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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넙다리 부 의 근력 증진을 해 순수 항운동과 유산소 병행 항운동의 효과를 비교해 임상

에서 근력증진을 목 으로 한 운동 로그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넙다리 곧은근의 근활성도는 

두 군 모두 실험 에 비해 실험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측정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 순수 

항 운동군에 비해 유산소 병행 운동군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넙다리 곧은근의 두께는 두 군 모

두 실험 에 비해 실험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측정 시기에 따른 군간비교에서 실험후에 순수 항 운동

군에 비해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으로 근력 증진을 목 으로한 

순수 항 운동보다 항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유산소 병행 운동이 근활성화  근 비 에 더 효

과 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pure resistance exercise and resistance exercise added aerobic exercise for enhancing 

muscle strength of the femoral region and provide the evidentiary materials of an exercise program for improving muscle strength 

in clinical setting. Muscle activity of rectus femor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experiment compared to before 

experiment in the two groups and resistance exercise added aerobic exercise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ure resistance exercise group in group comparis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measurement. Thickness of rectus 

femori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experiment compared to before experiment in both groups, but resistance exercise 

added aerobic exercise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experiment compared to before experiment in group 

comparis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measurement.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erobic exercise after resistance exercise wa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muscle activity and thickness than pure resistance exercise for enhancing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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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들어 생활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건

강의 심과 수명연장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고[1][2], 운동에 한 요

성이 두되면서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 이닝 같은 항운동 등과 같은 형태의 운

동들이 실시되고 있다[3].

유산소 운동은 지방 사를 증가시키기 한 방법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4], 체지방의 감소  지방질 

사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수축기 압 감소, 최 삽

소 섭취량 증가 등 체 조  뿐만 아니라 심장 계

을 개선시키는 장 이 있어 미국스포츠 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

는 최 산소섭취량의 50∼80% 정도의 강도 유산소 

운동을 20∼60분 운동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5].

항운동은 무산소 운동 형태로서 진  과부하 

원칙에 기 를 두고 실시하는 운동으로서 근육은 가

해지는 항에 응하면서 작용함으로써 근 조직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근육량도 증가하게 된

다[6]. 한 항 운동은 기 사량을 증가시켜 에

지 사를 진시키고 체지방율과 내장 지방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최근들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운동에 한 상호 

보완  방법으로[9] 항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을 

함께 실시하는 복합운동을 통해 유산소 운동의 장

과 항 운동의 장 을 함께 얻으며, 운동의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함께 실시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권종성과 박종성[10]은 항운동 후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빠르게 감소시키면서 근육량

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유산소 운동 실시 

후 항운동은 과산소섭취량과 총에 지소비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유산소 후 항운동

과 항운동 후 유산소 운동의 운동순서에 따른 신체

구성, 호흡 련 지표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근력증진을 목 으로 한 복합운동과 순수

한 항운동과의 비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력 증진을 목 으로 퇴

부 의 복합운동과 순수 항운동을 실시한 후 근 활

성도와 근 두께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임상에

서 근력증진을 목 으로 한 운동 로그램의 근거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남 소재의 A 학교에 재학

인 20  남자 학생 20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연

구의 목 과 차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 다. 각 병행운동그룹과 

순수 항운동그룹으로의 할당은 측정실에 들어온 순

서 로 조무작  할당하 다. 

연구 상자 선정 조건은 과거 신경계  근․골격

계에 특별한 질환을 갖지 않고, 주기 으로 약을 복용

하지 않는 자로 하 으며, 한 과거 문 인 운동을 

하지 않았고, 실험기간동안 과음이나 실험이외의 다른 

항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지하 다.

2.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운동형태에 따른 근 활성도  근육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해 비 동등성 실험군 ․

후 설계를 용 하 다. 

2.3 운동방법

그룹 모두 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스트 칭으로 10

분간 하 고, 운동 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항운동은 측정부 의 근력운동으로 3가지 동작

(Leg extension, Squart, Leg curl)으로 구성하 으며, 

유산소운동은 개인별 최 심박수의 50%에 상응하는 

목표심박수를 계산하여 트 드  에서 바로선 자세

에서 양팔은 가볍게 앞뒤로 흔들면서 뛰게 하고 휴식

없이 30분간 실시하 다[7].

2.4 측정방법

2.4.1 근활성도 측정

근활성도의 측정을 해 근 도 신호의 수집은 표

면 근 도기(MP150, BIOPAC, USA)를 사용하 으며, 

검사  정확한 측정을 해 측정부  주 의 제모  

각질 제거를 하고, 소독 후 실시하 다. 무릎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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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극(Superior pole of the patellar)과 앞엉덩이 가

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사이의 1/2지 에 

지 극을 부착하 다. 극은 심간 거리가 20mm인 

TSD150B(BIOPAC Co, USA)를 사용하 고, 자체 제

작된 의자에서 다리가 지면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

고 운동시 상작용을 방지하기 해 양손은 의자 

에 있는 을 잡게 하 다. 무릎 굽힘 90°에서 무릎 

폄 운동을 통해 총 12 간 측정하여 신호를 수집하

고, 수집된 신호에서 앙주 수와 실효치 진폭을 분

석하 다. 수집된 신호의 장과 처리는 AcqKno-

wledge 3.8.1 로그램을 사용하 다(그림 1).

