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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철인3종경기에서 사이클 

시트튜브각도에 따른 하지관절 각도와 

근육 활성화 관계 분석

정 운 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철인3종경기의 세 가지 종목 중 유일하게 사이클경기는 기계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경주를 하게 되며, 선수의 체형이나 체력조건에 최적화

된 장비의 적용이 포함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경기인 마라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뿐만 아

니라 완주의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로드용 바이

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용하여 같은 부하와 속도로 페달링

을 할 경우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

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시트튜브 각도가 철인3종경기의 경

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6명의 엘리트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트튜브 각도

가 각각 다른 로드 및 타임트라이얼용 자전거를 고정롤러에 장착하여 페



달링 동작 및 하지의 근 활성도를 3차원 광학식 동작분석 장비 및 근전

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가 하지관절 각도에는 큰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지근육의 활

성도를 시트튜브 각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외측 광근과 외측비복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측 광근은 TT1(75°) 바이크를 이용했을 때,

외측 비복근은 Road(73°) 바이크를 이용했을 때 가장 많은 근활성을 나

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복근 등의 종아리 근육은 러닝 

시 추진과 지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러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복근의 근활성을 줄이고 대신 대퇴사두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튜브의 각도를 높이는 것은 러닝을 위

해 효과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 TT형 바이크보다 시트

튜브 각도가 큰 77°의 경우 외측광근과 비복근 모두 근활성도가 줄어드

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근활성도가 감

소함을 보여 장기간 경기 시 해당 근육의 피로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이클 페달링 구간별 근활성도를 비교 해본 결과 전경

골근을 제외한 외측광근,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이 구간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페달링 동작 시 외측광근과, 대퇴이두근, 외측비복근

의 효율적인 근활동 조율을 통해 대사적 피로의 발생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철인3종경기, 자전거, 시트튜브 각도, 근전도

학  번 : 927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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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철인3종경기는 수영과 사이클 및 마라톤을 한사람이 연속해서 하는 

경기를 말한다. 라틴어 어원으로서 3가지(tri)와 경기(athlon)를 의미하는 

합성어로서, 한선수가 3가지 경기를 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트라이애슬

론(Triathlon)이라고 한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어 전 세

계 천만 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영과 사이클 및 마라

톤은 유산소성운동으로서,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만들 때 충분한 산소량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운동이다. 이와 같이 철인

3종경기는 3대 유산소성 운동을 한 사람이 연속해서 경기에 임해야 하므

로 심폐기능과 지구력이 강해야만 완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인3종경기

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류 최후의 스포츠

이다.(1999, 강승규).

철인3종경기는 경기거리에 따라서 수영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

km의 올림픽코스와 수영2km, 사이클 90km, 마라톤 21km인 하프코스 그

리고 수영3.8km, 사이클180.2km, 마라톤42.195km의 아이언맨 코스로 나

누어진다. 철인3종경기는 인간의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스포

츠이니만큼 체력의 안배 및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특히 최종경기인 달리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컨디

션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뿐만 아니라 완주의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철인3종경기의 세 가지 종목 중 유일하게 사이클경기는 기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경주를 하게 된다. 즉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

기 위한 조건이 인간의 효율적인 동작만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으며, 선수

의 체형이나 체력조건에 최적화된 장비의 적용이 포함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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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철인3종경기는 사이클경기의 운동수행을 효과적으로 끝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클경기 이후 마지막경기인 마라톤을 위하여 효율적인 

체력상태를 유지해야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페달링 시에 발생하는 에너지는 최적의 운동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선

수들은 페달에 전달되는 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전거 프레임의 사

이즈와 각도, 안장높이 및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피팅(fiting)이 중요하

다. 피팅은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페달링 자세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근육

사용과 최적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페달링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De

vey Mestagh, 1998).

일반적으로 철인3종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로드(Road)형 자전거 대

신 타임트라이얼형(Time trial) 자전거를 선호한다. 타임트라이얼 자전거

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로드형 자전거에 비해 시트튜브의 각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자전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트튜브의 각

도는 80° 미만의 각도로 제작되지만 그럼에도 선수들은 마지막 달리기경

기의 효율을 위해서 안장을 앞으로 당기거나 안장의 끝에 걸터앉아 페달

링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트튜브의 각도를 크게 하려고 노력한다. Wein

eck(1993)에 의하면 자전거 구동의 주동근은 구동 국면에 따라서 대퇴사

두근과 정강이 전후면의 근육들이 교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으며, Sasaki & Neptune(2006), Hamner, Seth & Delp(2010)의 연구에 의하

면 대퇴사두근이나 비복근 등의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신전근은 러닝 

동작에서도 인체중심의 추진 및 지지를 위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클과 러닝은 주요 하지 근육을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피팅을 이용해서 사이클뿐만 아

니라 이후 러닝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선수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시트튜브의 각도를 조절하여 적용

하고 있다.

사이클 동작 시 근활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장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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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효율적 사이클링에 대한 연구들과 안장높이 조절에 의한 변화된 

관절의 각도와 이에 따른 근육의 활성화 패턴이 페달링 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사이클의 운동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Gregor, Broker & Ryan, 1991; Hamly & Thomas,

1967; Holmers, Peverler & Green, 2011; Holmers, Pruitt & Whalen, 1994).

하지만 사이클링 이후의 효율적인 러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진바

를 차기 어려웠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이클경기를 위한 자

전거뿐만 아니라 철인3종경기 등 다양한 종목을 위한 자전거 디자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용하여 같은 부하와 속도로 페달링을 할 경우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

써, 시트튜브 각도가 철인3종경기의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추정

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

용하여 같은 속도와 부하로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

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2. 연구 가설

1) 사이클 페달링 시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엉덩관절, 무릎관

절, 발목관절의 가동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같은 부하와 속도로 페달링 시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라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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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근,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적분

근전도 값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시트튜브 각도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 근육 근 활성

화 정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시트튜브의 각도 :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시트튜브의 각

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수평면과 시트튜브 사이의 각도로 정의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3°, 75°, 77°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때 시트의 높이는 시트튜브의 길이로 조절되며 시트의 높이조절이 

시트튜브의 각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2) 하지관절 각도 : 본 연구의 하지관절 각도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며 각각의 각도는 각 관절을 이루는 상위분절에 대한 

하위분절의 상대각도로 정의하였다. 각도의 계산은 각 분절에 정의

한 지역좌표계를 이용하여 굴곡, 신전 각도를 산출하였으며, 상위

분절의 좌우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을 +로 정의하였다. 곧게 선 

자세를 기준(0°)으로 엉덩관절과 발목관절은 굴곡된 만큼 +, 무릎

관절은 굴곡된 만큼 –로 제시하였다.

3) 하지관절의 가동범위 : 2)의 방법으로 산출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값을 페달링 구간 동안 시간에 따라 나열한 후,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산출하

였으며, 관절의 가동범위를 기준으로 그 관절의 활용 정도를 판단

하였다.

4) 근 활성도 : 본 연구의 근 활성도는 표면전극을 이용하여 페달링 

동작 시 3,000 Hz의 빈도로 수집한 신호를 필터링하여 잡음을 제

거한 후 최대 등척성 수축 시의 근전도 신호에 대한 비율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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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적분하여 페달링 구간별 적분근전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한 근 활성도 측정 부위는 외측광근, 대퇴이두근,

외측비복근, 전경골근의 네 부위이며 적분근전도의 수치가 적을수

록 해당 부위의 근활동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로의 축적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페달링 구간 : 페달링 구간의 정의는 시상면을 고려하여 페달의 가

장 높은 위치를 상사점(0°) 가장 낮은 위치를 하사점(180°)로 정의하

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0°~90° 구간(Phase 1), 90°~180° 구간(Phase 2),

180°~240° 구간(Phase 3), 240°~360° 구간(Phase 4)을 정의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피검자들의 식습관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2) 연구대상의 신체활동 수준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3) 근전도의 측정부위는 외측광근,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으로 

제한하며, 각 피검자간 이 근육들 사이의 근력 비율은 동일하지 않

다.

4) 실험처치 시 자전거운동은 동일 제조사의 사이클 프레임과 바퀴힐

을 사용하여 모형화 한다.

5) 본 연구는 똑같은 속도와 부하를 설정하기 위해 실험실 상황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사이클 및 이후 러닝과 관련하여 

실제 경기의 퍼포먼스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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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

용하여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시트튜브 각도가 철인3종경기의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근거 

및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으며 자전거의 페달링과 근육동원,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사이클 관련 선행연구로 구성하였다.

1. 자전거의 페달링과 근육동원

자전거의 페달링은 주로 하지근육에서 발현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

지만 하지근력 이외의 상지나 동체의 근육도 각기 고유의 역할을 한다.

Weineck(1993)에 의하면 자전거 페달링의 주된 역할을 하는 근육은 하지

근으로서 페달을 밟으면서 힘을 전달하는 국면(power phase of pedaling c

ycle))에서는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과 하퇴삼두근(triceps surae)이 

작용하고 페달이 최하점에서 최고점으로 향해 올라오는 국면(latter phase

of pedaling cycle)에서는 대퇴 직근(retus femoris), 장요근(iliopoas), 좌골하

퇴근(ishiocrurales) 그리고 전경골근(tibials anterior)등이 작용한다. 또한 상

지의 상완삼두근(triceps brachii), 상완이두근(biceps brachii), 상완근(brachia

ls), 상완요골근(brachiordialis), 동체의 복근(abdominales)과 척추기립근(erec

tae spinae)도 주행중 자세유지 및 하지근육과의 협응역할을 한다.

