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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ested whether repeated measurement of median frequency (MDF)
rela않d variables could express the muscle power changes during a 12-week DeLome 
str，많gth따ng progI밍n， by using consecutive overlapping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and integrated EMG (IEMG) from surface EMG data for isometric and isotonic 
exercise. To evaluate the effect of training, the following were recorded every 3 weeks 
for the elbow flexors and knee extensors of 5 healthy male volunteers: MVC, lRM, 
limb circumference, and surface EMG during isometric MVC or isotonic contraction at 
10RM load. From the EMG data, IEMG and variables from a regression an머ysis 

between MDF and time were obtained. MVC, lRM, IEMG, and initial MDF increased 
linearly over the training period. The fatigue index and slope of the regression line 
increased temporarily until the 6th week and decreased thereafter. From these results, 
there appeared to be enhanced neural recruitment of fast twitch fibers in the first 6 
weeks and continued enhancement in the recruitment and hypertrophy of fast twitch 
fibers , which led to increased fatigue resistance, over the last 6 weeks. Accordingly, 
the MDF and IEMG analysis technique could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program 
detected significant changes in both isometric and isotonic contractions. EMG analysis 
methods can be used to estimate the electrophysi이ogical and histological changes in 
skeletal muscles during a strengthe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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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폰 

근력 (strength)은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 (force)으로 정의하며， 근력강화훈련 

의 가장 큰 효과는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의 향상이다(Enoka， 1988; Frontera, 

1999; Kraemer, 1996). 초기의 근력 증가는 

운동단위 동원(motor unit recruitment) 능력 

의 개선으로 인한 근전도 활성량의 뚜렷한 

증가를 일으키는 신경 훈련기전(neural training 

mechanism)이 원인이며， 그 이후의 근력 중 

가는 근비대 (muscle hypertrophy)에 의한다 

(H하oonen 등， 1985; HalOOnen과 Komi, 1983; 

Komi 등， 1978; Moritani와 De Vries, 1979; 

Sale, 1988). 근력강화훈련 동안 근비 대는 지 

근섬 유(slow twich fiber)보다 속근섬 유(fast 

twitch fiber)에서 더욱 선태적으로 발생한다 

(I옮따떠len， 1994; 1월따피len 둥， 1앉~; 1꿇따따1en 

동， 2001; Houston 둥， 1앉33; Kraemer 등， 1앉*3; 

Tesch, 1988). 또한 Molina 둥(1997)은 근력강 

화훈련 초기 2-8주 동안은 속근섬유의 동원 

능력의 증가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전체 근 

육 중 속근섬유의 조성비 증가로 근비대가 

발생함으로써 근력이 증가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속근섬유는 근력강화훈련으로 인한 

기 능적 변화의 가장 큰 지표로 여겨진다(K때i 

와 πlOmell， 19!:웠). 

20세기 후반 Henneman 동(1974)이 크기의 

원 리 (size principle)를 제 시 한 이 래 로 근 수 

축에 있어서 운동신경원(motor neuron)과 운 

동단위 활동(motor unit activity)의 양적 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시평면(time domain) 

과 주파수평 면 (frequency domain)의 관점에서 

표면근전도(surfaæ electromyography) 신호의 

분석이 발전되어왔다{Ar앉:mssen과 Arendt-Nil양1， 

1없7; Basmajian과 De Luca, 1985). 전자는 주 

로 표면근전도 신호의 진폭(와때ituæ)을 반영한 

Rl'V1S (root rr않1 square)와 적분EMG Cinte.밍Clted 

EMG: IEMG)를 구하는 방법 이 고， 후자는 중 

앙주파수(median frequency: MDF) 둥을 지 

표로 사용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법 

(frequency s맺ctrum 뻐머ysis) 이 다(Basmajian 

과 De Luca, 1985; Bigland와 Lip∞ld， 1954; 

Macaluso 둥. 2000). RMS와 함께 적분EMG 

는 활성 화된 운동단위 의 수와 발화율(firing 

rate)을 반영하며， 일정한 힘으로 유지하는 

둥척성 수축 동안 일시적인 증가 양상을 보 

인 다(Basmajian과 De Luca, 1985; De Luca, 
1984). 중앙주파수는 활동전위 전도속도(ac디on 

m뼈1뼈 conduction velocity), 속근섬 유의 동 

원 비 와 조성 비 에 비 례 한다(Anne 둥， 1998; 

