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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lectromyography activity for long and lateral heads of triceps

brachii muscle according to forearm positions during different triceps strengthening exercises. The muscle

activities for long and lateral head of triceps brachii were measured by surface electromyography. Fifteen

healthy volunteer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nd performed elbow extension in three different elbow ex-

tension exercises (elbow extension in a supine position; EES, elbow extension with shoulder abduction at

90 degrees in a prone position; EESA, and elbow extension with one arm at the side of the trunk in a

prone position; EESP) and forearm positions (supination, neutral, and pronation). A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exercise positions and forearm positions. The

EMG activities of the long head of the triceps brachii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EESP with forearm

supination, whereas the activity of the lateral head of the triceps brachii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EESA with the forearm in a neutral position (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ercise po-

sitions and forearm posi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electively strengthening the long and lateral heads

of triceps brachii muscles.

Key Words: Electromyography; Forearm position; Lateral head of triceps brachii muscle; Long

head of triceps brachii muscle; Triceps strengthening exercise.

Ⅰ. 서론

과도하고 반복적인 팔꿈치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야구와

역도 운동선수들에게는 삼두근의 충분한 근력과 근육의 구

심성 및 원심성 수축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Glousman 등,

1992; Morris 등, 1989; Raske와 Norlin, 2002; Retti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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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또한, 하반신 마비(paraplegia) 환자나 사지 마비

(tetraplegia)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밀

기 위하여 삼두근 장두(long head)의 작용이 필요하며, 휠

체어로 옮겨 탈 때에는 체중 지지(weight bearing)를 위하

여 주관절 신전 능력이 요구된다(Mulroy 등, 1996).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 운동선수들은 삼두근 기시부에 과도하

거나 잦은 과부하(overload)로 인하여 삼두건염(triceps ten-

dinitis)이 유발되며, 주관절 신전 시 주관절 후방 부위에서

만성 통증이 발생된다(Jafarnia 등, 2001). 그리고 휠체어 사

용자들은 상지의 견관절 충돌 증후군(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등의 근

골격계 장애와 상지의 손상 유병율이 높아질 수 있다(Guo

등, 2003; Louis와 Gorce, 2010; Mulroy 등, 1996). 따라서,

스포츠 관련 운동선수들과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삼두근의

적절한 근력과 수행 능력(performance)이 중요하다.

삼두근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은 누운 자세에서 벤

치 프레스, 목 뒤에서 프레스(the behind the neck

press), 아령등을 이용한 운동들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 운동들은 삼두근 뿐만아니라 대흉근

(pectoralis major muscle), 삼각근(deltoid muscle), 이두

근(biceps brachii muscle)등과 같은 상지 근육들도 작용

하므로 삼두근의 선택적 강화가 어렵다(Fees 등, 1998;

Kraemer 등, 2000). 특정 근육의 선택적 강화 훈련을 위

해서는 근육의 적절한 길이-장력 관계가 요구되며, 최적

의 근육 길이, 근력,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세가 필요하다(Chang 등, 1999). 삼두근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는 벤치 프레스(bench press)운동을 시행할 때

전완의 회내(pronation) 자세와 양손의 폭이 좁을수록 삼

두근 외측두(lateral head)의 높은 근 활성도 결과를 보고

하였다(Lehaman, 2005). 이전에 전완의 회외(supination),

중립(neutral), 회내에 자세에 따른 삼두근의 근 활성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외측두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

완의 위치에 따른 다른 근 갈래의 기능과 근 활성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Buchanan 등, 1989;

Lehman, 2005; Staudenmann 등, 2009). 삼두근은 장두,

외측두(lateral head), 내측두(medial head) 3개의 근육 갈

래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이다. 주관

절을 가로 지르는 삼두근은 척골의 주두 돌기(olecranon

process)의 근위 표면에 정지하지만, 근육의 갈래에 따라

다른 곳에서 기시한다. 삼두근 장두는 견관절을 지나 견

갑골의 관절하결절(infraglenoid tubercle)에 정지하여 삼

두근 외측두와 내측두와는 다르게 이관절 근육(two joint

muscle)이다. 삼두근이 견관절과 주관절을 지나 두 관절

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관절과 주관절은 위

치는 삼두근의 기능과 근 활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Kisner와 Colby, 2002). 최근 연구에서 동일한 근육 내

