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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등척성 무릎 발생 시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가

최대 자발적 토크 생성에 미치는 영향

김 종 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등척성 무릎 토크 발생 시 사전활성화의 크기

와 지속 시간에 따른 최대 자발적 토크 발현 원리의 규명하는 것

에 있다. 사전활성화 크기 조건은 세 가지(32 Nm, 64 Nm, 96

Nm), 사전활성화 유지시간 조건은 두 가지(1초, 3초)로 나눈 뒤

이를 조합하여 6가지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6축 힘 & 토크 센서와

EMG 센서를 사용하여 힘과 EMG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그 결과

최대 자발적 토크는 상대적으로 크고 빠르게(96 Nm, 3초) 사전활

성화를 했을 때 가장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

로 상대적으로 크로 빠르게(96 Nm, 3초) 사전활성화를 했을 때 주

동근, 특히 내측광근의 적분 근전도(iEMG)가 가장 증가하였고, 동

시 수축 지수(Co-Contraction Index)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전활성화 이후 최대 자발적 토크

까지의 토크 생성 속도는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고 빠른 사전활성화 유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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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신전 동작의 주동근이라 할 수 있는 내측광근 활성도의 증가

와 이로 인한 동시 수축 지수의 감소를 통해 최대 자발적 토크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근 활성은 토크 생

성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최대 자발적 토크, 사전활성화, 적분 근전도, 토크 생성 속

도, 동시 수축 지수

학 번 : 2018-2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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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 내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힘을 생성한다. 골격근은 많은 근육 섬유(muscle

fiber)들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섬유에는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된 수많은 근육 원섬유(myofibril) 들이 포함되어 있다. Huxley and

Hanson (1954)의 연구에서 근세사활주설(sliding filament theory)이 제

기되었고 현재까지 근수축 원리로 대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수축은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CNS)가 운동 뉴런(motor neuron)에

명령(command)을 전달하고, 운동 뉴런은 이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하여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작용으로 인해 근수축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스포츠 상황에서 근수축을 통해 최대 힘 또는 토크를

생성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유용하게 활용된다. 노화로 인한 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권장되며(Pollock et

al., 1998; Robinson, Gordon, Wallentine, & Visio, 2004), 운동 경기 중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훈련을 통한 최대 근력의 향상이 요구되

기도 한다(Stone et al., 2003).

이러한 최대 자발적 힘 또는 토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의 환경에

변화 또는 신체에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적절한 훈련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왔다. 한 연구에서는 시각과 음성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과 허벅지 뒤 근육(hamstring)이 생성하는 최대 토크는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Campenella, Mattacola, & Kimura, 2000). 다른 연구에

서는 밸런스 트레이닝을 통해 최대 자발적 토크가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Heitkamp et al., 2001; Myer et al.,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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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접촉 감각을 임의로 마비시켰을 때 개별 손가락의 힘 값뿐만 아니

라 네 손가락의 최대 자발적 힘 값 또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Shim et

al., 2012). Lindahl, Movin, and Ringqvist (1969)의 연구에서는 무릎 관

절의 각도가 120°일 때 등척성 무릎 신전 시 가장 큰 힘을 생성함을 밝

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의 온도가 약 40도까지 상승하였을 때, 관

절 부위에서 같은 속도로 부하에 저항하는 등속성 무릎 신전(isokinetic

knee extension)에서 최대 토크도 함께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Bergh &

Ekblom, 1979).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인체 시스템 내부의

성질(internal property)을 변형시켜 장, 단기적 처치의 효과를 통해 힘

또는 토크 값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가 존재한다. 반면, 어

떠한 처치를 통한 시스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힘 또는 토크 값을 증가

시키는 방법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근육은 항상 외부 하중에 대항하여 등척성, 등장성 등의 근수

축 작용을 통해 힘을 생성하며, 외부 하중에 대한 근육의 작용이 힘 또

는 토크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힘 또는 토크를 생

성하기 전 사전활성화 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육의 반응이 힘 또는

토크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사전활성화의 지속 시간과 그 크기의 변화로 인한 근육의 작용이

최대 힘 또는 토크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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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등척성 무릎 토크 발생 시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

가 최대 자발적 토크(Maximum Voluntary Torque: MVT) 생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 및 가설은 다

음과 같다.

1) 사전활성화 토크 크기가 클수록,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최대 자

발적 토크의 크기는 더 클 것이다.

2) 사전활성화 토크 크기가 클수록,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토크 생

성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3) 사전활성화 토크 크기가 클수록,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근활성

정도. 즉, 적분 근전도(iEMG) 값은 더 클 것이다.

4) 사전활성화 토크 크기가 클수록,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동시 수

축 지수 값은 더 작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자발적 토크(Maximum Voluntary Torque: MVT)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를 위해 특수 제작된 레그 익스텐션(leg

extension) 장비에 착석한 상태에서 근육을 자발적으로 수축하여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토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제작된 레그 익스

텐션(leg extension) 장비에 착석한 상태에서 근육을 자발적으로 수축하

여 생성한 최대 토크를 의미한다. 무릎의 회전축으로부터 레그 익스텐션

장비에 장착된 6축 힘 & 토크 센서까지의 거리와 센서의 축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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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분 근전도(iEMG)

근육의 활성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적분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

육의 전기적 활성 정도를 측정하여 그 신호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였다.

