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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fference in muscle firing rate between each muscle ac-

cording to the knee angle with the quadriceps femoris which is a representative action muscle of the

lower extremity. Seven normal healthy subjects were recruited. The median frequency (MDF) of muscle

contraction was recorded from vastus lateralis, vastus medialis, and rectus femoris muscles using the

surface EMG, in 5 seconds, during maximal isometric knee exten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two-way repeated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median frequency of muscle

contr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t the vastus lateralis, vastus medialis, and rectus femoris in de-

scending order. 2) median frequency of muscle contr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t the 30°, 60°, and

90° in descending order. Consequently, muscle recruitment at the knee decreases the EMG activity of the

lengthened musc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nge in EMG activity at different muscle lengths re-

sulted in affecting the muscle firing rate during the knee extension.

Key Words: Knee; Muscle firing rate; Muscle length.

Ⅰ. 서론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근섬유의 동원률(firing rate)이다. 동원률이란

시간당 발생 횟수로서 이것은 초당 나타나는 펄스

(pulse)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용어는 동원주파

수(firing frequency)라는 말보다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

어지는데, Basmajian과 De Luca(1985)에 의하면 주파

수라는 용어는 운동단위(motor unit)의 방전(discharge)

통신저자: 송영희 tabby0628@hanmail.net

사이의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미차이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원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등척성 수축

(isometric contraction)동안 동원률과 힘과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Clamann(1970)은 상완이두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낮은 힘의 수준에서 동원되

는 운동단위의 동원률이 7～12 pps이었고, 등척성 힘이

증가하면서 최대 20 pps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완

이두근의 거의 모든 운동단위가 75% MVC이상에서는

더 이상 동원되지 않으며 100% MVC에서 조차도 20

pps 이상 동원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Per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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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별 나이(세) 신장(㎝) 체중(㎏)

1 남 33 174 76

2 남 29 164 60

3 남 29 164 69

4 남 26 173 83

5 여 29 158 51

6 여 25 163 52

7 여 34 160 58

29.3±3.3a 165.1±6.1 64.1±12.2

a
평균±표준편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7)

Kudina(1972)는 넙다리곧은근을 연구하였는데 이 근육

의 경우 낮은 역치의 운동단위가 5～11 pps에서 동원

되기 시작해 45%MVC에서는 18～21 pps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운동단위의 최소 동원률은 동

원되는 역치값과 비례하게 증가한다.

근 수축동안 운동단위 동원률 특성의 가장 유용한 측

정은 동원률의 평균값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수

의적 수축동안 개개의 운동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힘의

직접적인 측정은 어려우나, 개개의 운동단위들의 동원양

식이나 동원률은 침전극이나 표면전극에 의해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의 분석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표면근

전도(surface-detected electromyographic: sEMG) 신호

는 수축하는 동안 근 활성의 정도를 연구하는데 자주 사

용된다(Komi와 Tesch, 1979). 특히 주파수 분석을 통해

근섬유의 동원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근전도 신호를 통

한 근 길이의 변화에 따른 근활성도의 측정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신체활동 동안 근섬유의 동원력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이 된다(Mohamed 등, 2002).

근 길이 변화에 따른 근활성도의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몇몇 연구가들은 근 길이가 증

가하면 근활성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Andriacchi

등, 1984; Heckathorne와 Childress, 1981; Lunnen 등,

1981), 근 길이의 변화와 관계없이 근활성도에는 변화

가 없다고 보고한 이들도 있다(Eloranta와 Komi, 1981;

Vredenbregt와 Rau, 1973). 또 다른 연구결과들은 근길

이와 등척성수축력 사이에는 정비례관계가 존재한다고

입증하였다(Currier, 1977; Felder, 1978; Morrison,

1970). 이처럼 기존연구결과들이 서로 상반되어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근 길이에 따른 근육의 토크 및 최대

등척성 수축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근 길이에 따른 근섬유 동원률에 대한 근활성도

연구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Andriacchi 등, 1984;

Kennedy와 Cresswell, 2001; Lunnen 등,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에서 각도에 따른 근 길이의 변화

정도가 큰 넙다리네갈래근에서 등척성 수축 시 각 근육

의 동원률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하지에 근골격계와 신경계 이상이 없는 정상 성인 7

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연

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한 후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대상근육

대상근육은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안쪽넓은

근(vastus medialis),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이며

넙다리곧은근은 ASIS에서부터 슬개골의 상부지점까지

의 50% 지점에, 안쪽넓은근은 무릎의 안쪽 관절선에서

ASIS까지 거리의 20%되는 지점에 거의 45도 각도로

근섬유방향과 일치하도록 부착하였고 가쪽넓은근은 대

전자 머리부분과 외측대퇴상과 사이 중간지점에 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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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MGworks 신호 처리 및 분석 시스템

부착하였다(Pincivero 등, 2003).