에서 근 갈래에 따른 서로 다른 기능을 보고하고 있는데,

정도헌 등(2010)은 대흉근의 쇄골부분(clavicle part)과 늑

골부분(sternum part)은 견관절의 외전 범위에 따라 근육

의 활성도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Fiebert 등(2001)

과 Mohamed 등(2003)은 슬관절의 외회전시 외측 슬괵근

(lateral hamstring)의 높은 활성도와 슬관절의 내회전시

내측 슬괵근(medial hamstring)의 높은 활성도를 보고하

였다. 동일한 근육 내에서 여러 갈래를 가진 근육들은 근

육갈래에 따라 기능과 근 활성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

문에 근육의 맨손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ing;

MMT) 또는 선택적인 강화 훈련 시 다른 자세가 요구되

어야 한다(Hislop와 Montgometry, 1995).

몇몇의 연구에서 자세에 따른 주관절 주위 근육에 대

한 근력강화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삼두근에 초점을 맞

추어 근육 갈래에 따른 적절한 강화 훈련 방법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며, 삼두근의 근력 평가 시 근육 갈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Buchanan 등, 1989;

Lehman, 2005; Staudenmann 등, 2008). 각각의 삼두근의

근육 갈래가 다른 운동 자세와 전완 자세에서 근 활성도

의 차이를 보일지의 여부와 어떠한 삼두근 운동 및 전완

의 자세에서 삼두근의 기능이 가장 적절하게 작용하고 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삼두근 운동 자세 3가지 1)

바로 누운 자세, 2)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견관절 외전

90도, 3)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견관절 중립 자세와 전

완의 3가지 자세 a) 회외, b) 중립, c) 회내 자세에 따른

주관절 신전 시 삼두근 장두, 외측두의 근 활성도를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두근 운동 자세와 전완

의 자세 따라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의 차이

를 보일 것이라고 가설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15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 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대상자들은 1)

현재 상지의 외상이나 통증이 없는 자, 2) 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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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세) 23.6±1.3 21∼27

신장(㎝) 174.2±5.6 166∼188

체중(㎏) 66.2±9.2 55∼90

체질량지수(㎏/㎡) 21.7±2.2 18.3∼25.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

동안 상지의 외상, 목과 등 또는 어깨의 통증이 없는

자, 3) 어깨와 팔꿈치 관절, 전완의 운동가동 범위가 모

두 정상인 자, 4) 도수 근력 검사에서 삼두근의 근력이

등급 5를 만족하는 자, 5) 상지의 정형외과 또는 신경

학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

상자들은 실험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대상자 모두 우세손

(dominant hand)은 오른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2)3)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에 대한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P100WSW1)와 Bagnoli EMG System2)을 이

용하였다. 전극은 DE 3.1 이중 차등 전극(double dif-

ferentia electrode) 2개와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이중 차등 전극은 Ag-AgCl 전극 바 3개

로 구성되어 각 전극간의 거리(interelectrode distance)

는 10 ㎜ 간격이 유지되어있다.

3. 실험방법

가. 근전도 전극 부착

표면 근전도의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피부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피부의 털과 각질층을 제거하고 소독용 알

코올을 이용하여 피부를 닦았다. 우세측 삼두근의 세 갈래

중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에 부착하였고 근육별 전극과 접

지전극의 부착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Cram 등, 1998).

나. 주관절 신전 운동

실험전에 주관절의 충분한 운동가동 범위를 확보하

기 위하여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 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3가지 삼두근 운동 자세와 3가지 전완의 자

세에서 주관절 신전 운동을 하였고, 연구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운동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켰다.

첫 번째 삼두근 운동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주관

절 신전(elbow extension in supine position; EES) 운동

이다(그림 1).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의 위치는 어깨와 무릎의 연장선상에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놓았다. 견관절은 시상면에서 90°

각도로 굴곡하였고, 주관절 신전 운동을 하는 동안 상완

의 동일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완의 말단으로부터

3분의 1지점에 지지대를 두었다. 대상자는 3 ㎏무게의 아

령을 손에 쥐고 손목 자세는 항상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

서, 주관절 90° 신전 각도를 시작으로 하여 180° 까지 신

전 하도록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우세측에 전극을 부착

하였고, 우세측의 주관절 신전 운동을 하였다. 대상자의

운동 속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메트로놈(metronome)을 이

용하여 초당 30° 각도로 3초 동안 신전 운동을 하였다.