3) 동시수축지수(Co-Contraction Index: CCI)

측정된 적분 근전도를 활용하여 전체 근(주동근 + 길항근) 활성 정도

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의미하는 동시수축지수(CCI)를 계산하였

다.

4) 평균 파워 주파수(Mean Power Frequency: MPF)

시간 영역(time domain)으로 측정되는 근전도(EMG) 신호를 고속 푸

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통해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한 것의 평균값을 평균 파워 주파수(MPF)

라 하며, 피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5) 0 Nm Phase

본 연구에서 0 Nm의 등척성 무릎 신전 토크를 시작지점에서부터 5초

간 유지하며 토크 생성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6) Pre-activation Phase

본 연구에서 사전활성화(pre-activation) 구간으로, 미리 설정된 Ramp

를 따라 토크를 생성하는 구간이다. 두 가지 지속 시간(1s, 3s) 기준과

세 가지 토크 크기(32 Nm, 64 Nm, 그리고 96 Nm) 기준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Pre-activation Phase의 6가지 목표치로 설정하여, 연구참여자가

0Nm Phase가 끝나는 지점부터 Pre-activation Phase의 목표치까지 모니

터에 그려진 Ramp를 따라 토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MVT Phase

Pre-activation Phase의 끝 지점과 최대 자발적 토크를 기록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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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구간을 말한다. 즉, 사전활성화 구간 이후 최대 자발적 토크를 생

성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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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최대 자발적 힘(토크) 변화

최대 자발적 힘(토크)이 어떠한 자극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변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Shim et al. (2012)의 연구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켰을 때, 네 손가락이 생성하는 최대 힘과 개별 손가락이

생성하는 힘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는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최대 토크는 근섬유의 온도 변화로 인해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Thornley, Maxwell, & Cheung, 2003), 근육의 온도가 약 40도

까지 상승하였을 때, 등속성 무릎 신전 시 최대 토크 또한 상승하는 상

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Bergh & Ekblom, 1979). De Ruiter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의 전신 진동 자극이 등척성 무릎 신

전 시 최대 자발적 토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에 시각과 음성 피드백을 통해 무릎 신전 토크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Campenella et al.,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

는 밸런스 훈련을 통해 무릎 신전 시 최대 자발적 토크가 상승한다고 밝

혔다(Heitkamp et al., 2001; Myer et al., 2006). 이처럼 최대 자발적 힘

(토크)의 변화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2. 힘(토크) 생성 속도

최대 자발적 힘(토크)뿐만 아니라 힘(토크) 생성 속도 또한 일상생활

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힘(토크) 생성 속도란 근력을

빠르게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움직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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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gaard, Simonsen, Andersen, Magnusson, & Dyhre-Poulsen, 2002;

Kraemer & Newton, 2000). 특히 폭발적으로 빠른 힘을 내는 스포츠 상

황이나(Moritani, 2003), 순간적으로 자세 균형을 유지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한다(Aagaard et al., 2002; Kraemer & Newton, 2000; Pijnappels et al., 2005;

Thelen et al., 1996). 이러한 힘(토크) 생성 속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저

항 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혀져 왔다(Aagaard et al., 2002;

Behm & Sale, 1993; Van Cutsem et al., 1998).

3. 동시 수축 지수

동시 수축 지수(CCI)란 측정된 전체 근육(주동근 + 길항근)의 활성 정

도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주동근

에 대비하여 길항근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억제하여 적절한 움직임을 생

성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힘 또는 토크를 더욱 크게 생성해야 하는 상

황에서는 길항근의 활성을 억제하여 주동근이 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

는 전략을 활용하여 동시 수축 지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Ford, Van den

Bogert, Myer, Shapiro, & Hewett, 2008). 반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시 수축 지수 상승이 요구될 수가 있다. 신체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해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나, 최대 힘(토크)을 생

성하기보다는 정확한 힘(토크)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서 주동근과

함께 길항근의 활성화가 요구된다(Hunter, Ryan, Ortega, & Enoka,

2002). 따라서 동시 수축 지수란 인체 움직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동

근과 길항근의 활성 전략을 파악하고자 활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균 파워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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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파워 주파수(MPF)는 시간 영역(time domain)으로 측정된 근전

도(EMG) 신호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

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평균 파워 주파수는 근전도 신호의 적절한 가공을 통해 피로

를 측정하기 위해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ifrek, Medved,

Tonković, & Ostojić, 2009). 피로가 발생하게 되면 근전도 신호의 낮은

주파수 영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파워 주파수가 낮은 값을 보였

다는 것은 피로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De Luca, 1984;

Fugl-Meyer, Gerdle, Eriksson, & Jonsson, 1985). 평균 파워 주파수 값

의 감소를 통해 피로 발생을 감지하여, 근육 힘 생성 능력 저하와 함께

동반되는 발생된 능률 저하, 부상 위험성 상승 등의 문제를 미리 탐지하

기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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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신경학적 기능 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등척성 무릎 신전 동작의 최대 자발

적 토크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른발잡이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실험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

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도구

1) 6축 힘 & 토크 센서(6-Axis Force & Torque sensor)