슬관절 굴근인 햄스트링(hamstring)은 대퇴사두근의 길항근이지만 낮은 

강도로 하지를 신전시키는 운동을 할 때, 대퇴 사두근과 같이 동원되어 

협력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높은 강도의 운동에서는 근전도상

에 두 근육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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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

1) 프레임의 지오메트리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는 각 튜브를 얽는 설계이다. 자전거를 개발하는 

이가 지오메트리를 연구해야하는 이유는 좁은 의미에서 라이더의 안정적

인 주행 자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큰 의미로는 자전거의 주

행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다.

좁은 의미의 지오메트리를 처음으로 고려했던 자전거는 아마도 1885

년 미국의 존 캠프 스탈 리가 개발한 로버(Rover)일 것이다. 로버 이전에 

유행하던 오디너리(하이휠 자전거)는 뒷바퀴에 비해 앞바퀴가 훨씬 큰 

자전거였으며 동력도 앞바퀴에 페달을 직접 달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1. 프레임 지오메트리

따라서, 앞바퀴의 크기가 클수록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이휠 자전거는 중심을 잡기 어려울뿐더러 앞바퀴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있어 라이더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고 한

다. 이런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로버다. 로버는 처음으로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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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이아몬드 꼴 프레임을 쓴 자전거로 이전의 자전거에 비해 프레임

이 컸지만 앞뒤 바퀴의 크기가 같고 중심을 잡기도 편했다. 무게중심이 

안정적인 덕분에 라이더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로버의 별명은 세이프티(safety, 안전)였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꼴 프레임

은 지금까지도 자전거 프레임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오메트리의 기본적인 초점은 ‘안전’에 맞

춰져 있다. 큰 의미에서 보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과 라

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시트 튜브의 길이

시트튜브의 길이는 기성 자전거의 사이즈를 대변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MTB는 인치, 로드바이크는 센티미터로 표기한다. 맞춤형 자전거를 

만들 때는 라이더의 가랑이와 지면까지 길이인 인심(inseam)거리를 측정

해 기준으로 삼는데 인심거리에서 (원하는 프레임의)지면에서부터 BB중

심까지의 높이와 탑튜브와 가랑이까지의 여유높이를 합한 길이를 빼서 1

차적으로 BB중심에서 시트튜브의 끝까지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다.

위에 언급한 측정 길이 중 탑 튜브에서 가랑이까지의 여유높이는 정

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빌더나 라이더가 선택하는 원하는 예상치 

라고 봐야한다. 탑 튜브가 슬로핑 타입이 아닌 로드바이크의 경우 5~7c

m, MTB의 경우 10~13cm가 일반적이다. 자전거를 고를 때 자전거를 끼

고 자전거 탑 튜브와 가랑이의 여유 높이를 보고 선택하는 간이 측정법

이 알려지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전거는 통

계수치 등을 통해 몇몇 사이즈를 정해 내놓는 것이고 시트튜브의 길이는 

최종적으로 시트튜브의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이런 간이

측정법이 꼭 맞는 자전거를 찾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최근 슬로

핑 타입의 탑 튜브가 유행이므로 이런 간이측정 방법은 오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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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전거의 시트튜브 길이를 정하는 예

• 시트튜브의 길이 + (지면과 가랑이까지의 높이 - (BB높이 + 탑튜브와 가랑이까지

의 여유높이)) / sine(시트튜브의 각도)

3) 안장 높이의 결정

내게 맞는 사이즈프레임을 선택했다면 안장높이를 결정해야한다. 일반

적으로 안장에 앉아서 양쪽발끝이 지면에 닿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B

B높이와 크랭크길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다. 또 페

달을 가장 아래에 놓았을 때 뒤꿈치가 페달에 닿는지를 안장높이 기준으

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발 크기 차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정확

히 맞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안장높이는 다리의 굽힘 각도를 통해 결정

해야 한다. 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는 것이나 페달을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 뒤꿈치가 닿는 것은 새그나 B.B높이, 발사이즈를 무시한 것이

므로 맞는 방법은 아니다. 전문장비가  없어도 두 개의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면 다리의 굽힘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커스텀 피팅을 받아도 미

세조정은 라이더 개인의 몫이며 라이딩을 하면서 결정하게 된다. 처음의 

위치는 길잡이 역할이므로 미세조정을 통해 안장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안장높이는 다리의 굽힘 각도를 기준으로 한다. 크랭크 

암이 6시 방향에 있을 때 140~150도가 이상적이다. 이후 라이딩을 통해 

미세조정을 하면서 라이더에게 맞는 위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시트튜브의 길이는 자전거의 사이즈로 사용되고 있고 시트튜브의 각

도는 페달링 포지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편적인 크로스컨트리 MTB

나 로드바이크의 시트튜브 각도는 73~75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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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트 튜브의 각도

시트튜브의 각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트튜브의 길이를 정하는데 

중요한 값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트튜브의 각도가 페달

링 포지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페달링 포지션은 동력전달

과 주행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소인데 자전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73~75도가 지형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페달링이 자

연스러운 각도이며 일반적인 로드바이크나 크로스컨트리 MTB의 시트튜

브 각도가 이러하다.

시트튜브의 각도가 낮아질수록 고속 페달링이 어려워지고 평지주행성

도 떨어진다. 그러나 내리막에서는 자연스러운 페달링이 가능해지므로 

주로 라이딩 장르가 다운힐 MTB애 가까워질수록 시트튜브의 각도가 낮

아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시트튜브 각도가 높아질수록 고속페달링이 가

능해지지만 오랜 시간 페달링에는 불편하다. 타임트라이얼 바이크처럼 

고각(76~80도)의 시트튜브를 쓰는 자전거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기에 다소 불안할 수 있다.

5) 탑 튜브의 길이

탑튜브의 길이를 정하는 방법은 프레임 빌더 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

나 그 기준은 보통 몸통 길이와 팔 길이다. 따라서 탑튜브의 길이는 주

행자세, 특히 상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맞춤형 자전거를 만들 때 탑

튜브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랑이부터 쇄골까지 길이와 주먹

을 쥔 아귀부터 어깨 관절까지의 길이를 합한 것에 약 43%(프레임 빌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도를 잡는 것이 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 길이가 평지나 내리

막 또는 오르막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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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가 이보다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평지에서의 직진성과 비교적 가파르

지 않은 오르막을 오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불거리

는 좁은 코너링이나 내리막에서는 조향과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 질 수 있

는 우려가 있다. 탑튜브가 짧은 자전거를 타면 오르막에서 상체의 지지점

이 부족해 힘쓰기에 불편해지고 무게중심이 앞에 치우쳐 고속주행 시 불

안할 수 있다. 반면 내리막에서 비교적 기민한 조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맞춤형 자전거의 탑튜브 길이를 정하는 예

•탑튜브의 길이 = (상체길이 + 팔 길이) ˟ 0.43
•상체의 길이= 탑튜브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준

(지면에서 빗장뼈까지의 높이를 측정하고 인심길이를 뺀 것임)

대다수의 자전거 프레임들은 구조공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상인 삼

각형에 의존하고 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삼각형이 모든 단순한 2차원

의 기하학(geometry) 형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변들의 길이가 

결정되면 모든 각들이 결정되며, 어떠한 다른 값도 부여될 수 없다. 변들 

중 하나의 길이가 변경되거나 부러지기 전에는 변형되지 않는다. 이는 

프레임의 어느 한 모서리가 심한 압력(예를 들어, 언덕 오르기, 급정지,

충돌 등)을 받기 이전에는 프레임이 원래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

다. 각 변의 길이들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각을 바꿀 수 있는 사각형과 

같은 다른 이차원적 형상과 삼각형은 차이가 있다.

라이더가 안장에 앉아 있어서 힘이 한 코너에 집중될 때 힘은 전체 

프레임을 통하여 바퀴에 전달된다. 시트 튜브와 시트 스테이는 압축이 

되고 탑 튜브, 체인 스테이와  다운 튜브는 팽창상태에 놓이게 된다. 삼

각형의 안정된 형상 때문에 프레임이 뒤틀리게 되는 위험 없이 무게가 

전달된다. 포크도 압력을 받게 된다.

자전거의 주된 삼각형은 탑튜브, 다운튜브와 시트 튜브을 포함하고 있

다. 이 삼각형의 한 변인 시트 튜브는 다른 삼각형과 연결되는데 여기에 



- 12 -

뒷 바퀴 축과 연결되는 시트 스테이와 체인 스테이가 포함된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을 합쳐서 ‘다이아몬드 프레임’으로 묘사된다. 일반적으로 헤

드 튜브가 주 삼각형의 네 번째 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프레임의 

요소들이 반드시 직선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삼각형에 근접하

도록 설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부품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삼각

형이 가장 튼튼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시트 스테이가 없는 풀 서

스펜션 자전거의 경우에도 뒷바퀴를 지탱하는 삼각형이 존재한다.

