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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ne Leg Deadlift Exercise on the Muscle Activity 
of Lower Extremities according to the Weight Characteristics 
Tae Geun Park, Jae Kwang Lee

Deundeunhan Hospital, Daeg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kettlebell and aqua bag on the gluteus maximus, gluteus medius, and vastus medialis low-
er extremity muscle strength during a one-leg deadlift, a top-down exercise.
Methods: Twenty healthy adults were enrolled in the one-leg deadlift exercise under two conditions. The muscle activity of the gluteus 
maximus, gluteus medius, and vastus medialis was measured by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A paired t-test was used for statisti-
cal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criteria were set to p<0.05.
Results: A comparison of the muscle activ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traction of the gluteus maximus revealed low muscle activity 
in AD exercise compared to KD exercise (p<0.0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luteus medius and vastus medialis 
(p<0.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the one-leg deadlift exercise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weight characteristics, the glu-
teus maximus is suitable for intervention using a kettlebell, and the gluteus medius and vastus medialis are more suitable for interven-
tion by providing instability using an aqua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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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형적으로 훈련의 주된 목적이 근육의 수축을 통해 근력을 증가시

키거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불안정성 도구가 권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1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 도구의 목적에 대

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다.2 그리고 Nairn3의 

연구에 따르면 스쿼트 자세로 비슷한 불안정성 도구의 목적에 알맞

은 사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불안정성을 제공하는 도구 중 Togu와 

BOSU Ball 등과 같은 다리에서 팔로 불안정성이 전달되는 상향식

(Bottom-up)방식의 불안정성도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반대로 팔에

서 다리로 전달되는 하향식(Top-down)방식의 불안정성도구들을 이

용하여 수행하는 운동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

족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사지 말단에 비해서 하지 근위부의 

근육의 약화는 기능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4 다른 

연구에서는 넙다리뼈와 골반의 불안정 정렬이 부상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하였다.5 그리고 안쪽넓은근(VMO)과 가쪽넓은근(VL)의 

활성비율은 1:1이라 하였으며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안쪽넓은근의 활성 비율이 더 감소되어진다고 연구된 바 있

다.6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 정렬을 중립자세로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쪽넓은근의 활성화도 중요하다.6 특히 

보행을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취하는 인간에게는 무릎관절 주위

의 인대, 근육, 힘줄 등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7 

큰볼기근과 중간볼기근의 강화가 이러한 하지의 불안정한 움직임

을 방지 할 수 있는데 한발로 서있는 동안 골반 높이를 유지하고 엉덩

관절의 과도한 모음과 안쪽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엉덩이의 근육 

및 근력 강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행연구는 제시하였다.8

선행연구들은 검사자세에 한정된 비체중지지(Non-weight bearing), 

단일관절 움직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기능

적인 움직임(Functional movement)과는 관련성이 멀다. 그리고 Sah-

rmann9은 움직임 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적인 근력강화 운동으

로는 근육의 활성화 방법이나 시기(Timing)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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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위의 집중된 단순관절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기

능적이고, 복합관절(Compound joint) 움직임이 포함된 운동들이 필

요로 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스쿼트 운동은 다양하게 응용이 가

능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동 시 자세가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10 선택적이고, 효율적인 큰볼기근 강화운동은 허리

통증 및 다리 손상에 대한 재활을 위해 임상적으로 필수적이다.11 이

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기능적이

며, 복합관절 움직임을 포함하고, 엉덩관절 폄근 강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 중 Dead-lift 운동은 재활, 엉덩관절 움직임의 재교육 등 광범위

하게 사용 가능하여 움직임의 패턴을 방해하지 않고, 상해 재발 및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12

그중에서 한다리 데드리프트는 닫힌사슬 운동(Close kinetic chain 

exercise, CKCE)의 한 종류로 다리근력 강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발서기 능력은 보행 시 균형 유지와 많은 관련이 있으

며, 한발서기 균형은 운동프로그램 중 중요한 재활의 초점의 대상이 

된다.13 계단보행과 일상생활과 각종 레져 활동 등에서 체중을 부하시

키는 동작들이 많아 닫힌 사슬 운동은 치료적 운동으로 많이 이용

되고 있으며,14 닫힌 사슬운동은 열린 사슬 운동에 비해 하지 근 활성

도 변화에 그 효과가 크다.15 Distefano16은 12가지의 운동 중 한다리 스

쿼트과 한다리 데드리프트 운동은 큰볼기근의 가장 큰 활성화로 이

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진행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치료 운동 중 엉덩이 근육의 상대적 활성화에 대한 정보를 임상의에

게 제공한다고 보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

은 운동이었고, 이러한 연구에서 하향식 방식의 불안정성도구를 사

용하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하지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에서 대표적인 운동이며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룬 바 있는 데드리프트 운동 중에서 선행연구

가 미비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동작 중 운동 도구 사용의 효과를 비

교하여 이러한 운동 중 큰볼기근 및 중간볼기근, 안쪽넓은근의 근활

성도를 측정하여 효과가 더 좋은 운동은 무엇인지를 밝혀 올바른 운

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척추나 사지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충분히 숙지시킨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

는 자들로 선정하였다. 공을 찰 때 주로 차는 발로 우세발을 설정하였

다.