무릎 신전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 힘과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6축 힘

& 토크 센서(MC3A; AMTI, USA)를 사용하였다. 이 센서는 무릎 신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프레임에 고정되었고, 연구참여

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목과 무릎 사이에 센서가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센서의 축과 철제 프레임의 장축이 수직을

이루도록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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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축 힘 & 토크 센서(MC3A; AMTI, USA)

2) 근전도 검사 (Electromyography) 시스템

등척성 무릎 신전 시 발생하는 근육의 전기적 활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y)가 활용되었다. 피부에 간편하게 붙

여 무선으로 근전도를 측정하도록 제작된 Trigno wireless EMG

sensor(Delsys, USA)가 사용되었고, 이 센서로 측정된 근전도는 유선으

로 연결된 컴퓨터에 기록되어 근육의 전기적 활성 정도의 차이를 분석함

에 활용되었다.

그림 2. EMG 시스템(Delsys, USA)

3. 실험 절차 및 방법

1) 실험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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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환경 설정은 그림 3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무릎과 허벅지 등의 부

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을 마친 후, 무릎 신전 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된 레그 익스텐션(leg extension) 장비의 등받이에 엉덩이를 끝

까지 밀착시킨 상태로 착석하였다. 실험 도중 연구참여자의 신체가 움직

이거나 들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벨트로 신체를 장비로 고정하였으

며, 허벅지 양옆에 놓인 손잡이를 실험 도중 잡을 수 있도록 지시하여

추가적인 움직임을 방지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레그 익스텐션 장비에 착석한 후, 발목 위 정강이 부위

와 6축 힘 & 토크 센서가 맞닿도록 무릎을 신전했을 때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무릎 각도인 120°(Lindahl et al., 1969)가 되도록 장비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또한, 정강이뼈와 힘 & 토크 센서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조절하여 축을 제외한 다른 축에 대해 측정되는

힘 또는 토크를 최소화하였으며, 대퇴골 외측 상과(무릎 바깥쪽 조금 튀

어나온 뼈 부위)와 힘 & 토크 센서의 축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

여 무릎 신전 토크( ×)를 계산하는 것에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정면에는 모니터(24-inches, 1,920 x 1,080 resolution at

60Hz)가 위치하여 토크 생성 과제와 연구참여자가 생성하는 무릎 신전

토크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가 지속해

서 시각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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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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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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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신전토크 = ×

120° y z

x

그림 3. 실험환경 설정

2) 근전도(EMG) 센서 부착

근육의 전기적 활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전도 센서는

무릎 신전 동작을 일으키는 주된 근육(주동근)인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QF)의 외측광근(Vastus Laterlis, VL), 내측광근(Vastus

Medialis, VM),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에 그림 4와 같이 부착하

였다. 주동근이 큰 힘을 낼 때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동근의

반대 작용을 하는 길항근이 활성화되어 무릎 신전 토크가 감소한다고 보

고되었다(De Luca, 1985). 따라서 무릎 신전 동작의 반대 작용, 즉 무릎

을 굽히는 작용을 하는 근육(길항근)이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 위해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BF)에도 근전도 센

서를 부착하여 그 전기적 활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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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VL
VM BF

그림 4. 근전도 센서 부착 위치

3) 과제 설정 및 절차

연구참여자는 우선 그림 5와 같은 화면을 보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구간은 크게 0 Nm의 토크를 유지하는 준비구간인 0 Nm Phase, 미

리 설정된 Ramp를 따라 토크를 생성하는 구간(사전활성화 구간)인

Pre-activation Phase, 이후 최대 자발적 토크를 생성하는 구간인 MVT

Phase로 나뉘었다. 신경역학적 기능 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없는 건강

한 성인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등척성 무릎 신전

의 최대 자발적 토크의 평균은 약 320 Nm를 기록하였다. 지속 시간을 0

Nm Phase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초, 3초로 설정하였고, 토크 크기를

320 Nm의 10%인 32 Nm, 20%인 64 Nm, 30%인 96 Nm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지속 시간 기준과 세 가지 토크 크기 기준이 서로 만나는 지점

을 Pre-activation Phase의 6가지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0 Nm Phase가

끝나는 지점의 0 Nm에서부터 각 목표치를 이은 선을 연구참여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표시하여 해당 선을 따라 토크를 생성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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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ctivation Phase의 목표치를 달성한 직후 최대 자발적 토크를 생성

하였고, 각기 다른 기울기 조건당 3번의 시도, 즉 총 18번의 시도를 진행

하였다. 각 시도 간 3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조건

별 수행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각 시도 중 가장 큰 토크 값을 추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5. 과제 수행 예시. 1번부터 6번까지의 원 숫자는 Pre-activation Phase의 6가

지 각 목표치를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실험을 통해 측정된 자료들은 MATLAB R2019b (MathWorks Inc.