삼각형은 프레임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는 세 개의 

고정된 튜브들이 힘의 전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압축과 

팽창 하에 놓이게 될 때 튜브의 비틀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자전거의 후방면과 수직면에서도 다른 종류의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자전거를 후방에서 살펴보면 바퀴 축과 시트 스테이가 세 번째 삼각형을 

이루면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시트 스테이는 거의 항상 시트 

튜브 뒤의 중앙에 자리 잡는다. 네 번째 삼각형은 뒷바퀴를 위에서 내려

다보면 나타난다. 체인 스테이는 보톰 브라켓에서 갈라지고 뒷바퀴 축을 

세 번째 변으로 한다. 앞 포크는 어떤가? 바퀴축과 조종축 사이의 세 변

도 고정된 삼각형의 모양을 보여준다.

완벽한 자전거를 고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의 기하학(geometry)

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튜브의 길이와 각도, 그리고 스테이와 포크의 기하

학은 가장 완벽하게 어울려야 하고 쉽게 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자전거 프레임의 기준면은 지면이다. 따라서 수직 튜브의 각도는 90도

이고 수평튜브는 0도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시트와 헤드 튜브가 수직이 

될수록 프레임은 경주하기에 더욱 적합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종이 보다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퀴가 땅에 닿는 지점은 조종축이

라 불리는 헤드 튜브를 이어서 땅에 닿는 지점과 거의 가깝기 때문에 보

다 쉽게 된다. 이러한 가상의 차이를 트레일(trail)이라 부르고, 그 크기가 

중요하다. 반대로 헤드 튜브가 눕혀진 각도 때문에 트레일이 커진다면 

조종 시 급격한 방향전환을 피할 수 있다. 각도가 완화되면 도로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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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흡수하여 보다 부드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

인 3종 경기 선수들은 시트 튜브와 헤드 튜브의 각도가 평면에서 76도 

각을 가지 프레임을 택하고, 자전거 출퇴근자들은 65도 정도로 완만한 

각도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조종축의 각도가 자전거를 다루는데 있어

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대개의 포크들은 조종축 보다 조금 

앞으로 곡선으로 휘어져 있다. 이것을 레이크(rake)라고 하는데, 레이크가 

클수록 자전거가 되도록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핸들바를 돌리려

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게 한다. 프레임이 제작자들은 보통 45mm의 

레이크가 되도록 제작하고 있다.

시트 튜브의 각도는 안락성과 힘에 영향을 미친다. 튜브의 각도가 가

파르면 라이더의 허벅지가 크랭크 세트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페달

을 돌리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 그러나 튜브 각도가 완만하다면 보다 많

은 진동을 흡수해서 안장까지 그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할 것이다.

헤드 튜브와 각도와 길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좋은 자전거를 만

드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요인들은 바텀 브라켓의 높이, 탑 튜브의 각도,

그리고 튜브들과 스테이들이 직선인가 곡선인가의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

한 조합들은 끝이 없다. 완벽한 자전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개

인에게 맞도록 제작해야 하지만, 자전거를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면 기성품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

다. 포크 레이크와 트레일은 핸들 조작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도와 더불어 프레임 튜브 길이가 자전거의 안락성과 효율성을 결정

한다. 높은 수준의 공기역학을 고려한다면 짧고 가파른 경사각의 헤드 

튜브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핸들바가 낮은 위치에 가도록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자전거는 라이더가 몸을 숙이고 타야 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된다. 이와 달리 보다 긴 헤드 튜브를 사용한다면 핸들 

바가 위에 장착되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탈 수 있으나, 체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계적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한다.

헤드 튜브 각도가 완만하면 자전거를 부드럽게 탈 수 있다. 왜냐하면 

구부러진 포크는 진동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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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클 관련 선행연구

김요한(2009)는 사이클링 훈련 시 사전- 사후의 근기능 측정값에서 안

장이 낮은그룹의 대퇴이두근과 비복근의 근기능이 안장이 높은 그룹에 

비해 향상된 성향을 보였고, 안장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전경

골근의 근기능이 향상된 성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 간의 유

의성 결과에 의하면 3 %의 안장높이 조정과 5 주간의 사이클링 훈련은 

두 그룹간의 하지관절 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민성 등(2010)은 안장높이 변화에 따른 낮은 부하의 꾸준한 페달링 시 

각도 움직임 범위 저크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안장높이에 따른 각 변인

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며, 윤탁용(2009)은 자전거 페달에 내측 

쐐기를 적용 후 페달링 시의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에서의 슬관절 위치

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페달링 중 슬관절의 대퇴각 증가를 막아주어 슬

관절의 외반력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므로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 내측 

쐐기의 적용은 자전거 운동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하였

다. 근골격계 해석을 통한 다리의 폄힘과 당김힘의 사용이 자전거 타기

의 피로도 감소에 미치는 영상분석(정창현 등, 2013) 연구도 있었는데 당

김힘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제작된 페달의 효율성

을 피로도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근전도 신호(EMG) 분석

을 통해, 38분간 동일한자전거 주행을 할 때 4개의 주요 근육(넓다리 곧

은근, 대퇴이두근, 비복근, 정강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근육 활성도가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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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

용하여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시트튜브 각도가 철인3종경기의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

로 연구대상, 실험절차 및 방법, 자료분석, 자료처리 순으로 정리하였다.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한 트라이애슬른 경기연맹의 에이지 그룹 우수 

선수 남자 6명으로 최근에 부상이나 근골격계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사

이클 주행이 가능한 조건 내에서 선정하였다.

표 1. 피험자의 신체특성

구분 연령(세) height(cm) weight(kg)

S1 36 174 65

S2 38 173 64

S3 39 175 69

S4 46 170 62

S5 38 181 76

S6 44 173 73

Mean±SD 40.2±3.9 174.3±3.7 6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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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비

1) 측정용 자전거 및 롤러

모든 페달링 실험은 안장높이 조절이 가능한 사이클에서 수행되었고 

로드바이크(73 )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75 ~77 ) 사용하였고 TT

용 바이크도 안장의 위치조정으로 각도의 변화가 가능하게 조치하였다

로드바이크의 시트각도는 73 로 프레임 사이즈에 상관없이 거의 고정

되어 있으며 TT용바이크의 시트각도는 75 ~77 프레임 사이즈별로 차이

가 있다.

실제 피험자가 사용하는 사이클 두 종류를 사용하며 안장의 위치이동

을 통하여 시트튜브각도를  75 ~77 로 변화 시켜 고정롤러에 장착하여 

페달링을 하게한다. 라이더에게 최적의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

부적인 미세한 핏팅에 도움을 주고 어느 각도가 최적의 효율적인 페달링

이 되며, 이때의 근활성도를 분석해 보고 뒤이어 바로 연결되는 종목인 

10km 런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 기대될 수 있는 여건을 도출해 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림2. 시트튜브 각도의 정의(http://urbanpeda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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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분석 시스템

페달링 동작을 촬영하기 위하여 Qualisys사(Sweden)의 Oqus 322 5

series 카메라 8대를 사용하였고, 카메라의 촬영속도는 100Hz로 설정하였

다. 각각의 모션 캡쳐 카메라는 랜선을 통해 동조(synchronization)되어 있

다.

3) 근전도(Electromyography) 시스템

근전도 장비는 Telemyo DTS(Noraxon, USA)을 이용하여 각 근육별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자료 샘플링 주파수는 3,000㎐로 설정하였으

며, 동작 수행 시 얻어진 근육의 파형분석 프로그램으로 MyoResearch

X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Oqus 322 5 series

(Qualisys, Sweden)

그림 4. Telemyo DTS system(Noraxon, USA)



- 18 -

3. 실험절차

모든 실험은 고정롤러에 장착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이클을 이용하며 로드용과 타임트라이얼용을 안장위치를 조

절하여 시트튜브각도의 조작적 변인을 만들어 비교측정을 하였다. 실험

을 위한 장비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카메라와 고정롤러 장착 사이클

30분간의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속도인 90rpm 유지하기 위

해 TS sports 사의 bryton 60을 사용하여 90rpm으로 페달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정롤러의 0-1단계 조정 동일하게 통제하였으며 타이어 

압력은 120psi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몸에 동작분석용 반사마커와 근전도 

측정용 표면전극을 부착한 후 롤러에 고정된 사이클에서 약 3분간 사이

클링을 하여 시간을 가졌다. 피로에 의한 데이터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

해 측정은 각 시트튜브 조건별로 하루에 한차례씩 측정하였으며 총 3일

에 걸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근전도 각 측정시기마다 전극 위치

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극 부착 위치에 유성 펜으로 표시를 하

여, 다음 측정 시 동일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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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커의 부착

그림 6. 마커의 부착 위치

동작데이터획득을 위해 적외선 카메라 8대로 구성된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Qualisys사(sweden)의 Oqus322 5series를 사용하였고, 촬영속도는10

0hz로 설정하였다. 모션캡쳐 카메라 동조는 Qualisys Track Manager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마커의 3차원 공간 좌표값을 산출하였다. 인체에 