Basmajian과 De Luca, 1985; Johnson 둥， 

1973; Kupa 등， 1995; Linssen 둥， 1991; 

Solomonow, 1990; Zwarts 둥， 1987). 따라서 

국소적 근피로가 발생함에 따라 근섬유 전도 

속도가 감소함으로써 속근섬유의 동원이 감 

소하고 지근섬유의 동원은 증가하여 결과적 

으로 중앙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Basrr떼ian과 [농 Lu떠， 1005; Biedennann 

등， 1991; Ge떠le과 퍼밍t， 1994; 뼈rletti와 Roy, 

19!:X3; Stu1얹1과 De Lu떠， 1978). 

이와 같이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은 속근섬 

유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근섬유 조성비를 추 

정하기 위한 비침습적인 전기생리학적 근육 

생검 (musc1e biopy)으로 사용될 수 있다 

(Bottinelli, 1996; Eberstein와 Beattie, 1985; 

Gerdle 등， 1988; Moritani와 Graffney, 1985).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주파수분석은 근 

력강화훈련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가셜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적분 

EMG와 RMS를 이용한 예는 있으나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훈련 효과를 검정한 

예는 드물다아월따ÓI1en과 Komi, 1983; Macaluso 

둥， 2α)()). 

한편， 표면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연구들은 

대개 정적인 둥척성 수축에만 제한적으로 사 

용하여 왔다(Macaluso 등， 2000). 따라서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작업수행 동작이나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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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와 같은 등장성 운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유미 등， 2001; Clancy 둥， 2001; 

Komi와 Tesch, 1979). 그러나 동장성 운동에 

서 얻은 표면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분석은 관절각도에 따른 근육길이의 변화， 근 성인 남자로 훈련군 5명， 대조군 5명올 대상 

육 내 장력의 변화， 전극과 근육 사이의 거리 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근골 

변화 및 전극의 흔들림 둥으로 인하여 표면근 격계 또는 신경계에 손상이 없었으며， 정기적 

전도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인 근력강화 운동올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 

(Masuda 등， 1999; Pincivero 둥， 2'αlO; Potvin, 문적인 운동선수는 제외하였다. 실험 전에 본 

1997). 특히 중앙주파수는 국소적 근피로가 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에 

생함에 따라 운동 강도와 허혈 정도에 비례하 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 

여 감소하게 되는데， 둥장성 운동 시에는 간 다. 연구 초기에 훈련군과 대조군 간의 연령， 

헐적인 혈액 공급의 재개와 근장력의 변화로 신장，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인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가 동척성 운 

동보다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Ament 둥， 

1996; Edwards와 Hyde, 1977). 이 러 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기적 소음(electrical noise)올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연속중첩 FFf (∞mκ!cu디ve overlapping 

fast Fourier trans -forrnation)를 이 용하였다 

(김유미 등， aXlO; 옥준영， aXlO; 원종임 둥， 2001). 

그리고 중앙주파수의 이동 형태 (shift pattem) 

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시간에 대한 중앙주파 

수의 선형회귀직선(lin얹r r，맹ression 파le)을 구 

한 후， 초기중앙주파수(initial rr뼈ian frequency: 

IMDF), 피로지수(fatigue index), 회귀직선의 

기울기 (slope)를 변수로 사용하였다(Elfving 

둥， 1999; Nargol 둥， 1999; Rainoldi 등， 1999).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선된 중앙 

주파수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둥척성과 둥장 

성 운동 모두에서 12주 근력강화훈련의 효과 

를 입증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 훈련 전 훈련군과 대조군의 일반척 특성 

연령(세) 

훈련군(n=5) 

대조군(n=5) 

평균 표준편차 

22.90 2.10 
26.30 3.60 

2. 질험젤계 
연구기간은 3주의 준비기와 그 후 12주의 

근력강화훈련 기간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 

첫 3주 동안은 어떠한 근력강화훈련도 실시 

하지 않았으나 일상적인 저강도 신체활동은 

허락하였다. 근력강화훈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훈련군은 매 3주마다(0， 3, 6, 9, 12주) 

실시된 평가에서 우세측(dominant side)의 팔 

굽관절 굽힘근과 무릎관절 혐근을 대상으로 

최대 등척성 및 둥장성 근력과 근전도 신호 

를 분석하였다. 근육 둘레는 0주와 12주에만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같은 측정을 0주와 12 

주에만 실시하였다. 