Natick,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며 산출된 변

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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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자발적 토크(Maximum Voluntary Torque: MVT) 생성

과제 분석 변인

(1) 최대 자발적 토크(Maximum Voluntary Torque: MVT)

대퇴골 외측 상과(lateral epicondyle of femur)와 힘 & 토크 센서의

축 사이의 길이(그림 3의 )와 힘 & 토크 센서에 입력된 값을
이용하여 기계적인(mechanical) 무릎 관절 토크(Knee Joint Torque:

KJT)를 계산하였다. MVT는 MVT Phase에서 KJT의 최댓값으로 정의

하였다. 아래 식의 는 Pre-activation Phase에서 32 Nm, 64 Nm, 96

Nm의 토크 크기를 나타내며, 은 Pre-activation Phase에서 1초, 3초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 <수식 1>

(2) 토크 생성 속도(Rate of Torque Development: RTD)

토크 생성 속도란 MVT Phase에서의 단위 시간당 토크 변화량을 의

미한다.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이 RTD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MVT Phase의 시간변화량으로 같은

구간의 토크 변화량을 나눈 것으로 RTD를 산출하였다. 아래 식의 는
32 Nm, 64 Nm, 96 Nm의 토크 크기를 나타내며, 는 1초, 3초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 
∆  <수식 2>

(3) 적분 근전도(iEMG)

적분 근전도란 근전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근전도를 시간에 대해 적

분한 값을 의미한다.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직후의 지점과 MVT를 기

록한 지점 사이(즉, MVT Phase)에서 Pre-activation Phase의 목표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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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차이에 따른 iEMG 값을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별로 시작지점과 종

료 지점의 시간 길이가 다르므로 같은 시간 길이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Jacquier-Bret, Rezzoug, Vallier, Tournebise, & Gorce, 2009).

따라서 각 시도별로 시작, 종료 시점 사이의 시간을 100개의 자료로 재

구성(resampling)하여 실험에서 측정될 근육(VM, RF, VL, BF)의 iEMG

값을 산출하였다. 아래 식의 j는 측정되는 각 근육(VM, RF, VL, BF)을

나타낸다.

 




∙ <수식 3>

(4) 동시 수축 지수(Co-Contraction Index: CCI)

무릎 신전 동작의 최대 토크 생성에 있어 길항근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산출하기 위해, 주동근과 길항근을 합한 전체 근육의 활성 정도

()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근전

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4개 근육(VL, VM, RF, BF)의 적분 근전도

(iEMG) 값을 이용하여 동시 수축 지수(CCI)를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Kellis, Arabatzi, & Papadopoulos, 2003).

 


<수식 4>

(5) 평균 파워 주파수(Mean Power Frequency: MPF)

최대 자발적 토크(MVT) 생성 과제 수행 시 근육에 피로가 발생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아래의 수식을 통해 MPF를 산출하였다(Oskoei & Hu, 2008;

Phinyomark, Phukpattaranont, & Limsaku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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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

( : 15번의 메인 MVT과제 수행 중 해당하는 시도의 번호,  : frequency bin,  :
EMG power spectrum,  : length of frequency bin,  : 근전도 주파수)

2)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가 최

대 자발적 토크(MVT)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종속 변

수들이 두 가지 요인인 사전활성화 토크 크기(magnitude)와 지속 시간

(duration)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모든 과제 조건에서 산출된 분석 변인의 통계적 검증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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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가 최

대 자발적 토크(MVT)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

과는 최대 자발적 토크(MVT), 토크 생성 속도(RTD), 적분 근전도

(iEMG), 동시 수축 지수(CCI), 평균 파워 주파수(MPF) 순으로 기술하였

다.

1. 최대 자발적 토크(Maximal Voluntary Torque:

MVT)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최대 자발적 토크(MVT)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

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

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mai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949, =0.036).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MVT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간이 1초일 때

토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MVT의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하였다(<0.05). 즉, MVT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

는 토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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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최대 자발적 토크(MVT).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2. 토크 생성 속도(Rate of Torque Development:

RTD)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직후의 지점과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의 토크 생성 속도(RTD)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

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

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

용하였다. RTD는 MVT와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 간의 차를

MVT를 기록한 지점의 시간과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지점의 시간 간

의 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RTD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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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간의 주 효과(지속 시간: =0.079)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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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토크 생성 속도(RTD).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3. 적분 근전도(iEMG)

1)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iEMG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Pre-activation Phase: PP)에서

내측광근(VM), 대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사두근(QF: VM+RF+VL)의 적분 근전도(iEMG)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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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을 사용하였다.

VM의 경우(그림 8a. VM)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F의 경우(그림 8a. RF)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10.012, =0.001; 지속

시간: =7.218, =0.023),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가 32 Nm, 64 Nm일 때

보다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간이 3초

일 때보다 1초일 때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VL의 경우(그림 8a. VL)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지만(=29.208, <0.001),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

기가 32 Nm일 때보다 64 Nm와 96 Nm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가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32 Nm<64 Nm: <0.05, 32

Nm<96 Nm: <0.001, 64 Nm<96 Nm: <0.05).

BF의 경우(그림 8b)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

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QF(VM+RF+VL)의 경우(그림 8c)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14.246, <0.001), 지속 시간의 주 효

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32 Nm일 때보다 64 Nm와 96 Nm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가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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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적분 근전도(iEMG).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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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VT Phase에서의 iEMG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직후의 지점과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MVT Phase: MP)에서 내측광근(VM), 대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사두근(QF: VM+RF+VL)

의 적분 근전도(iEMG)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VM의 경우(그림 9a. VM)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0.05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F의 경우(그림 9a. RF)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지만(=6.349, =0.007),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

가 32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0.05).