부착한 마커의 위치는 양쪽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 우측 고관절, 내외

측 무릎, 내외측 발목, 첫 번째 및 다섯 번째 중족골, 뒤꿈치에 총 12개

를 부착하였고 추가로 대퇴와 하퇴에 클러스터 방식으로 4개씩의 트래킹 

마커를 부착하였다. 또한, 페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크랭크

와 페달의 중심에 2마커를 부착하였다. 부착한 마커를 기준으로 각 분절

별 지역좌표계를 설정하였으며 각 지역좌표계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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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하지의 지역좌표계

2) 근전도 전극의 부착

근육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Noraxon DTS EMG System을 사용

하였으며, 페달링 수행 시 활성화되는 우측하지의 근육중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앞으로 미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측광근(Vastus Later

alis muscle, VL), 페달을 앞으로 미는 힘을 내는 대퇴이두근(Biceps Femo

ris muscle, BF)과 외측비복근(Gastrocnemius Lateral muscle, GL),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내는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muscle, TA)의 근전도를 

측정 하였다<사진 3, 4, 5, 6>. 이 때 전극 간의 간격은 250 mm로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그림 8. 로드바이크와 EMG 전극,
반사마크부착

그림 9. TT바이크와 EMG 전극,
반사마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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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경골근과 외측광근 센서 부착 그림 11. 비복근과 대퇴이두근 센서 부착

4. 자료 분석

총 30분간의 페달링 수행 시 동작 데이터와 근전도 데이터는 각 10분

간격으로, 카메라는 2분간씩 촬영하였고, 전 후 5초전 카운트를 하여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근전도는 2분간씩(4회) 자료를 저장

하여 분석하였다.

1) 운동학적 분석

대상자에게 부착된 해부학적 마커 정보를 이용하여 발목관절(ankle joint), 무

릎관절(knee joint), 엉덩관절(hip joint)의 3개 관절과 발(foot), 하퇴(shank), 대퇴(th

igh), 골반(pelvis), 총 4개 분절을 강체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의 편의를 위하여 

실험동작 측정 전에 해부학적 자세에서 촬영된 영상(static trial)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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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링 시 관절의 가동범위를 구하였으며, 관절이 최대 굴곡된 각도에

서 신전된 각도의 차이를 가동범위로 정의하였다. 페달링 구간의 구분은 

시상면을 고려하여 크랭크의 가장 높은 각도위치를 상사점 0도 가장 낮은 

위치를 180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0도, 90도, 180도, 240도 시점

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관절각도 및 상사점, 하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페달링 상사점 무릎위치 그림 13. 페달링 하사점 무릎위치

본 연구에서 각도는 발목관절, 무릎관절, 엉덩관절에 대하여 각 관절

의 굴곡-신전각을 산출하였으며, 각 관절각은 각도를 구성하는 두 벡터

의 내적(dot product)을 통해 이용하여 구하였다. 즉, 내적의 정의에 의해 

두 벡터       와     가 이루는 각 는

cos  ⋅ 

 ⋅




  
  

 ⋅
  

  


    

로 정의되므로 계산된 cos 의 값을 라 하면   cos
 로 구한다.

∙무릎관절각의 계산 예



- 23 -

하퇴의 분절 벡터         와 대퇴의 부적 분절 벡터 - 

    가 이루는 각도

  cos

  ⋅  

  ⋅   

위 공식을 통해 산출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값을 페달링 

구간 동안 시간에 따라 나열하였으며, 이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를 이용하여 각 관절의 가동범위를 산출하였다.

2) 근전도 분석

수집된 근전도 raw data는 bertterworth 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80~250

Hz로 필터링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정류작업을 거친 근전도 신호는 부위별 

최대 등척성 수축(MVIC) 동안의 근전도 신호에 대한 %수치로 환산하였다. 이

때 MVIC의 측정은 Konrad(2005)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5초간의 등

척성 수축 자료 중 3초 동안의 자료의 peak value를 기준으로 사이클 동작 시 

근전도 값을 표준화하였다. 이후 MVIC의 peak value로 표준화된 각 부위별 근

전도 수치를 적분하여 적분근전도(Integrated EMG) 수치를 계산하였으며, 계산

법은 다음과 같다.

 = 




  ∙ 

*  : 특정 동작구간의 적분시간

*  : 근전도 신호의 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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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식으로 계산된 적분근전도 수치는 본 실험 설계에서 페달링 빈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페달링의 구간별 시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한 

사이클 또는 각 구간별 적분근전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때의 적분근전도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의 누적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처리

1)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서 Qualisys Track Manager(Qualisys Inc.,

Swenden)를 통해 얻은 3차원 공간 좌표 자료 및 지면반력의 자료 처리는 

Visual3D(C-motion inc., USA) 동작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Telemyo

DTS(Noraxon Inc., USA)를 통해 얻은 근전도 자료는 Myoresearch

7.0(Noraxon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

용하여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경기수행능력을 위한 시트튜브 각도를 제

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하지관절각도와 하지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시

간 경과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p< .05),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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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트라이애슬른 에이지그룹 우수 선수 남자 6명을 대상으로 

사이클 페달링 시 외측광근,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사이클 시

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관절각도를 비교하였으며, 각 근육의 적분 근전

도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 및 사이클 주기에 따른 하지근육의 활성정도

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각도변화 비교

페달링 실험은 고정롤러에 장착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실제

로 사용하는 사이클을 이용하며 로드용과 타임트라이얼용을 안장위치를 

조절하여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의 조작적 변인을 만들어 측정

하였다. 페달링 시 관절의 최소각도와 가동범위를 구하여 모든 각도는 

시상면으로 고려하여 크랭크의 가장 높은 각도위치를 상사점 0도 가장 

낮은 위치를 180도로 정의하였다. 분석은 상사점 0도에서 한 바퀴 돌아 

다시 상사점 0으로 돌아오는 것을 1 Cycle로 정의하였다.

1) 하지관절 각도변화 비교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에 따른 하지관절 각

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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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관절각도 비교 (단위: ° )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수준

hip

road(73°) 52.24 3.42

.169 .846TT1(75°) 50.69 6.52

TT2(77°) 50.64 5.79

knee

road(73°) 86.50 4.66

1.478 .259TT1(75°) 81.96 6.73

TT2(77°) 80.81 6.58

ankle

road(73°) 22.01 8.88

.170 .845TT1(75°) 20.33 7.78

TT2(77°) 19.36 7.15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에 따른 하지관절각

(hip, knee, ankle)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

.05)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각도가 하지관절각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엉덩관절 각도변화 비교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에 따른 엉덩관절 각

도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14).

그림 14.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엉덩관절 각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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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엉덩관절의 가동범위는  

Road(로드용) 시트튜브각도가 약간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5).

그림 15.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엉덩관절 가동범위

(2) 무릎관절 각도변화 비교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에 따른 무릎관절 각도 변화는 

유사한 패턴을 그리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그림 16.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무릎관절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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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무릎관절의 가동범위는 

Road(로드용) 시트튜브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TT1(타임트

라이얼용), TT2(타임트라이얼용) 순으로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그림 17.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무릎관절 가동범위

(3) 발목관절 각도변화 비교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에 따른 발목관절 각

도 변화는 시트튜브각도 간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그림 18.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발목관절 각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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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Road, TT1, TT2)에 따른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는 road의 경우 가장 큰 경향을 보였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9).

그림 19.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발목관절 가동범위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지근육의 활성화 비교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별 하지근육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페달

링 수행 시 활성화되는 우측하지의 근육중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앞

으로 미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V

L), 페달을 앞으로 미는 힘을 내는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muscle, B

F)과 외측비복근(Gastrocnemius Lateral muscle, GL),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내는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muscle, TA)의 근전도를 측정 하였

다. 측정은 처음 시작과 10분, 20분, 30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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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별 근활성도

시트튜브 각도별 하지근육의 활성화 비교 결과 외측광근(Vastus lateral

is muscle, VL)과 외측비복근(Gastrocnemius Lateral muscle, GL)에서 유의

한 차이점이 나타났다(표 )(p< .05). 외측광근에서는 TT1(75°)이 13.64 %*

S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Road(73°)가 12.26 %*S, TT2가 8.87 %*S로 

나타났다. 외측비복근에서는 Road(73°)가 13.51 %*S로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TT1(75°)이 11.26 %*S, TT2가 10.44 %*S로 나타났다.

표 3. 시트튜브 각도별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road(73°) TT1(75°) TT2(77°) F P

VLO 12.26 13.64 8.87 8.547 0.001

TIB.ANT. 7.50 8.72 6.67 2.115 0.130

BICEPS FEM. 6.33 4.36 5.09 2.191 0.121

LAT. GASTRO 13.51 11.26 10.44 3.910 0.025

각 하지근육의 시간의 경과(시작 시, 10분, 20분, 30분경과 시)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그림. 20).

표 4. 시트튜브 각도별 시간경과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START 10분 20분 30분

VLO

road(73°) 11.66±4.92 11.57±4.03 13.34±4.85 12.46±4.93

TT1(75°) 14.38±4.57 13.50±2.28 13.05±2.57 13.65±4.31

TT2(77°) 9.58±4.02 10.73±4.61 8.68±3.99 6.51±3.14

TIB.ANT.

road(73°) 7.22±3.00 7.51±2.10 7.92±3.06 7.38±2.34

TT1(75°) 7.61±5.62 7.45±3.05 10.22±4.86 9.62±4.29

TT2(77°) 6.38±2.51 7.05±2.85 6.50±2.36 6.78±3.70

BICEPS

FEM.

road(73°) 6.29±2.93 6.28±4.13 5.69±4.18 7.07±7.96

TT1(75°) 3.34±1.78 4.85±2.20 3.89±1.79 5.34±2.63

TT2(77°) 5.61±1.30 4.90±0.93 5.45±1.48 4.39±1.33

LAT.