1-4주

순수

항

운동

Leg extension

Squart

Leg curl

1-RM

50%

3set

10reps

30sec rest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

Leg extension

Squart

Leg curl

1-RM

50%

3set

10reps

30sec rest

Runnig
HRR

60%
30 min

5-8주

순수

항

운동

Leg extension

Squart

Leg curl

1-RM

50%

5set

10reps

30sec rest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

Leg extension

Squart

Leg curl

1-RM

50%

5set

10reps

30sec rest

Runnig
HRR

70%
30 min

표 1. 운동 로그램
Table 1. The exercise program

그림 1. 표면 근 도
Fig. 1 Surface EMG

2.4.2 근 두께 측정

본 연구에서의 근육의 두께 측정을 한 음  

상 수집은 음  상장치(mylab25one, esaote,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장치의 주 수 변

조 범 는 6∼9MHz이고 gain의 범 는 20∼80이다. 

음  변환기는 7.54MHz 선형 탐 자(Linear tran-

sducer)이며, 근육의 측정시 자세는 측정하고자 하는 

넙다리 곧은근이 최 한 수축된 상태에서 ASIS와 

Patellar tendon의 1/2지 에 변환기를 고 측정하

으며, 내장된 로그램에 의해 산화 처리되어 피부

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해 충분한 양의 음  겔을 

변화기와 피부사이에 도포하 고, 변환기를 피부와 직

각으로 유지하여 3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근

육의 두께로 정하 다(그림 2). 

그림 2. 음  상장치
Fig. 2 Ultrasonography

2.5 자료처리

SPSS for Window (Kor.) Ver. 17.0을 사용하여 기

술  통계치인 평균  표 편차를 산출 하 다. 

운동실시 , 후 근활성도  음  상에 따른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 으며, 측정시기에 따

른 군 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 다. 모든 통계  

유의수 은 α=.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 총 20명으로 순수 항운동군, 

항운동후 유산소운동군 각 10명이었다. 실험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 신장, 체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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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yr) 신장(cm) 체 (kg)

순수 항

운동군

25.00

±2.58

172.60

±6.38

67.80

±8.18

유산소병행

항운동군

24.50

±3.27

172.80

±6.52

66.00

±9.20

p .946 .709 .650

(Mean±S.D)

표 2 .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근 활성도의 변화

3.2.1 넙다리 곧은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넙다리 곧은근의 실효치 진폭을 측정한 결과 순수

항 운동군이 실험  .0121±0.0043, 실험후 .0153± 

0.0029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은 실험  .0135±0.0025, 실

험후 .0183±0.0024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측정 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실험 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실험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

표 3. 넙다리 곧은근의 실효치진폭의 변화(㎷)
Table 3. The change of RMS in rectus femoris 

순수

항운동군

유산소병행

항운동군
p¹⁾

실험 .0121±0.0043 .0135±0.0025 .389

실험후 .0153±0.0029 .0183±0.0024 .022

p²⁾ .041 .000

(Mean±S.D)

p¹⁾;Tested by t-test
p²⁾;Tested by Paired t-test

3.2.2 넙다리 곧은근의 앙주 수의 변화

넙다리 곧은근의 앙 주 수를 측정한 결과 순수

항 운동군은 실험  82.75±2.99, 실험후 85.10±3.31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도 실험  82.88±3.37, 실험후 

87.04±2.62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측정 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실험 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실험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4).

표 4. 넙다리 곧은근의 앙주 수의 변화(㎐)
Tabel 4. The changes of MDF in rectus femoris

순수

항운동군

유산소병행

항운동군
p¹⁾

실험 82.75±2.99 82.88±3.37 .923

실험후 85.10±3.31 87.04±2.62 .041

p²⁾ .045 .031

(Mean±S.D)

p¹⁾;Tested by t-test
p²⁾;Tested by Paired t-test

3.3 근 두께의 변화

넙다리 곧은근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순수 항 운

동군이 실험  1.08±0.18, 실험후 1.25±0.17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은 실험  1.01±0.24, 실험후 1.36±0.3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측정 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실험 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실험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5).

표 5. 넙다리 곧은근의 두께 변화(mm)
Table 5. The change of thickness in rectus femoris

순수

항운동군

유산소병행

항운동군
p¹⁾

실험 1.08±0.18 1.01±0.24 .524

실험후 1.25±0.17 1.36±0.31 .368

p²⁾ .103 .007

(Mean±S.D)

p¹⁾;Tested by t-test
p²⁾;Tested by Paired t-test

Ⅳ. 고 찰

근력은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최 힘으로 정의하

며, 근력강화 훈련의 가장 큰 목 은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다[12]. 최근들어 각종 만성질

환 방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한 운동이 요시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연령에 맞는 한 근력 운동의 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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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고 있다[13].