VL의 경우(그림 9a. VL)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지만(=5.268, =0.015),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

가 32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0.05).

BF의 경우(그림 9b)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3.549, =0.048; 지속 시

간: =12.698, =0.005),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사후 검정을 통해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iEMG 값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1).

QF(VM+RF+VL)의 경우(그림 9c)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3.523, =0.049), 지속 시간의 주 효과

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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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적분 근전도(iEMG). 조건별 평
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3) Pre-activation Phase와 MVT Phase에서의 i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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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시작 지점에서부터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Pre-activation Phase + MVT Phase)에서 내측광근(VM), 대

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사두근(QF:

VM+RF+VL)의 적분 근전도(iEMG)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

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

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

였다.

VM의 경우(그림 10a. VM)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4.817, =0.02).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

MVT일 때,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즉, iEMG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는 토

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RF의 경우(그림 10a. RF)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6.451, =0.007; 지속

시간: =27.181, <0.001),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32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

다 1초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01).

VL의 경우(그림 10a. VL)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3.960, =0.036; 지속

시간: =39.948, <0.001),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32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

다 1초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01).

BF의 경우(그림 10b) iEMG에 대한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지만(=26.618, <0.001), 토크 크기의 주 효과와 상호작

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QF(VM+RF+VL)의 경우(그림 10c) iEMG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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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토크 크기: =6.185, 

=0.008; 지속 시간: =12.727, =0.005),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3.962, =0.036).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iEMG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즉, iEMG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는 토

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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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 +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적분
근전도(iEMG).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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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 수축 지수 (Co-Contraction Index: CCI)

1)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CCI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Pre-activation Phase: PP)에서

전체 근(주동근 + 길항근) 활성 정도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의미

하는 동시 수축 지수(CCI)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

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측정

된 전체 근육을 4가지(주동근: VM+RF+VL; 길항근: BF; 그림 11a), 2가

지(주동근: VM, RF, 또는 VL; 길항근: BF; 그림 11b), 그리고 3가지(주

동근: VM+RF, RF+VL, 또는 RF+VL; 길항근: BF; 그림 11c)로 총 세

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4가지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1a),

Pre-activation Phase 구간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7.471, =0.004;

상호작용 효과: =4.152, =0.031),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간이 1초

일 때,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

림 11b. VM&BF), Pre-activation Phase 구간에서 CCI에 대한 지속 시

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토크 크기: =4.380, 

=0.026; 상호작용 효과: =7.048, =0.005).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

기가 32 Nm일 때,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즉,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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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크 크기가 64 Nm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더 컸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주동근)와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

림 11b. RF&BF), Pre-activation Phase에서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25, =0.001).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

였다(<0.001).

측정된 전체 근육을 VL(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

림 11b. VL&BF), Pre-activation Phase에서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7.884, =0.003).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

였다(<0.05).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RF(주동근)와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

우(그림 11c. VM+RF&BF), Pre-activation Phase에서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

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토크 크기: =7.046, 

=0.005; 상호작용 효과: =0.004, =0.004).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

기가 32 Nm일 때, 지속 시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즉,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

는 토크 크기가 64 Nm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더 컸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VL(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

(그림 11c. RF+VL&BF), Pre-activation Phase에서 CCI에 대한 지속 시

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155, =0.002). 사후 검

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하였다(<0.05).

측정된 전체 근육을 VL+VM(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

우(그림 11c. VL+VM&BF), Pre-activation Phase에서 CCI에 대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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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5.855, =0.01). 사후 검

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하였다(<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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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각 근육 조합별 동시 수축 지수

(CCI).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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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VT Phase에서의 CCI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직후의 지점과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MVT Phase: MP)에서 전체 근(주동근 + 길항근) 활

성 정도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의미하는 동시 수축 지수(CCI)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4가지

(주동근: VM+RF+VL; 길항근: BF; 그림 12a), 2가지(주동근: VM, RF,

또는 VL; 길항근: BF; 그림 12b), 그리고 3가지(주동근: VM+RF,

RF+VL, 또는 RF+VL; 길항근: BF; 그림 12c)로 총 세 분류로 나누어 분

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4가지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2a), EP 구간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

림 12b. VM&BF), MVT Phase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

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6.257, =0.008).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

인하였다(<0.05). 즉,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는 토크 크

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주동근)와 BF(길항근), VL(주동근)과 BF(길

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2b. RF&BF, VL&BF), MVT Phase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RF(주동근)와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

우(그림 12c. VM+RF&BF), MVT Phase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4.379, =0.026). 사후 검정을 통해 지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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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초일 때,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

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VL(주동근)과 BF(길항근), VL+VM(주동근)

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2c. RF+VL&BF,

VL+VM&BF), MVT Phase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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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조합별 동시 수축 지수(CCI). 조건
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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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activation Phase와 MVT Phase에서의 CCI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시작지점에서부터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Pre-activation Phase + MVT Phase: PP + MP)에서 전체 근

(주동근 + 길항근) 활성 정도에 대한 길항근의 활성 정도를 의미하는 동

시 수축 지수(CCI)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4가지(주동근: VM+RF+VL; 길항근: BF; 그림 13a), 2가지