GASTRO

road(73°) 12.87±4.68 14.72±5.27 13.56±5.41 12.90±2.70

TT1(75°) 11.16±2.64 11.70±2.58 12.39±3.45 9.80±5.10

TT2(77°) 10.00±4.26 11.15±3.40 11.01±3.31 9.6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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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시트튜브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복근에서는 각도가 증가하면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

측광근의 경우 시트튜브 각도가 75°인 경우에는 73°에 비해 오히려 증가

하였다가 77°에서는 73°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0.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근활성도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경과시간별(처음, 10분경과, 20분경과, 30분경

과) 각 하지근육의 차이는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하여 사후검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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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측광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각도별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p> .05), 30분 경과 후의 TT1과 TT2 조

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표. 5).

표 5.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start

road(73°)
TT1(75°) -2.723 2.610 .940 -9.755 4.308

TT2(77°) 2.083 2.610 1.000 -4.948 9.115

TT1(75°)
road(73°) 2.723 2.610 .940 -4.308 9.755

TT2(77°) 4.807 2.610 .256 -2.225 11.838

TT2(77°)
road(73°) -2.083 2.610 1.000 -9.115 4.948

TT1(75°) -4.807 2.610 .256 -11.838 2.225

10분

road(73°)
TT1(75°) -1.927 2.179 1.000 -7.795 3.942

TT2(77°) .843 2.179 1.000 -5.025 6.712

TT1(75˚)
road(73°) 1.927 2.179 1.000 -3.942 7.795

TT2(77°) 2.770 2.179 .669 -3.098 8.638

TT2(77°)
road(73°) -.843 2.179 1.000 -6.712 5.025

TT1(75°) -2.770 2.179 .669 -8.638 3.098

20분

road(73°)
TT1(75°) .287 2.263 1.000 -5.808 6.382

TT2(77°) 4.652 2.263 .173 -1.443 10.747

TT1(75°)
road(73°) -.287 2.263 1.000 -6.382 5.808

TT2(77°) 4.365 2.263 .219 -1.730 10.460

TT2(77°)
road(73°) -4.652 2.263 .173 -10.747 1.443

TT1(75°) -4.365 2.263 .219 -10.460 1.730

30분

road(73°)
TT1(75°) -1.185 2.421 1.000 -7.706 5.336

TT2(77°) 5.958 2.421 .079 -.563 12.480

TT1(75°)
road(73°) 1.185 2.421 1.000 -5.336 7.706

TT2(77°) 7.143* 2.421 .030 .622 13.665

TT2(77°)
road(73°) -5.958 2.421 .079 -12.480 .563

TT1(75°) -7.143* 2.421 .030 -13.665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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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경골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각도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표. 6).

표 6.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start

road(73°)
TT1(75°) -.398 2.282 1.000 -6.545 5.749

TT2(77°) .838 2.282 1.000 -5.309 6.985

TT1(75°)
road(73°) .398 2.282 1.000 -5.749 6.545

TT2(77°) 1.237 2.282 1.000 -4.910 7.384

TT2(77°)
road(73°) -.838 2.282 1.000 -6.985 5.309

TT1(75°) -1.237 2.282 1.000 -7.384 4.910

10분

road(73°)
TT1(75°) .062 1.556 1.000 -4.129 4.252

TT2(77°) .460 1.556 1.000 -3.731 4.651

TT1(75°)
road(73°) -.062 1.556 1.000 -4.252 4.129

TT2(77°) .398 1.556 1.000 -3.792 4.589

TT2(77°)
road(73°) -.460 1.556 1.000 -4.651 3.731

TT1(75°) -.398 1.556 1.000 -4.589 3.792

20분

road(73°)
TT1(75°) -2.308 2.070 .847 -7.883 3.267

TT2(77°) 1.417 2.070 1.000 -4.158 6.992

TT1(75°)
road(73°) 2.308 2.070 .847 -3.267 7.883

TT2(77°) 3.725 2.070 .276 -1.850 9.300

TT2(77°)
road(73°) -1.417 2.070 1.000 -6.992 4.158

TT1(75°) -3.725 2.070 .276 -9.300 1.850

30분

road(73°)
TT1(75°) -2.240 2.043 .870 -7.743 3.263

TT2(77°) .602 2.043 1.000 -4.901 6.105

TT1(75°)
road(73°) 2.240 2.043 .870 -3.263 7.743

TT2(77°) 2.842 2.043 .554 -2.661 8.345

TT2(77°)
road(73°) -.602 2.043 1.000 -6.105 4.901

TT1(75°) -2.842 2.043 .554 -8.345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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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퇴이두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각도별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표. 7).

표 7.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start

road(73°)
TT1(75°) 2.945 1.224 .088 -.352 6.242

TT2(77°) .683 1.224 1.000 -2.614 3.980

TT1(75°)
road(73°) -2.945 1.224 .088 -6.242 .352

TT2(77°) -2.262 1.224 .253 -5.559 1.035

TT2(77°)
road(73°) -.683 1.224 1.000 -3.980 2.614

TT1(75°) 2.262 1.224 .253 -1.035 5.559

10분

road(73°)
TT1(75°) 1.428 1.593 1.000 -2.862 5.719

TT2(77°) 1.372 1.593 1.000 -2.919 5.662

TT1(75°)
road(73°) -1.428 1.593 1.000 -5.719 2.862

TT2(77°) -.057 1.593 1.000 -4.347 4.234

TT2(77°)
road(73°) -1.372 1.593 1.000 -5.662 2.919

TT1(75°) .057 1.593 1.000 -4.234 4.347

20분

road(73°)
TT1(75°) 1.795 1.593 .833 -2.497 6.087

TT2(77°) .237 1.593 1.000 -4.056 4.529

TT1(75°)
road(73°) -1.795 1.593 .833 -6.087 2.497

TT2(77°) -1.558 1.593 1.000 -5.851 2.734

TT2(77°)
road(73°) -.237 1.593 1.000 -4.529 4.056

TT1(75°) 1.558 1.593 1.000 -2.734 5.851

30분

road(73°)
TT1(75°) 1.732 2.828 1.000 -5.886 9.350

TT2(77°) 2.677 2.828 1.000 -4.941 10.295

TT1(75°)
road(73°) -1.732 2.828 1.000 -9.350 5.886

TT2(77°) .945 2.828 1.000 -6.673 8.563

TT2(77°)
road(73°) -2.677 2.828 1.000 -10.295 4.941

TT1(75°) -.945 2.828 1.000 -8.563 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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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측비복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각도별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표. 8).

표 8.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start

road(73°)
TT1(75°) 1.712 2.286 1.000 -4.446 7.870

TT2(77°) 2.872 2.286 .685 -3.286 9.030

TT1(75°)
road(73°) -1.712 2.286 1.000 -7.870 4.446

TT2(77°) 1.160 2.286 1.000 -4.998 7.318

TT2(77°)
road(73°) -2.872 2.286 .685 -9.030 3.286

TT1(75°) -1.160 2.286 1.000 -7.318 4.998

10분

road(73°)
TT1(75°) 3.012 2.262 .609 -3.081 9.104

TT2(77°) 3.568 2.262 .406 -2.524 9.661

TT1(75°)
road(73°) -3.012 2.262 .609 -9.104 3.081

TT2(77°) .557 2.262 1.000 -5.536 6.649

TT2(77°)
road(73°) -3.568 2.262 .406 -9.661 2.524

TT1(75°) -.557 2.262 1.000 -6.649 5.536

20분

road(73°)
TT1(75°) 1.167 2.408 1.000 -5.320 7.653

TT2(77°) 2.552 2.408 .918 -3.935 9.038

TT1(75°)
road(73°) -1.167 2.408 1.000 -7.653 5.320

TT2(77°) 1.385 2.408 1.000 -5.101 7.871

TT2(77°)
road(73°) -2.552 2.408 .918 -9.038 3.935

TT1(75°) -1.385 2.408 1.000 -7.871 5.101

30분

road(73°)
TT1(75°) 3.098 2.123 .495 -2.620 8.816

TT2(77°) 3.277 2.123 .431 -2.441 8.995

TT1(75°)
road(73°) -3.098 2.123 .495 -8.816 2.620

TT2(77°) .178 2.123 1.000 -5.540 5.896

TT2(77°)
road(73°) -3.277 2.123 .431 -8.995 2.441

TT1(75°) -.178 2.123 1.000 -5.896 5.540



- 36 -

2) 페달링 구간별 근활성도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을 페달링 시 관절의 최소각도와 

가동범위를 구하고, 모든 각도는 시상면으로 고려하여 크랭크의 가장 높

은 각도위치를 상사점 0도 가장 낮은 위치를 180도로 정의하고 이를 기

준으로 페달의 위치를 확인하여 P1(0∼90°), P2(90∼180°), P3(180∼240°),

P4(240∼360°)로 설정하였다. 하지근육은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앞으

로 미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측광근, 페달을 앞으로 미는 힘을 내

는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 페달을 뒤로 당기는 힘을 내는 전경골근 

으로 설정하고 각도에 따른 구간별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전경골근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표. 9)(그림. 10).