3. 근력강화훈련 
훈련군은 우세측의 팔굽관절 굽힘근과 무 

릎관절 혐근의 근력강화훈련에 참여했다. 근 

력강화훈련은 DeLorrne의 방법을 이용하여 

(N=l이 

신장(cm) 체중(k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65 .04 63.60 5.00 
1.66 .05 65.8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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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동안 실시하였다(DeIρIITne， 1945; DeIρIITne 의 회외 (supination)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 Watkins, 19싫). 이때 l세트(않t)는 10RM:의 최대한 회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최대 둥척 

1/2 부하로 10회 반복(Repetition) ， 10RM의 3/4 성 수축을 하도록 하였다. 무릎관절의 혐근의 

부하로 10회 반복， 10RM의 부하로 10회 반 MVC는 N-K 테 이 블4)에 걸터 앉아 무릎관절 

복을 순차적으로 수행했으며， 연구자의 감독 110。 신전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MVC는 대 

하에 일주일에 3회씩， 1회에 2분의 휴식 간격 상자에게 최대 둥척성 수축올 3초 이상 유지 

을 두면서 3세트를 연속 시행하였다. 운동 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기록된 장력자료에 

작 전에 반드시 가벼운 팔굽혀 펴기 (push-up) 서 최대 정점 (maximal peak force)을 기준으 

와 고정 형 자전거 (stationary bicycle)를 타는 로 전후 l초 구간의 자료를 평 균하여 1회 차 

준비기간(warm-up phase)을 가졌으며， 전체 

운동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근력강화 

훈련에 필요한 부하량， 즉 lRM 은 0주， 3주， 

6주， 9주， 12주에 각각 다시 측정 하여 사용하 

였다. 운동 형태는 자신의 최대 속도를 권장 

하면서 구심성 수축 후 내 리는 기 간Oowering 

phase)에는 원심성 수축올 하도록 하였다. 12 

주 동안 훈련군파 대조군 모두 일상적인 저 

강도 활동은 허 락하였다. 

4. 최대 근력의 명가 
디지혈 장력계(digital 뼈의orr엎er)인 TSDl21 

0)를 이용하여 kg 단위로 최대 둥척성 근력인 

MVC를 측정하였다. 이 장비에서 나오는 아 

날로그 신호는 MP100 시스템2)으로 보내져 

디지럴 신호로 전환된 다음 개인용 PC에서 

Acqknowledge 소프트웨어3)를 이용하여 필 

터링 (fil tering )과 기타 처리를 하였다. 장력 

신호의 표본추출율(sampling rate)은 125 Hz 

이 고， 5 Hz 저 역 필 터 Oow pass filter)를 사용 

하였다. TSD121C는 가죽으로 된 손목 혹은 

발목 커프와 고정된 로프(rope) 사이에 설치 

되었다. 팔굽관절 굽힘근의 MVC 측정 시에는 

선 자세에서 둥과 상지의 후면을 벽에 붙이 

고 어깨관절은 해부학적 자세를 유지한 채로 

팔굽관절을 90。 굴곡 자세에서， 위팔두갈래근 

(biceps brachii) 수축에 의한 아래팔(forearm) 

1) BlOP AC System Inc. CA. USA. 
2) BlOP AC System Inc. CA. USA. 

3) BlOPAC System Inc., CA. USA. 

시도의 MVC로 정하였으며， 10분 휴식간격으 

로 3회 측정 후 최대치를 MVC로 정하였다. 

최대 둥장성 근력은 lRM으로 측정하였다. 