신전 각도 180°에 도달 하게 되면 대상자는 5초간 자세

를 유지하였다. 두 번째 운동 자세는 엎드려 누운 상태에

서 견관절을 90°로 외전(elbow extension with shoulder

abduction at 90 degree in prone; EESA) 하였으며(그림

2), 세 번째 운동 자세는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견관절의

굴곡이나 외전 없이 중립 상태(elbow extension with

arm at side of trunk in prone; EESP) 에서 주관절의

신전 운동을 하였다(그림 3). 두 번째와 세 번째 운동 자

세에서도 첫 번째 자세와 동일하게 주관절 90° 신전 각

도를 시작으로 하여 180°까지 신전하였다.

세 가지의 삼두근 운동 자세에서 전완의 위치는 각도

계(goniometer)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완전 회외, 완전

회외와 회내의 중간 위치인 중립, 완전 회내 3가지 자세

로 시행하였으며, 운동 및 전완의 자세는 난수표(table

of random numbers)를 이용하여 무작위 순서(random

order)로 정하였다. 주관절 신전 운동은 고정된 상완에

대하여 전완의 움직임으로 정의 하였다. 주관절 신전 시

상완이 고정 되지 않거나 손목의 중립 자세가 유지 되

1) MP100WSW, 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2) Bagnoli EMG System, Delsys Inc., Bosto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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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전극 부착 위치

삼두근 장두
상완의 중심선으로부터 내측으로 2 ㎝ 부위로 견봉(acromion)과 주두(olecranon) 팔꿈치 사이의

중간 부위

삼두근 외측두 상완의 중심선으로부터 외측으로 2 ㎝ 부위로 견봉과 주두 또는 팔꿈치 사이의 중간 부위

접지 전극 오른쪽 발목의 외측 복사뼈(lateral malleolus)

표 2. 근육별 전극 부착 위치

그림 1. EES 시작 자세. 그림 2. EESA 시작 자세. 그림 3. EESP 시작 자세.

지 않을 시에는 측정자가 운동을 멈추게 하고 다시 시

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근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전완 자세를 변화 시킬 때에는 2분간, 그리고 체간

의 자세를 변화시킬 때에는 5분간 휴식을 제공하였다.

4. 분석방법

가. 신호처리 및 표준화

근전도의 표본추출률 1000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

역 20∼450 ㎐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주관절 신전 운동

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된 신호를 정규화하기 위하여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에 대한 백분율 (% maximal volun-

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로 표시 하였다. 최대

등척성 수축 시 대상자의 자세는 Kendall 등 (2005)의

MMT 자세를 따랐다. 삼두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 검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는 테이블 위에 위치 시켰

으며, 견관절의 회전 없이 90° 외전 하여 전완의 굴곡 방

향으로 저항을 제공하였다(Kendall, 2005). 최대 등척성

수축 시 근전도 신호와 체간 및 전완의 자세에 따른 주관

절 신전 운동 시 근전도 신호는 각 자세에서 3회씩 수행

되었으며 수집된 신호 중 시작 1초와 끝 1초를 제외한 수

치의 가운데 3초의 값을 평균값으로 계산 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50 ㎳ 간격으로 root mean square (RMS) 처리하

여 아스키 (ASCII)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나. 통계 방법

자세에 따른 삼두근 두 갈래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윈도용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삼두근 운동 시 체간 및 전완의 자세

에 따른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자료

를 위한 이요인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 방법으로 Bonferroni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주관절 신전동안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최대 등척

성 수축에 대한 근 활성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삼두

근 장두와 외측두는 체간과 전완의 자세에 따른 주 효

과(p<.05)가 있었다(표 4).

주 효과에 따른 사후 분석에서 운동 자세에 따른 삼두

근 장두의 근 활성도는 EES 또는 EESA 자세에 비해

EESP 자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완의

중립 또는 회내 자세에서 주관절 신전을 하였을 때

EESP 자세보다 EESA 자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의 근

활성도는 전완의 중립 또는 회내 자세에 비해 회외 자세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전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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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자세 전완 자세 삼두근 장두 삼두근 외측두

EESb
회외 21.07±12.44a 12.8±11.92

중립 17.87±9.36 15.07±11.81

회내 16.40±9.28 13.67±10.58

EESA
c

회외 61.33±17.20 65.07±19.04

중립 53.00±13.49 73.40±15.54

회내 46.20±15.49 62.13±15.44

EESP
d

회외 75.60±16.81 56.80±14.83

중립 68.07±14.57 63.60±14.20

회내 67.00±13.34 50.33±15.65
a평균±표준편차.
b
elbow extension in supine position,

c
elbow extension with shoulder abduction at 90 degree in prone,

d
elbow

extension with arm at side of trunk in prone.