나. 실험기구

각도별로 넓다리곧은근, 안쪽넓은근, 가쪽넓은근의

근섬유 동원력을 알아보기 위해 EMGworks 3.0

Acquisition Program1)이 사용되었다(그림 1). 전극은

DE-3.1 이중 차등 전극(double differential electrodes)

3개를 사용하였다. 신호의 표본 수집률은 1000 ㎐ 설정

하였으며, 60 ㎐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이용하였다.

근전도의 신호저장과 신호처리를 위해서 Acqknowedge

3.7.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실험방법

실험하는 동안 각각의 대상자들은 고관절이 90°로

고정되고 무릎은 각도변화가 가능한 등받이가 있는 특

수의자(N-K table)에 앉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대상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간과 골반 그리고 발목을 벨크

로 스트랩(velcro straps)으로 고정하였다.

실험 전 피부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전극부착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면도기로 제모를 한 후에 사포로 살짝

문지른 후 알콜로 닦아냈다. 그 다음 젤이 살짝 묻혀

있는 근전도 전극을 위에서 언급한 부착지점에 테잎으

로 붙여 고정하였다.

대상자는 각각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30°, 60°, 90° 각도

에서 5초간 최대로 힘을 주도록 실험자에 의해 독려되었

1) Delsys Inc. Boston, MA, U.S.A.

2)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으며 세 번 측정하여 중간의 3초간 중앙 주파수값을 평

균값으로 사용하였다. 각 측정 사이에 3분간의 휴식시간

을 주어 피로가 충분히 풀리도록 하였다(Conwit 등,

1999).

3. 분석방법

각도별로 각 근육들의 동원력을 나타내는 주파수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ANOVA)을 하였다. 통계학적인 유

의성 검증을 위하여 유의수준 α=.05로 하였으며 통계처

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sion 1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Ⅲ. 결과

1. 근육별 무릎 신전시 주파수 비교

무릎 신전시 각 근육별로 근섬유 동원력을 나타내는

중앙주파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가쪽넓은

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순으로 중앙주파수가 크

게 나타났다(그림 2).

2. 각도별 무릎 신전시 주파수 비교

무릎 신전시 각도별로 근섬유 동원력을 나타내는 중

앙주파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30°, 60°,

90° 순으로 중앙주파수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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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ectus femoris, VL: vastus lateralis,

VM: vastus medialis

그림 2. 근육별 중앙주파수의 크기

근육1: 안쪽넓은근, 근육2: 넓다리곧은근,

근육3: 가쪽넓은근

각도1: 30°, 각도2: 60°, 각도3: 90°

그림 3. 각도별 중앙주파수의 크기

Ⅳ. 고찰

본 연구는 근 길이에 따른 근섬유 동원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넙다리 네갈래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릎 관절 각도에서 각 근육간 근 섬유 동원률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가쪽 넓은근의 근섬유

동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순으로 나타났다. 근섬유 동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각도는 3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60°,

9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 길이가 짧을수록 중앙

주파수가 크게 나타나 근길이가 증가할수록 근활성도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밭침하였고(Andriacchi

등, 1984; Heckathorne와 Childress, 1981; Lunnen 등,

1981), 뿐만 아니라 넙다리네갈래근을 이루는 근육들

중 대상근육에서 제외된 중간넓은근을 제외하고 가쪽

넓은근의 근 활성도가 각도에 관계없이 가장 크다는 것

을 알아냈다.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토크의 양은 활성운동단위의

수, 근 길이, 그리고 근육의 모멘트 팔(moment arm)에

의해 결정된다. 근 길이와 등척성 수축력 사이의 관계

는 Morrison(1970)에 의해 근육의 활성수축요소와 근육

의 수동적인 탄력성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술되었

다. 근활성도와 근 길이와의 관계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Liberson(1962)과 그 동료들은 근 길이가 짧아지