2. 실험 장비 및 측정도구

1) 케틀벨(kettle bell)

아쿠아백과 조건과 동일한 무게 4 kg의 케틀벨을 준비하여 불안정성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2) 아쿠아백(Aqua bag)

팔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불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Aqua bag을 사용

하였으며, 길이 68 cm, 지름 15 cm, 물을 채웠을 때의 무게가 4 kg이었다.

3) 표면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m, sEMG)장비

실험에 필요한 근육의 활성도 비교를 위해 8채널 무선 표면 근전도 

WEMG-8 (LXM5308, LAXTHA, USA)를 사용하였고, 본 장비는 무선

으로 주파수를 송, 수신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한다. 수집된 신

호의 근전도 표본수집률(Sampling rate)은 1,024 Hz로 하였고, 전기신호

의 잡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파수 대역통과필터(Bandpass-filter)는 

10-450 Hz로 설정하였고, 노치필터(Notch filter)는 60 Hz를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1) 기능적인 동작

실험 전 대상자들에게 한다리 데드리프트에 대해 설명하고, 케틀벨

과 아쿠아백 사용방법과 운동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하였다. 교육 

후 각각의 한다리 데드리프트자세는 대상자가 우세발로 지지하고 

등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굽힘하며 무릎은 30도 정도 굽

힘하며 내려가며 손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다시 

엉덩관절과 무릎을 폄하며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동작은 3회 시작

하였다. 자세가 무너거나 균형을 잃을 경우 다시 측정하였다. 대상자

가 공을 찰 때 주로 사용하는 다리를 우세측으로 정하고 우세측 다

리를 지지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Figure 1, 2).

2) 근전도 전극패드 부착 부위

근전도 측정에 사용된 전극패드는 전도성 Ag/AgCl 하드젤 방식(SE-

EDEMG Single Electrode T246H, 외경: 24 × 46 mm, 전극: 15× 15 mm)

으로 부착부위는 우세측 근육으로 하였으며, 전극 부착부위는 한다

리 데드리프트 시 큰볼기근, 중간볼기근, 안쪽넓은근 3개의 근육에서 

표면 근전도기를 사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제3전극은 목뼈 

7번 극돌기(Spinousprocess)에 부착한다.17

3)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MVIC) 측정

근육의 활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

traction (MVIC)을 사용하였고, 실험 대상자들의 개인 각각 근력의 

차이로 인한 데이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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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하며 정량

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하여 최대 등척성 수축 시에 5초간의 측정

값을 구한 뒤 초기와 후기 각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근전도 

신호량을 최대등척성수축(MVIC)으로 사용하여 표준화 하였다. 큰

볼기근은 엎드린자세에서 무릎을 90° 굽힌 후 엉덩관절을 폄하고 이

때 검사자는 대상자의 넙다리뼈의 뒷면을 내리는 압력을 가하여 측

정하였고,18 안쪽넓은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측정을 위해 

실험자는 대상자가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관절을 90° 굽힘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면서 실험 대상자가 무릎관절 굽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측정하였다.19 중간볼기근의 MVIC측정을 위해 실험자는 

대상자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을 20도 바깥돌림 10도 폄

한 상태에서 실험자는 엉덩관절 모음 방향으로 저항을 주고 대상자

는 벌림 동작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측정하였다.20

측정은 5초간 시작자세부터 끝자세까지 실시하였고, 대상자 한 명

당 3회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육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회 측정 뒤 약 2분간 휴식을 하였고, 얻어진 3회의 데이터에 대한 평

균값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처리는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MAC용 

SPSS 22.0ver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여 비교하였다. 케틀벨과 아쿠아백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에 대한 큰볼기근(Gluteus maximus), 중간볼기근(Gluteus medius), 안

쪽넓은근(vastus medialis)의 활성도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의 운동 방법에 대한 근활성도 값

을 비교를 위해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

한 유의 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운동에 따른 근육의 근활성도 변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정상 성인 20명으로 평균 나이는 27.40세, 

평균 신장은 168.8 ± 7.2 cm, 평균 몸무게는 64.3 ± 13.4 kg으로 평균 체

질량지수(BMI) 23.0 ± 3.7 kg/m2이다(Table 1).

운동에 따른 근활성도 변화는 큰볼기근은 케틀벨 운동 시 71.38±

22.37 %MVIC로 근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아쿠아백을 이용한 운동에

서는 66.86 ± 21.00 %MVIC로 보다 작은 활성도를 나타내어 근활성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p> 0.05)(Table 2), 안쪽

넓은근의 활성도는 케틀벨에서는 43.84 ± 28.98 %MVIC의 근활성도

를 나타내었고, 아쿠아백을 이용한 운동에서는 52.44 ± 29.27 %MVIC

의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마찬가지로 중간볼기근의 활성도는 케틀벨

에서는 58.97±17.26 %MVIC의 근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아쿠아백을 

이용한 운동에서는 63.80 ±17.26 %MVIC의 근활성도를 나타내어, 근

활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Table 2).