표 9.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하지근육의 활성화 비교 (단위: %*S )

Phase
P1

(0∼90°)

P2

(90∼180°)

P3

(180∼240°)

P4

(240∼360°)
F P

VLO 3.81 3.43 2.48 4.06 20.395 0.001

TIB.ANT. 4.13 3.44 3.97 3.50 0.547 0.652

BICEPS FEM. 4.57 5.62 1.78 2.64 9.230 0.001

LAT. GASTRO 2.28 3.05 2.20 2.58 12.350 0.001

외측광근은 P4에서 4.06 %*S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P1에서 3.81 %*S,

P2에서 3.43 %*S, P3에서 2.48 %*S로 나타났다. 대퇴이두근은 P2에서 5.6

2 %*S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P1에서 4.57 %*S, P4에서 2.64 %*S, P3에서 

1.78 %*S로 나타났다. 외측비복근은 P2에서 3.05 %*S로 가장 크게 나타

났고, P4에서 2.58 %*S, P1에서 2.28 %*S, P3에서 2.20 %*S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지근육의 시간의 경과(시작 시, 10분, 20분, 30분경과 시)에 

따른 시트튜브 각도별 페달링 구간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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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트튜브 각도별 페달링 구간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단위: %*S )

　 0°~90° 90°~180° 180°~240° 240°~360°

VLO

road(73°) 6.246±3.10 1.572±0.92 1.392±1.24 3.048±1.65

TT1(75°) 1.910±0.84 1.479±0.47 1.840±1.23 2.276±1.11

TT2(77°) 1.957±1.58 2.411±1.58 0.865±0.69 1.099±1.57

TIB.ANT.

road(73°) 2.900±1.25 4.683±1.58 4.028±1.23 1.900±1.69

TT1(75°) 6.907±3.07 2.027±1.57 0.877±0.97 3.833±3.46

TT2(77°) 2.184±1.53 2.280±2.50 2.347±1.89 1.913±0.59

BICEPS

FEM.

road(73°) 1.332±1.31 1.912±0.95 0.593±0.35 0.518±0.43

TT1(75°) 2.197±1.96 4.389±1.69 3.068±1.99 1.609±0.89

TT2(77°) 5.362±3.48 1.268±0.78 0.433±0.55 1.811±2.25

LAT.

GASTRO

road(73°) 1.545±0.74 1.042±0.47 1.923±1.64 2.165±0.96

TT1(75°) 1.329±0.82 2.512±1.15 0.743±0.30 0.505±0.45

TT2(77°) 1.675±1.25 4.044±1.27 3.481±1.85 1.243±0.95

그림 21. 페달링 구간별 근활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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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P1(0∼90°), P2(90∼180°), P3(180∼240°),

P4(240∼360°)) 각 하지근육의 차이는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하여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측광근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P4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1)(P<

.05).

표 11.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페달링 구간별 외측광근의 근활성도 비교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

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P1

(0∼90°)

road(73°)
TT1(75°) 4.673* 1.154 .001 2.213 7.134

TT2(77°) 4.857* 1.154 .001 2.396 7.317

TT1(75°)
road(73°) -4.673* 1.154 .001 -7.134 -2.213

TT2(77°) .183 1.154 .876 -2.277 2.644

TT2(77°)
road(73°) -4.857* 1.154 .001 -7.317 -2.396

TT1(75°) -.183 1.154 .876 -2.644 2.277

P2

(90∼180°)

road(73°)
TT1(75°) -3.862* 1.275 .008 -6.580 -1.143

TT2(77°) 1.020 1.275 .436 -1.698 3.738

TT1(75°)
road(73°) 3.862* 1.275 .008 1.143 6.580

TT2(77°) 4.882* 1.275 .002 2.163 7.600

TT2(77°)
road(73°) -1.020 1.275 .436 -3.738 1.698

TT1(75°) -4.882* 1.275 .002 -7.600 -2.163

P3

(180∼240°)

road(73°)
TT1(75°) -2.957 1.668 .097 -6.512 .599

TT2(77°) -4.483* 1.668 .017 -8.039 -.928

TT1(75°)
road(73°) 2.957 1.668 .097 -.599 6.512

TT2(77°) -1.527 1.668 .375 -5.082 2.029

TT2(77°)
road(73°) 4.483* 1.668 .017 .928 8.039

TT1(75°) 1.527 1.668 .375 -2.029 5.082

P4

(240∼360°)

road(73°)
TT1(75°) .837 .816 .322 -.903 2.576

TT2(77°) -.543 .816 .516 -2.283 1.196

TT1(75°)
road(73°) -.837 .816 .322 -2.576 .903

TT2(77°) -1.380 .816 .112 -3.120 .360

TT2(77°)
road(73°) .543 .816 .516 -1.196 2.283

TT1(75°) 1.380 .816 .112 -.360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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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경골근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전 구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표. 12).

표 12.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페달링 구간별 전경골근의 근활성도 비교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

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P1

(0∼90°)

road(73°)
TT1(75°) .432 .521 .420 -.679 1.542

TT2(77°) .072 .521 .892 -1.039 1.182

TT1(75°)
road(73°) -.432 .521 .420 -1.542 .679

TT2(77°) -.360 .521 .500 -1.470 .750

TT2(77°)
road(73°) -.072 .521 .892 -1.182 1.039

TT1(75°) .360 .521 .500 -.750 1.470

P2

(90∼180°)

road(73°)
TT1(75°) .092 1.044 .931 -2.133 2.316

TT2(77°) -.003 1.044 .997 -2.228 2.221

TT1(75°)
road(73°) -.092 1.044 .931 -2.316 2.133

TT2(77°) -.095 1.044 .929 -2.319 2.129

TT2(77°)
road(73°) .003 1.044 .997 -2.221 2.228

TT1(75°) .095 1.044 .929 -2.129 2.319

P3

(180∼240°)

road(73°)
TT1(75°) .433 .706 .549 -1.072 1.939

TT2(77°) .803 .706 .273 -.702 2.309

TT1(75°)
road(73°) -.433 .706 .549 -1.939 1.072

TT2(77°) .370 .706 .608 -1.135 1.875

TT2(77°)
road(73°) -.803 .706 .273 -2.309 .702

TT1(75°) -.370 .706 .608 -1.875 1.135

P4

(240∼360°)

road(73°)
TT1(75°) -.880 .652 .197 -2.271 .511

TT2(77°) -1.125 .652 .105 -2.516 .266

TT1(75°)
road(73°) .880 .652 .197 -.511 2.271

TT2(77°) -.245 .652 .713 -1.636 1.146

TT2(77°)
road(73°) 1.125 .652 .105 -.266 2.516

TT1(75°) .245 .652 .713 -1.146 1.636

(3) 대퇴이두근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P3(1

80~240°), P4(240~36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표. 13). P3(1

80∼240°)에서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는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Road(73°)(로드용), TT1(75°)(타임트라

이얼용) 순으로 나타났다. P4(240~360°)에서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는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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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73°)(로드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1(75°)(타임트

라이얼용), TT2(77°)(타임트라이얼용)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페달링 구간별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 비교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

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P1

(0∼90°)

road(73°)
TT1(75°) -.453 .780 .570 -2.115 1.209

TT2(77°) 1.090 .780 .182 -.572 2.752

TT1(75°)
road(73°) .453 .780 .570 -1.209 2.115

TT2(77°) 1.543 .780 .066 -.119 3.205

TT2(77°)
road(73°) -1.090 .780 .182 -2.752 .572

TT1(75°) -1.543 .780 .066 -3.205 .119

P2

(90∼180°)

road(73°)
TT1(75°) -.233 .753 .761 -1.839 1.373

TT2(77°) -.813 .753 .297 -2.419 .793

TT1(75°)
road(73°) .233 .753 .761 -1.373 1.839

TT2(77°) -.580 .753 .453 -2.186 1.026

TT2(77°)
road(73°) .813 .753 .297 -.793 2.419

TT1(75°) .580 .753 .453 -1.026 2.186

P3

(180∼240°)

road(73°)
TT1(75°) .075 .330 .823 -.629 .779

TT2(77°) -.735* .330 .042 -1.439 -.031

TT1(75°)
road(73°) -.075 .330 .823 -.779 .629

TT2(77°) -.810* .330 .027 -1.514 -.106

TT2(77°)
road(73°) .735* .330 .042 .031 1.439

TT1(75°) .810* .330 .027 .106 1.514

P4

(240∼360°)

road(73°)
TT1(75°) 1.767* .423 .001 .864 2.669

TT2(77°) 2.008* .423 .000 1.106 2.911

TT1(75°)
road(73°) -1.767* .423 .001 -2.669 -.864

TT2(77°) .242 .423 .577 -.661 1.144

TT2(77°)
road(73°) -2.008* .423 .000 -2.911 -1.106

TT1(75°) -.242 .423 .577 -1.144 .661

(4) 외측비복근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P1

(0~90°), P2(90~180°), P3(180~240°)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p< .05). P1(0∼9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는 TT1(75°)(타임트라이