본 연구는 20  남자 학생에게 유산소 병행 항 

운동과 순수 항운동을 실시하여 근활성도  근육

의 구조 인 변화를 알아보고 근력 증진을 목 으로 

한 운동 로그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

다. 

근 도 측정기를 통해 넙다리 곧은근의 실효치 진

폭과 앙주 수를 측정한 결과 순수 항 운동군과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은 실험 에 비해 실험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측정 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 실험후에 두 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 도기를 통한 실효치 진폭은 

운동단 의 수와 발화율을 반 하고[14], 앙주 수

는 활동  도속도, 속근 섬유의 동원비와 비례한

다고 알려져 있으며[12], 앙주 수의 증가는 속근섬

유의 동원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Portero 등[15]은 8

주 근력강화훈련 후 앙주 수가 상승하 으며, 신화

경[12]은 12주 근력강화 훈련 후 실효치 진폭과 앙

주 수가 모두 선형으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박상동[16]은 운동순서

에 따른 근력비교를 통해 항운동 후 유산소 운동이 

유산소 운동후 항운동에 비해 근력증가에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하 으며, 고 찬과 김 표[3]는 20  

남자 학생을 상으로 항+유산소 복합운동이 8주 

이후에 악력과 배근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최근 상진단방비 성능이 향상되면서, 골격근 등

에 한 정량  상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음  상 장치는 비 침습 이며, 방사능에 노출되

지 않는 다는 장 이 있고[17]. 많은 연구 결과를 통

해 골격근의 두께 평가에 높은 신뢰도가 증명되었다

[18]. 본 연구에서도 8주간 순수 항운동과 유산소 병

행 운동 실시 후 운동부 인 넙다리네갈래근의 근 두

께를 측정한 결과 순수 항운동군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치 증가를 확인하 으며, 

유산소 병행 항운동군에서는 실험 에 비해 실험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진규[19]는 음

 상을 통한 근육의 두께가 최  등척성 수축력과 

높은 양의 상 계를 보인다고 보고하 으며, 남기원 

등[20]은 경직성 하지 마비아의 하지 근력운동 후 

퇴직근의 두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치상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 

항 운동은 골격근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때 장기간의 진  항운동은 근력과 근 비  뿐만 

아니라 근섬유 정렬각과 근섬유 속 길이 같은 구조에

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나 

운동 기의 근력 증가는 운동단  동원 능력의 개선

으로 인한 근 도 활성량의 증가를 일으키는 신경훈

련기 에 의한 결과이며, 그 이후의 근력 증가는 근비

에 의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14]. Collier 등[22]은 

4주간 주 3회 항운동 실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근

력의 증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 고, 김범수와 장 기

[7]는 4주간 여 생에게 유산소 운동과 항성 운동을 

복합으로 실시한 후 등속성 근력 측정 결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증가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근 도를 통한 실효치 

진폭과 앙주 수가 8주간 운동 후 두 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음  상을 통

한 근육의 두께 확인 결과 순수 항 운동군에서 수

치상의 차이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근력 강화 운동 기인 4주 이

상의 항운동을 통해 근 섬유의 동원 능력의 증가로 

인한 근력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8주 이후 

순수 항 운동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속근 섬유의 비 가 시작되는 단계

여서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15]. 반면 유산소 병행 

항운동군이 8주 이후 음  상을 통한 근 두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는 근 

통증과 피로원인으로 작용하는 젖산의 축 을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억제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23], 근력 

증가를 목 으로 한 운동은 순수 항 운동보다는 

항운동을 먼  실시하고 후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

는 운동 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  학생 20명을 상으로 실시하여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장기간의 측

정을 통해 근비 의 시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력 증진을 목 으로 복

합운동과 순수 항운동 후 근 활성도와 근육의 두께

를 비교해 으로써 근육의 구조 인 변화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근력증진을 목 으로 운동 로그램 시행시 

근거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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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연령 를 상으

로 한 연구  다양한 측정장비를 통한 복합 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력 증진을 목 으로 20  남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퇴부 의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 10명과 순수 항운동군 10명으로 분류한 후 

각각 8주간 실시한 후 근 활성도와 근 두께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실시하 다. 운동 실시 과 후에 근

도와 음  상을 통해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넙다리 곧은근의 실효치 진폭을 측정한 결과 순

수 항 운동군과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은 실험  

에 비해 실험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측

정 시기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실험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넙다리 곧은근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순수 항 

운동군과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은 실험 에 비해 

실험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측정 시기

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실험 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후에는 순수 항운동군

에 비해 유산소 병행 항 운동군이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으로 근력증가를 목 으로 한 순수 항운동 

보다 항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는 유산소 

병행 항 운동이 근 활성화  근 비 에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력 증가를 목 으로 운

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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