상지의 팔굽관절 굽힘근은 선 자세에서 chest 

pulley weight5)를 이용하였고， 하지의 무릎관 

절 혐근은 앉은 자세에서 N-K테이블을 이용 

하였다. lRM은 팔굽관절 굽힘근 0-135., 무 

릎관절 펌근 70-180. 의 범위로 7-8회 반복 

이 가능한 중량(WO)과 이 무게로 반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R)을 측정한 후 공식(1)에 의 

하여 산출하였다(LeSuer 둥， 1997). 이 때 구 

한 lRM 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였다. 

lRM=WO + W1 

W1=WOX .025XR 

5. 표면근전도 신호 수집 

가. 장비 설정 

----- 공식(1) 

표면근전도 신호는 팔굽관절 굽힘근의 위 

팔두갈래근과 무릎관절 펌근의 넙다리곧은근 

(rectus femoris)에서 기록되었다. 표면전극은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근복(muscle belly)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위팔두갈래근 

은 팔굽관절 90。 구부렸을 때 촉진되는 근복 

의 아래쪽 1/3 지점에 부착하였고， 넙다리곧 

4) Preston, N]. USA. 
5) Preston, M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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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metric exercise 

B. Isotonic exercise 

Chest pulley 
weights 

l l 
튿훨디틀 

PC 

그림 1. 기구 설정 

은근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과 슬개골(patella)을 연결하는 선의 중 

간지점에 부착하였다. 12주 동안 전극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잘 지워지지 않는 

피부용 잉크(dermographic ink)로 부착부위 

를 표시하였다. 표면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 

저항올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부위를 가는 사 

포로 3-4회 문질러 피부각질총올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지방올 제거한 후에 소 

량의 전해질 첼(electrolyte gel)을 바른 표면 

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였다.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동측 손둥 혹은 슬개골에 부착 

하였다. 

운통 중 1채널 표면전극인 Bagnoli DE3-1 

EMG6)에서 수집된 근전도 아날로그 신호는 

MP100 시스템으로 보내져 디지털 신호로 바 

6) DelSys Inc. Boston, MA. USA. 

뀐 다음， 개인용 PC에서 Acqknowledge 소프 

트훼어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기타 신호처리 

를 하였다(그림 1).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 

율은 1024 Hz이고， 주파수 영역 (band width) 

은 20-450 많이 었으며， 60 벼 노치 필터 

(notch fi1ter)를 사용하였다. 

나. 표면근전도 신호 수집 

둥척성 운동 동안 팔굽관절 굽힘근 후은 

무릎관절 혐 근의 MVC의 80 :t5%를 12초 동 

안 유지하도록 독려하면서 표면근전도 신호 

를 기록하였다(Lindeman， 1999; Macaluso 

둥， 2000). 지시한 범위 내에서 수축력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 것올 돕기 위해 TSD121C 

에서 나오는 수축장력을 컴퓨터 화변에 실시 

간 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표면근전도 신호 

중에서 최초 2초와 최종 2초는 운동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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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신 

호처리에서 제외하고， 가운데 8초의 신호만 

분석하였다. 

동장성 운동 중 팔굽관절 굽힘근과 무릎관 

절 혐 근 각각에서 lRM의 80%에 해 당하는 

lORM을 10회 굽힘과 혐을 반복하는 동안 표 

면근전도 신호를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신호 중에 1회와 10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 

원 과정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운데 8 

회 반복의 신호만 분석하였다. 

6. 신호 처라 

가.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Labview 프 

로그랩의 신호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5초 동안의 5127ß 표면근전도 신호를 대상으 

로 FFT Hanning windowing을 이용하여 주 

파수 스펙트럼을 얻은 후， 이를 대표하는 하 

나의 중앙주파수를 구하였다. 다음 FFT 대 
상구간(epoch)은 .5초로 동일하나 첫 구간 시 

작지점에서 1/8초， 즉 128개 신호가 지난 곳 

에서 시작되어 구간의 75%인 384개가 중첩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표 

면근전도 신호 끝까지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 

정에서 얻은 중앙주파수는 특히 동적 운동의 

경우에 웅직임에 관련된 불규칙한 잡음(random 

noise) 이 매우 심하여， 피로 발생에 따른 감 

소추세를 관찰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 

서 LabView 프로그랩을 통하여 시간에 대한 

중앙주파수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중 

앙주파수 회귀직선 변수인 초기중앙주파수， 

피로지수，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중 

앙주파수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피로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 (2)로 구하였다. 