표 3. 운동 자세 및 전완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MVC) (N=15)

구분 F p

삼두근 장두

체간 60.50 <.001*

전완 41.68 <.001*

체간×전완 3.44 .014*

삼두근 외측두

체간 116.27 <.001*

전완 24.23 <.001*

체간×전완 3.57 .047*

*p<.05.

표 4. 운동 자세 및 전완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 외측두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 분석

립 또는 회내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의 근 활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운동 자세에 따른 삼두근 외측두

의 근 활성도는 EES 또는 EESP 자세에 비해 EESA 자

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완의 중립 자세

에서 주관절 신전을 하였을 때 EES 자세 보다 EESA 자

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외측두의 근 활성도는 회외 또는 회

내 자세에 비해 중립 자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7). 전완의 회외 또는 회내 자세에 따른 삼

두근 외측두의 근 활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Ⅳ. 고찰

특정 근육의 선택적인 강화 훈련을 위해서는 적절

한 자세가 요구 된다(Chang 등, 1999; Kitai와 Sale,

1989). 삼두근은 주관절 신전의 주동근으로서 부적절

한 근력 상태에서 반복적인 사용 시 주관절의 통증과

삼두근염을 유발하게 된다. 스포츠 관련 운동선수들뿐

만 아니라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 근골격계 통증의

예방을 위하여 삼두근 강화를 위한 훈련과 정확한 근

력 평가를 해야한다.. 동일 근육내에서 여러 갈래를 가

지는 근육들은 형태학적으로나 기능학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삼두근 역시 3개의 근육 갈래를 가지

는 근육으로 근육 갈래에 따른 적절한 운동 자세가 고

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관절을 신전할 때 운동 자세 및 전완의

자세에 따른 주관절 신전의 주동근인 삼두근 장두와 외측

두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연구 결과 각각 운동 자세와 전완의 자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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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동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의 근 활성

도 비교.

그림 5.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의 근 활

성도 비교.

그림 6. 운동 자세에 따른 삼두근 외측두의 근 활

성도 비교.

그림 7.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외측두의 근

활성도 비교.

따라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사후 분석 결과에서 운동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는 EES에서 보다 각각

EESP와 EESA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는 회내 자세에서

보다 각각 회외와 중립 자세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운동 자세와 전완의 자세에 따른 삼두근 장두와 외

측두의 근 활성도의 유의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자세에 따른

주관절에 발생하는 토크의 변화이다. Soderberg(1983)

는 관절의 자세에 따라 관절에서 일어나는 토크의 발생

및 모멘트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을 위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바로 누운

자세(EES)와 엎드린 자세(EESA와 EESP)에서 주관절

에 발생하는 토크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견관절을 90° 굴곡한 자세는 주관절 신전 시

신전 각도가 180도 일 때 지렛대(lever arm)가 0이 되

어 토크 값이 0이 된다. 반면 엎드린 자세인 EESA와

EESP에서 주관절 신전 시 신전 각도 180°인 지점에서

최대의 지렛대를 가지며 최대 토크 값이 생성된다. 따

라서 삼두근의 근 활성도는 EES 자세에 비해 주관절에

최대 토크 값이 발생한 EESA와 EESP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또한 전완의 자세에 따라 전완에서 토크

의 변화가 발생한다. 전완의 자세(회외와 회내 자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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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완의 토크 값은 손목의 쥐기 동작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회외 자세에서 큰 토크 값을 나타낸다

(Gordon 등, 2004). 본 실험은 전완의 세가지 자세에서

주관절을 신전하였다.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

도가 전완의 회내 자세에 비해 회외 및 중립 자세에서

증가된 것은 증가한 토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삼두근

이 더 많은 수축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로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해부학적 위

치와 근섬유 방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상완

의 견봉과 척골의 주두돌기를 지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두근의 장두는 내측에 존재하고, 외측두는 외측에 존