면서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발표하였다. 반면에

Inman 등(1952)과 Miwa와 Tanaka(1963)는 짧아진 근

길이에서 근활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Libet 등

(1959)은 장딴지근의 전기적 활성도가 중간 근 길이에

서 최대이며 근육이 길어질 때나 짧아질 때에는 최소라

고 하였다. 근육의 움직팔에 있어서의 변화는 등척성

토크와 근활성도의 생성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준

다. 근육의 움직팔이 증가 할수록 기록되는 토크의 생

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근활성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위에서 언급한 Inman 등(1952)과

Miwa와 Tanaka(1963) 그리고 Lunnen 등(1981)의 연구

결과와도 내용이 부합된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들은 근육의 해부학적 생김새, 즉, 근육과 평

행하게 있는 탄력적 요소들, 수축요소들 그리고 골지건

기관으로부터의 신경지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근육이 길어지면서 평행하게 위치해 있는 탄력적 요소

들이 신장된다. 이들 섬유들은 탄력밴드처럼 움직일 것

이며 신장되면서 수동적으로 생성된 힘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전체적인 근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수동적

인 근 요소에 의해 생성된 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수

축요소인 힘의 감소를 일으킨다. 따라서 소수의 운동단

위들만이 활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활성도의 감소를

나타내게 된다. 또 다른 요소로 근섬유 교차결합의 위

치이다. 근육의 활성수축요소에 의한 힘의 발달은 각

근육원섬유마디(sarcomere)의 액틴과 미오신섬유의 상

대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근섬유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는 근력과 근활성도와의 관계 사이의 비율이 최대

가 되는 길이일 것이다. 근섬유의 효과가 최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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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근 길이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나타난다. 따

라서 짧아진 근 길이는 근섬유들의 효과가 감소한다

(Goldon 등, 1966; Komi, 1977; Morrison, 1970). 몇몇

연구들은 서로 다른 근 길이에서의 근활성도 변화는 골

지건기관으로부터의 구심성신경지배의 자동적 억제의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Libet 등, 1959; Miwa와

Tanaka, 1963). 이들 연구들은 건들의 길이가 늘어난

위치에 있을 때 건에 위치해 있는 억제성 구심성 신호

가 자동적으로 근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근길이에서 최대 등척성 수

축을 유도한 이유는 근섬유의 동원률이 %MVC와 비례

한다는 Conwit 등(1999)의 결과 때문이다. 또한

%MVC가 높을수록 평균동원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Person과 Kudina(1972)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그들은

넙다리 곧은근에서 낮은 역치의 운동단위가 5-11pps에

서 발화되기 시작해 45%MVC에서는 18～21pps에 도달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또한 운동단위의 동원

역치가 높을수록 힘은 증가되지만 동원률이 증가되는

운동단위는 반대로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수축시간을 5초로 제한한 것은 지속적

인 수축 시 운동단위들의 동원률이 근력의 산출과 관계

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운동신경 적응과정의 반영이나 혹은 근육의 흥분성 감

소로 생각되어지며 Person과 Kudina(1972)에 의한 넙

다리곧은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일정한 힘의 수축

시 발생한다고 처음으로 기록되어 졌다.

동원률은 근육이 내는 힘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원률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효

과적인 운동이나 효율적으로 근력증강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넙다리 네갈래근 운동 시 근 섬유 동

원률이 큰 무릎 굴곡각도 30° 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

적인 근력증강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탈락으로 인하여 결

과적으로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었고 하지의 근육에만

국한하여 실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대상자 수를 좀 더 늘리고 상지 근육을 추가한 연구

가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결과를 임상에 직접 적용하여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릎의 최대 등척성 신전 시 가쪽넓

은근의 근섬유가 가장 많이 동원되며, 그 다음은 안쪽

넓은근, 넙다리곧은근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육의 길이가 무릎 굴곡 30°에서 신전시 근섬유

가 가장 많이 동원됨을 통해 무릎신근 강화 훈련시 적

절한 자세에서의 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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