피로지수 = 

초기 중앙주파수-마지 막중앙주파수 
공식 (2) 

초기중앙주파수 

그러나， 중앙주파수 중에는 순간적으로 웅 

직임과 관련된 불규칙 잡음에 의하여 일시적 

으로 중앙주파수값이 심하게 상승하거나 저 

하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회귀분석의 신뢰 

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시행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얻 

은 회 귀 직 선 :t 1 MSE (mean squared error) 

를 경계선으로 하여 이를 벗어나는 중앙주파 

수를 모두 경계선값으로 대치한 후에 다시 

회귀직선올 구하였다. 이 과정도 Labview 프 

로그랩올 통해 처리되었다. 

나. 적분EMG 

둥척성 운동에서는 처리 대상이 되는 8초 

의 신호에서 1초 구간마다 절대값 처 리 후 

적분EMG를 구하였고， 동장성 운동에서는 처 

리 대상이 되는 8회 반복구간의 자료에서 각 

반복구간마다 같은 방법으로 적분EMG를 구 

하였다. 

7. 통계분석 

가. 정규화 

표면근전도 신호의 개인차 및 개인내 부위 

별 차이를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변화추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normalization) 과 

정 이 필요하다(Ann， 2001; Clancy, 2(01). 

12주간 변수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서 

는 중앙주파수 관련 변수들， lRM , MVC는 

운동 시작 직전 0주의 값으로 정규화하였다. 

또한 적 분EMG로 12주간의 변화를 보고자할 

때는 0주차 운동 전체구간， 즉 등척성 운동에 

서는 2-10초 사이의 8초 그리고 등장성 운 

동에서는 둘째~아홉번째 반복 사이의 8회 

반복의 적분EMG를 1.0으로 놓고 이 후의 값 

들을 정규화하였다. 

적분EMG를 이용하여 지정된 운동을 지속 

하는 동안의 변화를 보고자할 때는 0주차의 

최초구간의 적분EMG， 즉 둥척성 운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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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초 사이 그리고 등장성 운동에서는 두 

번째 반복구간의 적분EMG를 1.0으로 놓고 

이후의 값들올 정규화하였다. 

나. 통계분석 

반복측정에 따른 여러 요인들 간의 차이는 

반복측정 에 따른 분산분석 검 정 (repeated 

ANOVA test)을 이용하였다. 대조군의 전후 

비교는 짝비교 t-검정 (paired t-test)을 실시 

하였고， 운동 종료 시점인 12주에 훈련군과 

대조군의 비교는 독립비교 t-검정 (indepen 

-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성올 검정하 

기 위하여 유의수준 a 는 .05로 정하였다. 자 

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 

우즈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0.0올 사용하였다. 

표 2. 근육 둘레의 변화 

훈련 전 
근육둘레 

M. 결과 

1. 근육 둘혜의 변화 

근력강화훈련 전후 근육둘레의 비교에서 

훈련군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 대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2. 적분EMG와 근수축력의 변화 

가. 둥척성 운동 

훈련기간 0, 3, 6, 9, 12주의 적분EMG의 

상대적인 값은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5)，(표 3), 

(그림 2). 8초 수축기간 동안 적분EMG의 상 

대적인 값은 위팔두갈래근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 었다(p<.05). 대조군은 0주와 12주의 

적분EMG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위: cm) 

훈련 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훈련군(n=5) 
상지 28.90 2.26 29.82 2.17 6.98* 

하지 46.24 2.14 48.30 1.31 4.83* 

대조군(n=5) 
상지 28.44 1.57 28.54 1.47 .85 
하지 46.50 2.41 45.76 2.34 .65 

*p<.05 

표 3. 상대적 적분EMG의 두 가지 반복요인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운동형태 근육 반복요인 평방합 자유도 F 

「:l-; 29.32 4.00 11.27* 

위팔두갈래근 3ζ- .78 7.00 3.83* 
주·초 .46 28.00 1.48 

둥척성 
-ζ「 102.32 1.32 10.39* 

업다리곧은근 3‘ζ- 1.93 1.69 2.75 
-;z「; · j 」;: 2.20 3.1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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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대적 적분EMG의 두 가지 반복요인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계속) 