고 찰

다리 근육 강화를 위해 Close kientic chain (CKC) 운동 중 불안정성 도

Figure 1.�Kettle�bell.

Figure 2.�Aqua�bag.

Table 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Variables Characteristics Range

Age�(yr) 27.4±3.1 20-29

Height�(cm) 168.8±7.2 158-180

Weight�(kg) 64.3±13.4 43-95

BMI�(kg/m2) 23.0±3.7 17.22-31.74

BMI:�Body�mass�index.�Values�are�mean±SD.

Table 2.�Comparison�of�gluteus�maximus,�vastus�medialis�oblique,�glu-
teus�medius�muscles�EMG�according�to%�maximum�voluntary�iso-
metric�contraction.� � � � ����������������(N=20)

KD AD t p

Gluteus�maximus 71.38±22.37 66.86±21 1.28 0.21

Vastus�medialis�oblique 43.84±28.98 52.44±29.27 -3.67 0.002*

Gluteus�medius 58.97±17.26 63.80±17.26 -2.24 0.037*

Values�are�mean±SD.�KD:�kettle�bell�dedlift,�AD:�aqua�bag�dedlif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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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이용한 하향식방식의 운동과 상향식방식의 불안정성 운동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운동방법 중에서 한다리 운동은 닫힌사슬운

동(Close kinetic chain exercise, CKCE)의 한 종류로 다리근력 강화 방

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리 근육 강화 운동이 있지만 그중에서 불

안정성 도구를 이용한 하향식 방식을 선정하여 케틀벨, 아쿠아백을 

이용하여 한다리 데드리프트시 큰볼기근, 중간볼기근, 안쪽넓은근

의 근활성도를 비교 연구하여 운동 시 근활성도를 더 증가시켜 부상

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먼저, 한다리 데드리프트 동작 수행 시 케틀벨을 이용한 동작보다 

아쿠아백을 이용한 동작에서 큰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지 않았

고, 중간볼기근, 안쪽넓은근의 근 활성도는 유의하게 더 높았다. 본 연

구에서의 큰볼기근의 근활성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Distefano16에서 실시한 엉덩이근육 활성도와 관련된 

12가지 엉덩이근육 강화 재활 운동 중 한다리 데드리프트에서 바닥

에 손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엉덩이근육 강화 운동이 근활성도가 가

장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무게가 없는 맨손을 조건

으로 설정하여 낮은 강도로 실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성 도

구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케틀벨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시에

는 대상자들이 비교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아쿠

아백을 이용하였을 때는 흔들림을 보여주며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

에서는 아쿠아백에서 운동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근육의 보상

작용이 더 활성화되었다.1,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쪽넓은근, 중

간볼기근에 근활성도가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케틀벨

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동작시 비교적 케틀벨이 안정성을 제

공하기에 시상면(Sagittal plane)의 움직임이 이루어져 큰볼기근에 더 

큰 활성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아쿠아백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

프트 동작 시에는 아쿠아백이 좌우로 불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관상면(Coronal plane)의 움직임이 이루어져 중간볼

기근과 대각선으로 이어진 안쪽넓은근에 더 큰 근활성도를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중간볼기근의 근활성도는 케틀벨과 아쿠

아백 운동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한다리 데드리프트 시 높은 

중간볼기근의 활성을 나타낸 것은 바닥에서 떨어진 다리의 골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측 중간볼기근이 근 수축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23 마찬가지로 안쪽 넓은근의 근활성도에서도 케틀벨과 아쿠

아백 운동 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케틀벨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

프트 동작 수행 시에는 아쿠아백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프트에 비

해 중간볼기근, 안쪽넓은근 근육 모두가 낮은 근활성도 값을 나타내

었으며, 이 결과는 Kim24의 선행 연구에서 Olympicbar를 이용한 런지 

동작 수행 시에는 Surge를 이용한 런지동작에 비해 실험 근육 모두가 

낮은 근활성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Surge를 이용한 런지동작이 

하향식 방식의 불안정성으로 다리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것처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아쿠아백을 이용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운동

이 하향식 방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리의 중간볼기근, 안쪽넓은

근 근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난이도를 조절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다. Distefano16은 한다리 데드리프트 운동은 중간볼기근과 

큰볼기근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운

동을 수행하면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강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큰볼기근

에 안정성이 제공되고, 중간볼기근과 안쪽넓은근에 불안정성이 제공

되는 도구로써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경우 한다리 데드리프트 수행 시 

운동 도구 종류에 따라 운동 처방 및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

제 설정에 있어 효과적인 재활과 중재방법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대의 성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로 한다리로 지지하여 서 있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고, 표면 근전도의 한계성으로 인한 다른 근육들의 보상

작용 때문에 심부 근육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

지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다리 

데드리프트 동작 수행 시 엉덩관절 굽힘 시 제한을 주는 근육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추후 이러한 변인들에 의한 근활성도 차

이를 비교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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