기에 따른 %RVC 값의 비

교를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1.0 KO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고,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좌변기에서의 목세움근 평균값은 144.9±41.01 (오른쪽), 

149.4±67.60 (왼쪽) 이며 의자에서의 목세움근 평균값은 

141.7±43.10 (오른쪽), 144.7±56.24 (왼쪽)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또한 좌변기에서의 위등세모근 평균값은 

122.9±35.23 (오른쪽), 139.7±71.81 (왼쪽) 이며 의자에서의 

위등세모근 평균값은 123.8±35.58 (오른쪽), 120.5±39.71 

(왼쪽)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반면, 좌변기에서

의 척추세움근 평균 값은 150.2±69.27 (오른쪽), 151.1±62.30 

(왼쪽) 이며 의자에서의 척추세움근 평균값은 131.4±55.26 

(오른쪽), 125.4±52.71 (왼쪽)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Figure 2) (Table 2).

Table 2. Results of %RVC values for Cervical erector spinae, Upper trapezius, and Lumbar erector spinae between 
general chair and toilet.

Muscle Toilet General chair p

Cervical erector spinae
Right 144.9±41.01a 141.7±43.10 0.351

Left 149.4±67.60 144.7±56.24 0.666

Upper trapezius
122.9±35.23 123.8±35.58 0.909

139.7±71.81 120.5±39.71 0.177

Lumbar erector spinae
150.2±69.27 131.4±55.26 0.039*

151.1±62.30 125.4±52.71 0.009*

RightLeftRightLeftaaverage±standard deviation
*: p＜0.05

General chair

Toilet

Figure 1. Sitting position on a general chair and toilet 
during using a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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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Figure 2. Comparison of results for %RVC values for 
Cervical erector spinae, Upper trapezius, and 
Lumbar erector spinae. 

IV. 고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의자와 좌변기에서 스

마트폰 사용 시 목세움근, 위등세모근,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에서는 의

자와 좌변기에서의 근활성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5), 

척추세움근에서는 좌변기에서 앉은 자세가 의자에서 앉은 자세

보다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05).

근전도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 시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전 연구는 많았다.4,7,15-21)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

에 관련하여 박주희와 강선영 (2013)은 17명의 정상 남성을 

대상으로 앉은 자세에서 빗장뼈 높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 

양쪽 위등세모근과 목세움근에서 근피로도가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15) 이홍규 (2014)는 정상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스마

트폰 사용 시 앉은 자세의 유형에 따른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

의 근활성도를 보았으며, 그 결과 바로 앉은 자세보다 구부린 

자세에서 전체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였으며, 목세움근은 무

릎 높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근피로도가 높았고 위등세모근

은 빗장뼈 높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근피로도가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16) 소윤지와 우영근 (2014)은 스마트폰 사용이 목

세움근과 위등세모근의 근피로도와 통증을 증가시키고 목뼈운

동범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7) 계속해서 정재호 등 (2015)

은 정상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목 굽힘 각도 (0°, 30°, 50°)에 

따른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의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목 굽힘이 50°일 때 위등세모근에서 근피로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 하였다.18) 정화영 등은 (2015) 머리를 숙인 

자세나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뼈에 큰 부하를 주어 요통을 발생 

시킨다고 보고 하였다.5) 송성인과 강종호 (2017)는 15명의 정

상인을 대상으로 골반경사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이 목세움근과 

등세모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골반앞방향경사

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골반뒷방향경사에서 보다 양측의 목세

움근과 위등세모근의 %RVC 값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 하

였다.7) 위의 연구들에서 앉은 자세에서의 스마트폰의 사용이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의 근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반면, 척추세움근의 경우 손승지 등 (2017)은 정상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두 그룹으

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척추세움근의 근피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20) 이는 스마트폰 사

용이 주로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의자와 좌변기

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 목세움근과 위등세모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척추세움근에서는 좌변기에서의 근활성도가 

의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좌변기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일반 의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 보다 척추세움근의 근피로도를 더 유발 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좌변기의 구조적 특성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좌변기는 중앙이 비어져 있는 형태로 

좌변기에 앉은 자세는 일반 의자에서보다 골반의 경사를 더 크

게 만들어 척추세움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

다.2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령대가 20대의 정상 성인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스마트 

폰을 사용 하지 않을 때의 의자와 좌변기에서의 근활성도를 비

교하지 못하였다. 또한, 좌변기에서의 짧은 시간에 대한 스마트

폰 사용 시 근활성도를 연구한 것으로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를 중심으

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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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성인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의자와 변

기에서의 앉은 자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목세움근, 위등세모

근,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변기와 의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목세움근과 위등세모

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척추세움근에서는 변기에서

의 스마트폰 사용이 의자에서 보다 높은 근활성도를 보였다. 

이는 변기의 사용 시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척추세움근의 근피로도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통증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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