F 

위팔두갈래근 

3.69* 

9.85* 
1.74 

자유도 

4.00 
0 

3.13 

평방합 

41.29 
4.15 

2.00 

반복요인 

초
 

주
 
초
 

주
 

끄
 
뎌
 

운동형태 

17.45* 
1.23 

1.31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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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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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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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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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훈련군에서 둥척성 운동 동안 상대적 적분EMG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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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훈련군의 퉁장성 운동 동안 상대적 적분EMG의 변화 

나. 등장성 운동 

훈련기간 0, 3, 6, 9, 12주의 적분EMG는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 모두에서 유의 

하게 증가되 었다(p<.05)，(표 3)，(그림 3). 연속 

8회 반복구간 내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적분 

EMG의 상대적인 값은 위팔두갈래근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5). 대조군은 0, 12 

주의 적분EMG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 12주 동안 근력과 적분EMG의 변화 

둥척성 운동에서 적분EMG와 MVC의 상 

대적인 값을 비교했을 때 위팔두갈래근은 

두 항목이 비슷하게 증가했으나， 넙다리곧 

은근은 적분EMG가 MVC보다 빠르게 증가했 

다(그림 4). 
둥장성 운동에서 적분EMG와 lRM의 상대 

적인 값을 비교했을 때， 위팔두갈래근은 적분 

EMG가 1RM보다 다소 빠르게 중가했으나， 

업다리곧은근은 비슷하게 증가하다가 6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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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동척성 운동 시 상대적 적분EMG와 상대적 MVC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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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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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 위팔두갈래근은 6주에， 넙다리곧은근 

은 9주에 초기중앙주파수가 일시적으로 감소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체내 대비검정에서 

뭉척성 운동 시 넙다리곧은근은 그 증가양상 

이 삼차형 변화패턴을 보였으며， 나머지 경우 

에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선형 변화패 

턴을 보였다(p<.05). 

훈련 종료 시점인 12주에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의 등척성과 등장성 운동 모두 

에서 훈련군의 초기중앙주파수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5)，(그림 6). 

에 lRM이 적분EMG보다 약간 빠르게 

했다(그림 5). 

훈련 종료 시점인 12주에 훈련군의 적분 

EMG는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의 둥 

척성 운동과 둥장성 운동 모두에서 대조군보 

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5)，(그림 4, 

5). 

증가 

3. 초기중앙주파수의 변화 

12주 동안 위팔두갈래근과 업다리곧은근의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모두에서 초기중 

앙주파수의 상대적인 값은 유의하게 증가되 

었다(p<.05)，(표 4)，(그림 6). 그러나 등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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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둥장성 운동 시 상대적 적분EMG와 상대적 MVC의 변화 비교 

9 6 
Weeks 

3 o 

표 4. MDF 회귀직선상 상대적 변수들의 두 가지 반복요인의 분산분석 결과 

F 

둥척성 

.17 
10.13* 

1.04 

자유도 

1.00 
4.00 
4.00 

평방합 
m 

m
ω
 
m씨
 

반복요인 

근육 

, 
근육·주 

운동형태 

.36 
11.66* 

.38 

1.00 
4.00 
4.00 

.02 

.28 

.01 

근육 
;;<. , 
ï 0 ;:;ζ 
τ:- .."，- • , 

초기중앙주파수 

등장성 

2.35 
1.25 

.34 

1.00 
4.00 

4.00 

1.69 

1.46 

1.36 

근육 
그Z 
끼-

--, 0 :;ζ 

τ::" .."，-'， 

피로지수 등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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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DF 회귀직선상 상대적 변수들의 두 가지 반복요인의 분산분석 결과(계속) 

운동형태 반복요인 평방합 자유도 F 

근육 .33 1.00 .29 

피로지수 동장성 -:I「 .44 4.00 .65 
근육·주 .40 4.00 .50 

근육 1.03 1.00 2.47 

둥척성 <r 1.95 1.83 .95 

기울기 
근육·주 .47 1.41 .28 

근육 .42 1.00 .56 
동장성 <r .56 4.00 .43 

근육·주 .37 4.00 .34 

*p<.05 

A 

Isometrlc exerclse 

U을~ 1.5 * • 

0.5 
o 3 6 9 12 

Weeks 

B 

Isotonlc exercise 

u。톨-

§ ，。L「「1IN 뼈 -생 * .. 삐 -빼& 隊짝쩍 Bi∞ps brachii (T) 
c:그 Biceps brachii (C) 
_ Rectus femoris π) 
~ Rectus femoris (C) 