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2(77°)(타임트라이얼용),

Road(73°)(로드용) 순으로 나타났다. P2(90∼18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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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는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Road(73°)(로드용) 순으로 나타났다. P4(24

0~36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는 Road(73°)(로드용)에서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TT2(77°)(타임트라이

얼용)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페달링 구간별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 비교

평균

차이

표준

오류

유의

수준

차분의95%신뢰구간

하한 상한

P1

(0~90°)

road(73°)
TT1(75°) -1.782* .789 .039 -3.463 -.101

TT2(77°) -1.127 .789 .174 -2.808 .554

TT1(75°)
road(73°) 1.782* .789 .039 .101 3.463

TT2(77°) .655 .789 .419 -1.026 2.336

TT2(77°)
road(73°) 1.127 .789 .174 -.554 2.808

TT1(75°) -.655 .789 .419 -2.336 1.026

P2

(90~180°)

road(73°)
TT1(75°) -.295 1.031 .779 -2.493 1.903

TT2(77°) -2.488* 1.031 .029 -4.687 -.290

TT1(75°)
road(73°) .295 1.031 .779 -1.903 2.493

TT2(77°) -2.193 1.031 .050 -4.392 .005

TT2(77°)
road(73°) 2.488* 1.031 .029 .290 4.687

TT1(75°) 2.193 1.031 .050 -.005 4.392

P3

(180~240°)

road(73°)
TT1(75°) 1.460 .838 .102 -.325 3.245

TT2(77°) 1.395 .838 .117 -.390 3.180

TT1(75°)
road(73°) -1.460 .838 .102 -3.245 .325

TT2(77°) -.065 .838 .939 -1.850 1.720

TT2(77°)
road(73°) -1.395 .838 .117 -3.180 .390

TT1(75°) .065 .838 .939 -1.720 1.850

P4

(240~360°)

road(73°)
TT1(75°) .565 .812 .497 -1.165 2.295

TT2(77°) 2.802* .812 .004 1.071 4.532

TT1(75°)
road(73°) -.565 .812 .497 -2.295 1.165

TT2(77°) 2.237* .812 .015 .506 3.967

TT2(77°)
road(73°) -2.802* .812 .004 -4.532 -1.071

TT1(75°) -2.237* .812 .015 -3.967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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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TT)용 바이크를 이용하여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경기수행능력을 위한 시트튜브 각도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에 트라이애슬른 에이지그룹 우수선수 6명을 대상으로 사이클 

페달링 시 외측광근,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의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단계별 하지관절각도의 비교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근육

의 하지근육의 활성화정도를 알아보았다.

사이클의 페달링운동은 하지근력의 굴곡과 신전에 의한 기계적인 주

기 운동으로서, 페달에 작용되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사이클의 주요 

경기력은 체력적인 요인 외 장비와 인체간의 조화로서, 안장의 높이와 

경사도, 크랭크의 길이, 기어의 수 그리고 자전거의 특성 등이 있다. 이

러한 요인들은 하지근력에 의한 관절의 모멘트, 순간적 일률 그리고 에

너지 변화 등 역학적인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사이클의 페달에 작용

되는 힘의 측정에 의한 운동방정식의 유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이창

섭, 홍성표 & 이순호, 1998; 김요한, 2010)

시트튜브의 각도는 페달링 포지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트 튜

브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고속 페달링이 어려워지고 평지주행성도 떨어지

는 반면, 시트튜브각도가 커질수록 고속 페달링이 가능해지지만 오랜 시

간 페달링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트 튜브의 

각도에 따른 하지근력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여 정량화 하고, 적절한 시트 

튜브의 각도를 설정하여 경기력 수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Stutzman & William(1959)은 무릎관절의 신전력에 있어서, 무릎이 완전

히 펴진 상태의 무릎각이 0°라면 60°도의 무릎각에서 가장 큰 등척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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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페달링운동에서 최대 수직힘을 발휘하는 

크랭크 위상이 110° 전후(Hull & Jorge, 1985)로서, 등척성 운동에서 무릎

의 모멘트가 최대로 나타난 무릎각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로드용 바이크(73°)와 타임트라이얼(TT1-75°, TT2-77°)의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관절각도(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변화

는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 .05)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각도가 하지관절각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임트라이얼용 바이크 TT1(75°), TT2(77°)를 

이용한 사이클 페달링 시 각도변화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드용 

바이크(73°)를 이용한 사이클링을 했을 때보다 엉덩관절과 발목관절의 

각도 변화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릎관절의 각도 변화는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Ryschon&Stray-Gunderson(1990)은 효율적인 사이클 페달링을 

위해서는 대퇴의 굴근과 신근의 근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대의 근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잡았을 때 힘과 몸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요한 2010). 또한, 바이시클라이프(2006)

에서 올바른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는 힘주는 포인트를 파악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3시 위치에서 가장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랭크가 1~3

시 사이에 있을 때만 페달을 밟고 상사점과 하사점에서는 힘을 넣지 않

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로드용 바이크(73°)와 타임트라이얼(TT1-75°, TT2-77°) 바이

크의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시트 타입별(Road-73°, TT1-75°, TT2-77°), 구

간별(P1(0∼90°), P2(90∼180°), P3(180∼240°), P4(240∼360°)) 근육의 활성

화 비교결과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VL)과 외측비복근(Gastrocne

mius Lateral muscle, GL)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나타났다(p< .05).

공성아(2008)는 자전거 페달링 시 페달을 내릴 때 96%, 페달을 들어 

올릴 때 나머지 4%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의

한 양상을 보였다. 외측광근에서는 TT1(75°)이 13.64 %*S로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고, Road(73°)가 12.26 %*S, TT2가 8.87 %*S로 나타났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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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2010)은 외측광근을 포함한 슬관절 신근군(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

광근)이 자전거 페달링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nech, 1993)는 것

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하면서 외측광근이 자전거 페

달링의 보다 확실한 주동근 임을 밝혀 주었다. 이에 시트튜브 각도차이

에 따른 외측광근의 활성화 비교는 최적의 경기력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Ericson(1986)

은 자전거 운동 중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다른 모든 근육들의 적분 근전

도가 증가 하지만 비복근의 적분 근전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Marsh(1995)는 비복근이 페달링 속도가 증가 할때 비로소 근활동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외측 비복근에서는 Road(73°)가 13.51 %*S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T1(75°)이 11.26 %*S, TT2가 10.44 %*S

로 나타났다.

Ericson(1986)은 사이클 페달링 주기 중 페달을 내리는 구동국면(power

phase of the cycle)인가 아니면 페달을 올리는 국면(latter phase of the cyc

le)인가에 따라서 근력고 토크도 다르며 국면에 따라 동원되는 근육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클 페달링 시 외측광근은 

페달을 뒤로 올리는 국면에서 신전(stretch) 되었다가 페달을 앞으로 내리

는 국면으로 연결되면서 수축(shortening)되며 비복근은 페달을 앞으로 내

릴 때 신전되었다가 약 104° 지점 후에 수축하는 양상을 보여 페달링 시 

근육동원은 신전-수축 주기(stretch-shortneing cycle)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근 활성도는 전경골근을 

제외한 근육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p< .05), 외측광근은 P4

(240~360°)에서 4.06 %*S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P1(0~90°)에서 3.81 %*S,

P2(90∼180°)에서 3.43 %*S, P3(180∼240°)에서 2.48 %*S로 나타났다. 대

퇴이두근은 P2(90∼180°)에서 5.62 %*S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P1(0~90°)

에서 4.57 %*S, P4(240~360°)에서 2.64 %*S, P3(180∼240°)에서 1.78 %*S

로 나타났다. 외측비복근은 P2(90∼180°)에서 3.05 %*S로 가장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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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P4(240~360°)에서 2.58 %*S, P1(0~90°)에서 2.28 %*S, P3(180∼240°)

에서 2.20 %*S로 나타났다.

P1(0∼90°)에서 외측광근의 근활성도는 Road(73°)(로드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TT2(77°)(타임트라

이얼용) 순으로 나타났다. P2(90∼180°)에서 외측광근의 근활성도는 TT1

(75°)(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Road(73°)

(로드용), TT2(77°)(타임트라이얼용) 순으로 나타났다. P3(180∼240°)에서 

외측광근의 근활성도는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Road(73°)(로드용) 순으로 나

타났다.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P3(1

80~240°), P4(240~36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P< .05). P3(180

∼240°)에서 대퇴이두근의 근활성도는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Road(73°)(로드용), TT1(75°)(타임트라이

얼용) 순으로 나타났다. 김요한(2010)은 안장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보

다 수평적인 힘의 요구가 커지게 되고 수평적인 힘을 발휘 할 시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대퇴사두근 및 대퇴이두근의 근 활동량이 커지리

라 사료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페달

을 끌어올릴 때 대퇴이두근이 가장 많은 근활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구간별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 비교 결과 P1

(0~90°), P2(90~180°), P3(180~240°)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P1(0∼9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는 TT1(75°)(타임트라이얼

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2(77°)(타임트라이얼용), R

oad(73°)(로드용) 순으로 나타났다. P2(90∼18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

성도는 TT2(77°)(타임트라이얼용)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Road(73°)(로드용) 순으로 나타났다. P4(24

0~360°)에서 외측비복근의 근활성도는 Road(73°)(로드용)에서 가장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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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TT1(75°)(타임트라이얼용), TT2(77°)(타임트라이

얼용)순으로 나타났다.