(주동근:VM, RF, 또는 VL; 길항근: BF; 그림 13b), 그리고 3가지(주동

근: VM+RF, RF+VL, 또는 RF+VL; 길항근: BF; 그림 13c)로 총 세 분

류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4가지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3a), PP+MP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주동근)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

림 13b. VM&BF), PP+MP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3.825, =0.039).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

일 때,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

였다(<0.05). 즉, CCI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는 토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주동근)와 BF(길항근), VL(주동근)과 BF(길

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3b. RF&BF, VL&BF), PP+MP에서 CCI

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된 전체 근육을 VM+RF(주동근)와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

우(그림 13c. VM+RF&BF), PP+MP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5.939, =0.009).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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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Nm일 때,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고(<0.05), 지속 시간이 1초일 때,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보

다 32 Nm일 때 CCI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1).

측정된 전체 근육을 RF+VL(주동근)과 BF(길항근), VL+VM(주동근)

과 BF(길항근)로 설정하였을 경우(그림 13c. RF+VL&BF,

VL+VM&BF), PP+MP에서 CCI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

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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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 +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조합별 동

시 수축 지수(CCI).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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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 파워 주파수(Mean Power Frequency: MPF)

1)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MPF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Pre-activation Phase: PP)에서

내측광근(VM), 대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사두근(QF: VM+RF+VL)의 평균 파워 주파수(MPF)에 대해 사전활

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VM의 경우(그림 14a. VM), MPF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와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5.608, =0.039).

RF, VL, 그리고 BF의 경우(그림 14a. RF, VL; 그림 14b), MPF에 대

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QF(VM+RF+VL)의 경우(그림 14c), Pre-activation Phase에서 MPF에

대한 토크 크기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5.746, 

=0.011),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32 Nm일 때가 96 Nm일 때보다

MPF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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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평균 파워 주파수
(MPF).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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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VT Phase에서의 MPF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이 끝난 직후의 지점과 MVT를

기록한 지점 사이(MVT Phase: MP)에서 내측광근(VM), 대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사두근(QF: VM+RF+VL)

의 평균 파워 주파수(MPF)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

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VM, RF, VL, BF, 그리고 QF 모두의 경우(그림 15), MVT Phase에

서 MPF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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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평균 파워 주파수(MPF). 조건
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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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activation Phase와 MVT Phase에서의 MPF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이 시작된 지점과 MVT를 기록

한 지점 사이(Pre-activation Phase + MVT Phase: PP + MP)에서 내측

광근(VM), 대퇴직근(RF), 외측광근(VL)과 대퇴이두근(BF), 그리고 대퇴

사두근(QF: VM+RF+VL)의 평균 파워 주파수(MPF)에 대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을 요인으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였다.

VM의 경우(그림 16a. VM), PP+MP에서 MPF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토크 크기: 

=7.254, =0.004; 지속 시간: =66.499, <0.001),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64 Nm일 때

보다 96 Nm일 때 MPF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0.05), 지속 시

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MPF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0.001).

RF의 경우(그림 16a. RF), PP+MP에서 MPF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

속 시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L의 경우(그림 16a. VL), PP+MP에서 MPF에 대한 지속 시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25.939, <0.001), 토크 크기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MPF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

였다(<0.001).

BF의 경우(그림 16b), PP+MP에서 MPF에 대한 토크 크기와 지속 시

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3.623, =0.045). 사후 검정을 통해 토크 크기가

96 Nm일 때,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MPF의 유의한 감소

를 확인하였다(<0.001). 즉, MPF에 대한 지속 시간의 효과(1s > 3s)는

토크 크기가 32 Nm와 64 Nm일 때보다 96 Nm일 때 더 컸다.

QF(VM+RF+VL)의 경우(그림 16c), PP+MP에서 MPF에 대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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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17.791, =0.002), 토크

크기의 주 효과(=0.052)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사후 검정을 통해 지속 시간이 1초일 때보다 3초일 때 MPF의 유의

한 감소를 확인하였다(<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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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1s, 3s)에 따른 Pre-activation Phase와 MVT Phase에서의 각 근육 별 평균

파워 주파수(MPF). 조건별 평균값이 표준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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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등척성 무릎 토크 발생 시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른 최대

자발적 토크 발현 원리를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최대 자발적 토크(MVT), 토크 생성 속도(RTD), 적분 근전도(iEMG), 동

시 수축 지수(CCI), 평균 파워 주파수(MPF)를 분석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3 수준: 32 Nm, 64 Nm, 96

Nm)와 지속 시간(2 수준: 1초, 3초)의 차이에 따른 최대 자발적 토크

(MVT)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상대적으로 큰 최대 자발적 토

크(MVT)를 생성하였다. 이는 근육에 적절한 진동 자극을 부여하거나

근육 온도를 조절하여 최대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변화시킨 연구와 같이

최대 자발적 토크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Cornwall, 1994; Issurin, Liebermann, & Tenenbaum, 1994).