0.5 "원11 I훌훌K、、에 I”낌/.톨I 1 .. ".'1 톨톨톨 顧짧 .l g ￥ I I •• ~‘i 
(T): Training group 
(C): Control group 

o 3 6 9 12 

Weeks 

*p<.05 

그림 6.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상대적 초기중앙주파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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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로지수의 변화 

12주 동안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의 

둥척성 운동과 둥장성 운동 모두에서 피로지 

수의 상대적인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그림 7). 그리고 12주에 피로지수는 

위팔두갈래근의 둥척성 운동에서만 대조군보 

다 낮았다(p<.05). 이것은 훈련 전보다 피로 

에 강해졌음올 보여주었다. 그래프 관찰 시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곧은근의 동척성 운동 

과 둥장성 운동 모두에서 6주째에 가장 높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2차형 변화양상올 

보이기는 하나， 편차가 심하여 통계학적 유의 

A 

성은 없었다. 

5. 희귀직선 기울기의 변화 
위팔두갈래근과 업다리곧은근의 둥척성 운 

동과 둥장성 운동 모두에서 기울기의 상대적 

인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4)，(그림 8). 그리고 12주에 훈련군과 대조군 

의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올 때， 넙다리 

곧은근의 둥장성 운동에서만 훈련군이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05) 이는 훈련 

전보다 피로에 강해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래프 관찰 시 위팔두갈래근파 업다리곧 

3.0 Isometric exercise 

응”I 25 

흰‘훌 2.0 

흥 
1.0 

0.5 
o 

B 
3.0 

x 

용I 25 

.훌 2.0 

흰 
혐@〉 

t‘ 

0.5禮l
0 

*p<.05 

3 

3 6 

Weeks 

Isotonic exercise 

6 
Weeks 

9 

9 12 

12 

강영 Biceps b대chii (T) 
I그 Biceps brachii (C) 
_ Rectus femoris (T) 

~ Rectus femoris (C) 

(T): Training group 
(C) Control group 

그림 7.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상대적 피로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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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상대적 회귀직선 기울기의 비교 

DeLonne의 방법을 이용하여 근력강화훈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둥척성 

수축의 최고힘 (maximal peak force)으로 

MVC를， 등장성 수축의 최대 근력으로 구심 

성 lRM 근 력 (concentric 1RM strength)을 

측정하였다. 근력강화훈련의 형태는 등장성 

운동이지만 측정은 둥장성과 둥척성 모두 사 

용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특이성 

(specificity)의 원 리 에 의 해 무릎관절 펌 근의 

경우 등척성보다 둥장성 근력이 더 크게 증 

가하였다(Brunner， 19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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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앙주파수는 연속중 

첩FFT에 의해 구하였다. 이는 FFT 대상 신 

호는 규칙적으로 무한 반복되는 특성을 가져 

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급적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 기법을 

사용한 바 있으며 그 원리는 이동평균을 구 

하는 원리와 비슷하다(Kankaanpaa， 1997; 

Pincivero 둥， 2000).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연 

속중첩FFT는 과거 연구보다 조밀한 밀도의 

중앙주파수를 구하기 위 해 FFT 수행올 위 한 

신호구간이 이 전 신호구간과 75% 중첩 되 도 

록 셜정 함으로써 1초에 8개 의 중앙주파수를 

구하였다. 옥준영 (2000)은 이러한 기법으로부 

터 얻은 초기중앙주파수의 급간내상관계수 

O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 

을 때， 등척성 운동에서 .92, 동장성 운동에서 

.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훈련기간 동안 최대 근력은 3주까지 급속하 

게 증가하고， 그 후에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훈련자극이 충분할 때 정기적으로 훈 

련하지 않은 대상자의 근력은 훈련 초기에 

쉽고 크게 증가된다는 이전 연구와 유사하다 

(Muller, 1970). 동장성 근력강화훈련은 동장 

성 근력을 주로 증가시키며， 훈련 효과는 해 

당 근육의 운동형태(mode)에 한정된다는 특이 

성 (specificity)의 원리와 같다(Brunner， 1967). 

