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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강관련 분야에서 가장 큰 개념변화를 

가져온 분야로 맞춤형 운동 및 스포츠 과학을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동열풍을 초래하였으며 근력

운동은 가장 선호되고 있는 운동이다. 근력운동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멋진 몸매를 통하여 자신

의 경쟁력 강화와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

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운동 분야이다. 그 중 로잉운

동(rowing)은 노를 젓는 형태를 모사하여 개발된 

운동으로 국외에서는 전신운동으로 탁월한 운동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

된 운동정보나 습관, 비효율적인 운동기기를 이용

하면 상해사고는 증가하고 부분적인 근력강화 운

동으로 특정 근육만 발달되는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에 따른 교정운동으

로 로잉(rowing)은 전신을 움직이는 교정운동으로 

각종 사고 후 휴유증에 따른 환자들의 근력회복이

나 근육간의 협응능력 회복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운동효과[1-2]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나 운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해석

만 이루어졌을 뿐 근력균형에 대한 생체 역학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상하지의 독립

적인 운동부하가 전신근력증진에 더 효과적이라

는 연구가 보고되어 운동부하 편차에 대한 연구가 

몇몇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의 좌우 독립 운동부

하 편차방식을 적용하여 근력 불균형에 대한 교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실험에서는 6개월 이내 근골겨계 상해나 질환

이 없는 20대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상지의 좌우 근력을 평가하여 좌우 근력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성인 남녀 20명을 선출하였

다.  실험장비로 상지의 좌우에 운동부하를 독립적

으로 제공가능하며 또한 편차적으로 제공이 가능

한 전동식 로잉 장비(ROBO.GYM .humonic.korea)
를 이용하였다(Fig. 1). 운동부하 편차방식은 우세

한 팔에 1RM 50% 적용하고 반대쪽 팔에 1RM 
50%에 추가적인 운동부하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운동은 하루 25번씩의 로잉동작을 1세트로 

지정하여 4세트를 수행하여 총 100회의 로잉운동

을 수행하였다. 운동은 주 3회 실시하였으며 총 

8주간 진행되었다. 운동부하 편차 방식에 따른 근

육활성도 및 관절토크 변화를 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다. 상지 좌우 운동부하 편차

에 따른 토크차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최대피크

토크 데이터들을 일원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Rowing exercise equipment with deviation  
(ROBO. GYM, Humonic 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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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실험 전 좌우 팔의 근육 간 근육활성도 차이는 

척측수근골근(20.1%), 상완이두근(32.0%), 등세모

근(26.6%)와 척추세움근(12.2%) 으로 나타났다. 운
동부하 편차방식을 적용한 결과, 상지 좌우 팔의 

근육활성도가 척측수근골근(6.2%), 상완이두근

(7.8%), 등세모근(3.1%), 척추세움근(5.8%)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관절토크 변화 결과에서 근육활성도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부하편차를 적용하여 운동 

8주 후 좌우 근력차이가 유의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운동 전 좌우 관절토크 차이는 

주관절의 신전 시 33.2%, 굴곡 시에는 운동 전 

29.7% 수준을 보였다. 운동 4주 후, 관절토크 차이

는 운동 4주 후 주관절의 신전 시 10.8%, 굴곡 시에

는 13.2% 수준으로 큰 폭의 감소경향을 보였다. 

Fig. 2 Variation trend of muscular activity with load 
deviation before and after exercise

Fig. 2 Variation trend of joint torque in elbow with load 
deviation before and after exercise

운동 8주 후 좌우 관절토크 차이는 주관절의 신전 

시 4.2%, 굴곡 시에 5.6% 수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이는 근육활성도와 주관절의 임상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좌우 독립적

인 운동부하가 운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한 

근육군을 상대적으로 강한 근육군 수준의 근력수

준까지 증진을 유도함에 따라 우세 근력인 팔은 

근지구력 운동으로 반대쪽 팔은 근력 운동효과가 

발생되어 근력 불균형이 교정되었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지의 좌우 독립 운동부하 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근력 불균형에 대한 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운동부하 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간 

최대 좌우근력차이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69.5%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상지 관절들의 근력결과에서 신전과 굴곡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운동부하 편차방식이 상지에 근력과 근지

구력성 운동부하를 동시에 제공하여 근육군에 강

축작용과 약축작용을 유도하여 좌우 근력불균형

을 개선시켰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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