하지만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른 개별 운동단위 동원 패턴을 파악하지 못

하여,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 지속 시간이 짧을 때 최대

자발적 토크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는 명확한 기전을 파악하기 어

렵다. 추후 연구를 통해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 변화

에 따른 운동단위의 크기, 개수, 발화율(firing rate)의 차이를 파악하여

최대 자발적 토크의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른

토크 생성 속도(RTD)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로 인한 토크 생성 속도(RT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근육 온도를 조절하거나 적절한 저항 운동을 통해 토크 생성 속도를

변화시켜 유리한 전략을 활용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Cornwall, 1994; Hakkinen, Komi, & Alen, 1985). 따라서 사전활성화 유

형을 통한 변화는 토크 생성 속도를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토크 생성 속도는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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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하지 않지만, 개별 운동단위 동원 패턴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Henneman, Somjen, and Carpenter (1965)의 연구에서는 작은 힘에서부

터 큰 힘을 낼 때, 우선적으로 작은 운동단위가 동원되고 힘이 증가할수

록 큰 운동단위가 동원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Henneman’s size

principle은 힘 생성 속도를 변화하여도 유지된다고 밝혀졌지만

(Masakado, Akaboshi, Nagata, Kimura, & Chino, 1995), 근육에 전기적

자극을 부여하거나 동작의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는 상황에서는

Henneman’s size principle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Calancie &

Bawa, 1990; Davies, Wiegner, & Young, 1993).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

해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라 변하지 않는 토크 생성 속도 이면에 개별 운

동단위가 동원되는 패턴을 파악하여 선행연구와 같은 변화가 관찰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른

사전활성화 시작지점에서부터 MVT를 기록한 지점까지의 적분 근전도

(iEMG)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활성화 지속 시

간이 3초일 때보다 1초일 때 더 큰 적분 근전도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사전활성화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근육의 활성이 크게 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내측광근과 대퇴직근 전체의 적분 근전도 값은 사전활성

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험에 동원된 근육의 전체 근전도를 통해 분석을 진

행하였지만, 개별 운동단위의 발화 개수,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의 형

태, 발화율(firing rate) 등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토크 생성에 대한 세부

전략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근전도 센서를 통해

확보된 신호를 개별 운동단위의 활동전위로 분해하는 알고리즘(De Luca

et al., 2006; S. H. Nawab, S.-S. Chang, & C. J. De Luca, 2010)을 활

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Park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힘 생

성 방향에 따라 개별 운동단위의 평균 발화율(mean discharge rate)이

다르다고 보고되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결과가 사전활성화 유형에 따른

최대 자발적 토크 생성에서도 나타날지 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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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네 번째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른

사전활성화 시작지점에서부터 MVT를 기록한 지점까지의 동시 수축 지

수(CCI)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동시 수축 지수 계산에 사용된

근육을 주동근 3개(내측광근, 대퇴직근, 외측광근)와 길항근 1개(대퇴이

두근)로 설정하였을 경우,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로 인한 동시 수축 지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동시 수축 지수 계산에 사용된

근육을 주동근 1개(내측광근)와 길항근 1개(대퇴이두근)로 설정하였을

경우,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동시 수축 지수의 값이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주동근과 길항근

의 적분 근전도가 함께 증가하였지만, 주동근의 적분 근전도가 증가한

정도가 길항근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동시 수축 지수의 값

은 감소하는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정확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과제나 관절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서는 주동근과 함께 길

항근이 상대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Hunter et

al., 2002). 반면 최대 힘 또는 토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동시 수축 지수

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Ford et al., 2008). 목표 힘을 생성하

는 주동근의 반대 작용을 하는 길항근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상호 억제

(reciprocal inhibition)를 들 수 있을 것이다(Crone, Hultborn, Jespersen,

& Nielsen, 1987). 토크 크기를 크고 지속 시간을 짧게 사전활성화 과정

을 거쳤을 때, 주동근과 길항근 사이의 inhibitory inter neuron을 자극하

여 주동근이 활성 될수록 길항근이 억제되어 더 큰 토크를 생성할 수 있

었을 것이다.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개별 운동단위 수준에서의 분석

이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와 지속 시간의 차이에 따

른 사전활성화 시작지점에서부터 MVT를 기록한 지점까지의 평균 파워

주파수(MPF)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활성화 구

간의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더 큰 평균 파워 주파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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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파워 주파수는 측정된 근전도 신호의 적절한 가공을 통해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Cifrek et al., 2009). 피로가 발생하게 되면 근전

도 신호의 낮은 주파수 영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낮은 평균

파워 주파수 값을 보였다는 것은 피로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De Luca, 1984; Fugl-Meyer et al., 1985). Contessa, De Luca, and

Kline (2016)의 연구에서는 피로했을 경우 운동단위의 발화율은 증가하

였고, 새로운 운동단위들이 동원되었으며, 운동단위 동원 역치가 감소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균 파워 주파수 결과가 실제 피

로로 인한 결과인지, 다른 근육의 보상 작용으로 인한 결과인지 명확한

원인과 그 기전을 밝히기 위해 개별 운동단위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된 환경에서 한정된 근육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일상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

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적으로 등척성 조건뿐만 아니라 등장성(isotonic),

등속성(isokinetic) 수축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여러

근육에 대해 본 연구방법이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측정된 근육 활성도를 세부

적인 개별 운동단위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한계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근신경계의 사전활성화를 활용한 최대 자발적 토크 생

성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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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근수축을 통해 최대 힘 또는 토크를 생성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스포

츠 상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Pollock et al., 1998; Robinson et al., 2004; Stone et al., 2003).