본 연구는 둥장성 근력강화훈련 후， 무릎 관 

절 평근에서는 등장성 근력인 lRM(1.9S)이 

MVC(1.59)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이전 연구 

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팔굽관절 펌근에서는 

MVC(1.7S)와 lRM(1.70) 이 비슷하게 증가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 상지와 하지 근육의 근 

력 차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표면근전도 신호의 진폭올 반영하는 적분 

EMG는 활성 운동단위의 수， 그리고 발화율 

과 연관이 있다(Basmajian과 De Luca, 1985). 

Hakkinen과 Komi(1983)는 12주 근력강화훈 

련 동안 적분EMG는 8주까지 급하게 증가하 

였으며， 이는 신경기전에 주로 기인하고 이 

시기에 근비대는 근소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근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적분EMG는 훈련 후 3주 또는 6 

주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는 서 

서히 증가했다. 이는 근력의 증가에 있어서 

신경훈련 기전의 기여도를 의미한다(H싫‘kinen 

과 Komi, 1983; Lindeman 둥， 1앉꺼 Moritani 

와 De Vrie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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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초기중앙주파수의 변화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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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o 둥(2001)은 8주 근력강화훈련 후 v. 컬론 
중앙주파수가 상숭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속 

근섬유의 비대였다고 보고했다. 즉， 장기간 본 연구는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동척성 

훈련으로 인한 중앙주파수의 상승은 속근섬 및 둥장성 운동 시 측정한 표면근전도 신호 

유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Molina 둥 (적분EMG， 연속중첩FFT로부터 얻은 중앙주 

(1997)은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근력강화훈련 파수 관련변수)와 근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 

을 실시했올 때 주파수 스펙트럼이 고주파수 로써 표면근전도 신호가 근력강화훈련의 효 

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근섬유 직경， 속근 과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검정해 보고자 하 

섬유의 선택적인 동원력， 근육내 전도속도 동 였다. 

의 증가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12주 근력강화훈련 동안 MVC, 

본 연구에서 중앙주파수 회귀직선 변수인 lRM, 적분EMG， 초기중앙주파수는 선형으로 

초기중앙주파수는 훈련기간 동안 유의하게 중 증가하였으며， 피로지수와 회귀직선 기울기는 

가하였다 6주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피로지수와 회귀직선 기울기는 6주까지 증 전반 6주까지는 속근섬유의 동원력의 증가로 

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편차가 심하여 초기중앙주파수가 증가하고， 후반 6주는 속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전반 6주까지는 초 섬유 동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근비대의 발생 

기중앙주파수가 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속 으로 인하여 근피로 저항력이 증가되었음을 

근섬유의 동원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발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화율이 개선되어 초기중앙주파수는 계속 증 된 적분EMG 및 중앙주파수 분석기법은 12 

가하지만， 속근섬유는 피로에 약하므로 같은 주 근력강화훈련 중 동장성 및 동척성 평가 

시기의 피로지수와 회귀직선의 기울기는 증 모두에서 훈련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가했올 것이다(원종임 둥， 2001; Gerdle 둥， 이는 근육의 전기생리적 변화 및 조직학적 

1998; Kraemer, 1996; Lindeman 둥， 1999). 변화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반 6주에 초기중앙주파수는 꾸준히 증가하 

고， 피로지수와 기울기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인용문헌 

속근섬유의 동원이 지속적인 증가하고， 속근 

섬유의 점차적인 비대로 인해 피로저항력이 김유미， 조상현， 이영희. 등장성 운동시 회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훈련효과인 산화 분석기간에 따른 근전도 중앙주파수 회 

적 능력의 개선으로 type llb가 type IIa로 귀직선의 특징.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전환되어 type IIa의 조성비가 증가됨으로써 2001;8(3):63-76. 

피로 저항성이 강해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옥준영. 동장성 운동 시 근전도 중앙주파수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분EMG 및 변화에 대한 회귀직선의 신뢰도 평가. 

중앙주파수 분석기법은 12주 근력강화훈련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중 등장성 및 둥척성 평가 모두에서 훈련 효 원종임， 조상현， 이충휘 둥. 등속성 운동 시 

과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근육의 전기 근전도 주파수 분석에서 얻은 피로지수 

생리적 변화 및 조직학적 변화를 추정하는데 의 특성.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2001;8(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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