재한다. 삼두근 장두의 근섬유 방향은 상완의 중심선으

로부터 내측에 존재하는 견갑골 상완 관절하결절

(infraglenoid tubercle of the humerus)에서 기시하여 주

두돌기를 향하여 외측방향으로 주행한다(Hollinshead와

Rosse, 1985; Nordin와 Frankel, 2001). 본 실험의 결과

삼두근 장두는 전완의 회외 자세에서 가장 큰 근 활성도

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삼두근 장두의 근섬유 주행

방향에 의하여 척골이 내측 방향을 향하여 회외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uchana 등(1989)과

Soderberg(1983)는 근육의 길이가 단축된 자세에서 수축

성 요소(contractile component)를 사용하여 근육의 장력

을 생성하게 되고, 정상 근육의 길이와 같은 양의 토크

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양의 근육의 동원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장두는 이 관절 근육으로 상완의 내전

및 신전 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완의 굴곡이나 외전된

자세에 비해 내전된 자세에서 단축 된다(Kendall 등,

2005). 본 실험의 결과 삼두근 장두는 EESP 자세에서

가장 높은 근 활성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장두가 EES

와 EESA자세에 비해 EESP 자세에서 단축된 자세에 놓

이게 되어 동일한 무게의 아령을 이용하여 주관절 신전

하였을 때 더욱 많은 근육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삼두근 외측두의 근 활성도는 전완의 회외 자

세에 비해 중립 자세에서 가장 큰 근 활성도를 보였는데

이는 외측두의 근섬유 방향이 상완의 중심선의 외측에서

기시하여 주두돌기를 향하여 내측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주관절 신전시 척골이 외측 방향을 향하여 회내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Hollinshead와 Rosse, 1985).

세 번째 이유로 길항근인 이두근의 영향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 이두근은 주관절 굴곡과 회외에 기여하는

근육이다. 전완의 회외된 자세는 회내된 자세에 비해 이

두근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자세가 된다(Kendall 등,

2005; Nordin와 Frankel, 2001). 이전의 연구에서, 근육

은 능동적으로 수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신장 될

때 근육의 전체 장력(total tension)이 증가하여 뻣뻣함

(stiffness)이 증가한다고 하였다(Sahrmann, 2002). 주관

절 신전시 전완을 회외시킨 자세는 회내 시킨 자세에

비해 이두근의 길이를 단축시키며 근육의 뻣뻣함을 증

가시키게 된다. 본 실험의 결과 삼두근 장두와 외측두는

전완의 회내 자세에 비해 회외 및 중립 자세에서 증가

한 근 활성도를 보였는데 이는 회외 자세에서 상대적으

로 증가한 이두근의 뻣뻣함에 의하여 주관절 신전시 삼

두근 장두와 외측두의 동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전완의 회내 자세는 전완의 회

전축에서 정중신경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요골과 척골이

교차되는 자세는 건이나 인대의 염좌(sprain)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discomfort)이 증가하고 쥐

기 동작과 유사한 움직임에서 전완 근육들의 동원이 증

가 한다고 하였다(Mukhopadhyay 등, 2009). 본 연구에

서 3 ㎏의 아령을 손에 쥔 상태에 주관절 신전 동작을

시행하였다. 아령을 손에 쥐고 회내된 자세에서 주관절

신전은 전완의 근육 동원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이는

삼두근이 주관절 신전 시 주동근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협력근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두근의 두 근육 갈래의 활성도는 전완의 회내 자세에

서 가장 낮은 활성도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첫 번째로 본 실험의 연구

대상자들은 20∼30대 사이의 남자로 구성되어 전 연령

대와 여성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중점이 된 근육은 삼두근이지만 표면 근전도

전극으로 심부의 근육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삼

두근 내측두의 근 활성도는 수집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운동 자세 및 전완의 자세가 삼두

근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삼두근의 장두는 EES 또는 EESA

자세에 비해 EESP 자세와 전완의 중립 및 회내 자세에

비해 회외 자세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삼두근 외

측두는 EES 또는 EESP 자세에 비해 EESA 자세와 전

완의 회외 및 회외 자세에 비해 중립 자세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체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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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의 자세에 따라 삼두근의 장두와 외측두의 근 활성

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삼두근의

효과적인 강화 훈련을 위하여 운동 자세 및 전완의 자세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삼두근의 근력 평

가시 운동 자세 및 전완의 자세가 고려되어야 한다. 앞

으로 운동 자세 및 전완의 자세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삼두근 강화 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훈련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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