Avela, Komi, Kuitunen & Kyrolainen(2006)은 강도 높은 사이클링 훈련 

시 하퇴 삼두근의 효율적인 근활동 조율은 대사적 피로의 발생을 지연시

킬 것이라 하였다(김요한, 2010). Raasch(1999)는 사이클 운동은 대퇴, 무

릎, 발목의 교대적인 굴곡과 신전 움직임이 요구되고 길항근의 교대적인 

근육 활성을 가지게 되는 순환적인 다리운동과 과제 지향적 보행 중재는 

보행과제의 운동학적인 패턴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Kyröläinen & Komi(2002)는 러닝 동작 시 발목과 무릎관절 신전근은 

발이 지면에 닿기 전 높은 강성을 생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엉

덩관절의 신전근은 러닝 스피드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것들은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사이클링에 뒤이어 이뤄지는 

러닝을 하기 위한 근육의 전략적 사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

준다. Sasaki & Neptune(2006)는 걷기와 러닝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러닝에서 걷기에 비해 추진에 대한 기여가 감소하

는 대신 몸을 지탱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가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으나, Hamner, Seth & Delp(2010)는 근골격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비복근 등의 발목관절 저측굴곡근이 지지구간의 말기에 

몸의 지탱과 추진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기여한다고 보고하여 Sasaki &

Neptune(2006)등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퇴사두근의 

경우는 오히려 지지구간 초기에 신체중심을 감속시키며, 대신 지탱을 위

해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퇴

사두근 또는 비복근 등의 종아리 근육은 러닝 시 추진과 지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러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TT형 바이크의 경우 비복근의 활성도가 증가한 대신 대퇴사두근의 근활

성도가 증가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복근의 근활성을 줄이고 대신 

대퇴사두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T형 바이크를 사용하는 것 

즉, 시트튜브 각도를 높이는 전략은 이후의 러닝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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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트튜브 각도가 일반적인 TT형 바이크보다 큰 77°

인 경우에는 오히려 외측광근과 비복근의 근활성도 모두가 작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페달링의 0°~90°구간과 240°~360°구간에서 차

이를 보였다. 이들 구간은 발을 앞으로 차는 구간으로 시트튜브 각도가 

크랭크와 시트의 상대위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해당 근육의 활성도를 감

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시트튜브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랭크와 시트의 

상대적 위치는 수직에 가까워져 체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활성도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근활성도가 감소함을 

보여 장기간 경기 시 시트튜브 각도가 해당 근육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주동근인 외측광근과 비복근 대신 협응근의 활성 또는 엉

덩관절의 기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근육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근육 및 관절의 기여도 변

화에 따른 효율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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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철인3종경기의 세 가지 종목 중 유일하게 사이클경기는 기계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경주를 하게 되며, 선수의 체형이나 체력조건에 최적화

된 장비의 적용이 포함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경기인 마라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뿐만 아

니라 완주의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이클 페달링 시

에 발생하는 에너지는 최적의 운동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선수들은 페달

에 전달되는 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전거 프레임의 사이즈와 각

도, 안장높이 및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피팅(fiting)이 사용된다. 피팅은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페달링 자세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근육사용과 최

적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페달링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경기에 주로 사용되는 로드용 바이크와 타임트라이얼

(TT)용 바이크를 이용하여 같은 부하와 속도로 페달링을 할 경우 시트튜

브 각도에 따른 하지의 관절각도 변화 및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상대적

으로 비교함으로써, 시트튜브 각도가 철인3종경기의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명의 에이지그룹 우수선수들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트튜브 각도가 각각 다른 로드 및 타임트라이얼용 

자전거를 고정롤러에 장착한 후 사이클의 안장 위치 조절을 통해 시트튜

브각도의 조작적 변인을 만들어 비교측정을 하였다. 30분간의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속도인 90rpm 유지하였고, 타이어 압력은 120psi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페달링 동작 시 3차원 광학식 동작분석 장비를 이

용하여 운동학적 변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근전도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VL), 대퇴이두근(Biceps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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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s muscle, BF)과 외측비복근(Gastrocnemius Lateral muscle, GL),  전경

골근(Tibialis Anterior muscle, TA)의 근 활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관절 각도 변화 비교 결과 

로드용 바이크(73°)와 타임트라이얼(TT1-75°, TT2-77°)의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하지관절각도(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변화는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 .05)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각도가 하지관절각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타임트라이얼용 바이크 TT1(75°), TT2(77˚)를 이용한 

사이클 페달링 시 각도변화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드용 바이크

(73°)를 이용한 사이클링 페달링을 했을 때보다 엉덩관절과 발목관절의 

각도 변화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릎관절의 각도 변화는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지근육의 활성화 비교 결과 시트 튜

브 타입별 근활성도는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VL)과 외측비복

근(Gastrocnemius Lateral muscle, GL)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나타났다(p< 

.05). 외측광근에서는 TT1(75°)이 13.64 %*S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Road(73°)가 12.26 %*S, TT2가 8.87 %*S로 나타났다. 외측비복근에서는 

Road(73°)가 13.51 %*S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T1(75°)이 

11.26 %*S, TT2가 10.44 %*S로 나타났다. 또한, TT2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측광근의 근활성도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사이

클 시트튜브 각도에 따른 페달링 구간별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전경골

근을 제외한 외측광근,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 페달링 시 시트튜브 각도가 하지관절 각도에는 큰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지근육의 활성도를 

시트튜브 각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외측광근과 외측비복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측 광근은 TT1(75°) 바이크를 이용했을 때,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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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복근은 Road(73°) 바이크를 이용했을 때 가장 많은 근활성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복근 등의 종아리 근육은 러닝 시 추진

과 지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러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복근의 근활성을 줄이고 대신 대퇴사두근을 적극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튜브의 각도를 높이는 것은 러닝을 위해 효

과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 TT형 바이크보다 시트튜브 

각도가 큰 77°의 경우 외측광근과 비복근 모두 근활성도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근활성도가 감소함

을 보여 장기간 경기 시 해당 근육의 피로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사이클 페달링 시 크랭크 각도에 따른 구간별 근활성도를 

비교 해본 결과 전경골근을 제외한 외측광근,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

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페달링 동작 시 외측광근과, 대퇴이두근,

외측비복근의 효율적인 근활동 조율을 통해 대사적 피로의 발생을 지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이클 시트튜브 각도가 사이클뿐만 아니라 

이후 러닝의 효율에 영향을 주어 철인3종경기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추후 사이클과 러닝을 연계한 분석을 통해 자전거의 구조적 변화

가 실제 러닝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엉덩

관절의 기여 및 다양한 협응근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라이더에게 사이클경기뿐

만 아니라 이후 러닝종목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피팅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트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사이클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기에 적합한 바이크 제

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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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Joint Angle and Muscle Activation Level

in Triathlon Cycling Event in Accordance with

the Seat-Tube Angle

Jeong, Woon-ja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riathlon tournament involves three types of events

(swimming-cycling-marathon) in which the cycling portion is the only event

where the race is per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man and

machine. Therefore, one of the strategies to win involves applying

optimized equipment to the body as well as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triathlete. In particular, as the last portion of the tournament involves

marathon, triathletes are pushed to their limits. Thus, maintaining one's

physical condition is an important factor not only to win but to complete

the race as well.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effect of different seat-tube angles of Road Bikes (73˚) and

Time-Trial Bikes (TT1- 75˚, TT2- 77˚) on the lower extremity muscle

activation and joint angl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ix

healthy elite triathletes were recruited. Prior to each test, bikes with different

seat-tube angle were mounted on the bicycle roller and were firmly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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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ree dimensional optical motion analysis system and EMG system were

us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pedaling motions and lower extremity

muscle activation levels.

No significant effect on joint angle was observed when pedaling with

different seat tube angle. However, when comparing the muscle activation

level in different seat-tube angle over a lapse of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vastus lateralis and gastrocnemius lateralis with higher

activation of the vastus lateralis and gastrocnemius lateralis while cycling on

TT1 (75˚) and Road (73˚) bikes respectively. As no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running calf muscles such as the gastrocnemius play an important

role for both propulsion and support. Hence, it was confirmed that increasing

the seat-tube angle w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reducing the activity

of gastrocnemius while increasing the activating on quadriceps muscles.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muscle activity in each phase of pedaling

excluding tibialis anterio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vastus

lateralis, biceps femoris and gastrocnemius lateralis. Hence, effective

coordination of muscles such as vastus lateralis, biceps femoris and

gastrocnemius lateralis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when cycling for

delaying the occurrence of metabolic fatigue along with proper use of tibialis

anterior that showed a tendency of lower activation.

In conclusion, the quantitative data obtained through the study will allow

triathletes to consider further detailed fitting of their bikes for optimizing

their performance. In the future, studies on various structural aspects

including the seat-tube as well as research on appropriate bikes for different

cycling events a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both for enhancing athlete

performance as well as for assisting in producing these optimized b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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