최대 힘 또는 토크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활용하고

(Heitkamp et al., 2001; Myer et al., 2006), 신체에 시각과 음성 피드백

을 부여하거나 피부 접촉 감각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자극을 부

여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Campenella et al., 2000; Shim et al.,

2012). 하지만 본격적인 근수축 이전의 활성화(사전활성화) 작용이 이후

최대 자발적 힘 또는 토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진 것은 미비

한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등척성 무릎 신전 시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가 최대 자발적 토크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전활성화 유형의 차이는 토크 생성 속도(RTD)에 유효한 영향을 끼

치지 않았지만, 최대 자발적 토크(MVT)는 충분한 영향을 받았다. 사전

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상

대적으로 큰 최대 자발적 토크(MVT)를 생성하였다. 사전활성화 시작지

점에서부터 최대 자발적 토크를 기록한 지점까지의 내측광근과 대퇴직근

의 적분 근전도(iEMG) 값은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더 크게 측정되었으며, 내측광근(주동근)

과 대퇴이두근(길항근)으로 계산된 동시 수축 지수(CCI)가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96 Nm) 지속 시간이 짧을 때(1초) 감소한 수

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활성화 구간의 토크 크기가 크고 지속

시간이 짧을 때 최대 자발적 토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내측광근과 대퇴직근의 적분 근전도 값의 상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내측광근(주동근)과 대퇴이두근(길항근)으로 구해진 동시 수축 지수

가 감소하여 최대 자발적 토크 생성에 있어 길항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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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작용한 것이 최대 자발적 토크 상승에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힘 또는 토크를 생성하는 연구에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최대 자발

적 힘(토크)의 기준값을 얻기 위해 이를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여겨

진다. 하지만 최대 자발적 힘(토크)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알려지

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최대 자발적 힘(토크)을 생성할 때 더 큰 값을

생성하기 위해 빠르고 강하게 근육을 사전 활성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낙상에서 벗어나는 등 최대

힘(토크) 생성이 필요한 상황과 더 높이 뛰거나 더 멀리 던지기 위해 최

대 힘 또는 토크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한 스포츠 상황에서 빠르고 강

한 사전활성화를 통해 증가한 힘(토크)을 생성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

는 발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51 -

참 고 문 헌

Aagaard, P., Simonsen, E. B., Andersen, J. L., Magnusson, P., &

Dyhre-Poulsen, P. (2002). Increased rate of force development

and neural drive of human skeletal muscle following resistance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93(4), 1318-1326.

Behm, D. G., & Sale, D. G. (1993). Intended rather than actual

movement velocity determines velocity-specific training

response.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74(1), 359-368.

Bergh, U., & Ekblom, B. (1979). Influence of muscle temperature on

maximal muscle strength and power output in human skeletal

muscles. Acta physiologica scandinavica, 107(1), 33-37.

Calancie, B., & Bawa, P. (1990). Motor unit recruitment in humans.

The Segmental Motor System. Binder MD, Mendell LM.

Campenella, B., Mattacola, C. G., & Kimura, I. F. (2000). Effect of

visual feedback and verbal encouragement on concentric

quadriceps and hamstrings peak torque of males and females.

Isokinetics and exercise science, 8(1), 1-6.

Cifrek, M., Medved, V., Tonković, S., & Ostojić, S. (2009). Surface

EMG based muscle fatigue evaluation in biomechanics. Clinical

biomechanics, 24(4), 327-340.

Contessa, P., De Luca, C. J., & Kline, J. C. (2016). The compensatory

interaction between motor unit firing behavior and muscle

force during fatigue. Journal of Neurophysiology, 116(4),

1579-1585.

Cornwall, M. W. (1994). Effect of temperature on muscle force and

rate of muscle force production in men and women. Journal of

Orthopaedic & Sports Physical Therapy, 20(2), 74-80.

Crone, C., Hultborn, H., Jespersen, B., & Nielsen, J. (1987). Reciprocal



- 52 -

Ia inhibition between ankle flexors and extensors in man. The

Journal of physiology, 389(1), 163-185.

Davies, L., Wiegner, A. W., & Young, R. R. (1993). Variation in

firing order of human soleus motoneurons during voluntary

and reflex activation. Brain research, 602(1), 104-110.

De Luca, C. J. (1984). Myoelectrical manifestations of localized

muscular fatigue in humans. Critical reviews in biomedical

engineering, 11(4), 251.

De Luca, C. J. (1985). Muscles Alive: Their Functions Revealed by

Electromyography: Williams & Wilkins.

De Luca, C. J., Adam, A., Wotiz, R., Gilmore, L. D., & Nawab, S. H.

(2006). Decomposition of surface EMG signals. Journal of

Neurophysiology, 96(3), 1646-1657.

De Ruiter, C., Van Der Linden, R., Van der Zijden, M., Hollander, A.,

& De Haan, A. (2003). Short-term effects of whole-body

vibration on maximal voluntary isometric knee extensor force

and rate of force rise.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88(4-5), 472-475.

Ford, K. R., Van den Bogert, J., Myer, G. D., Shapiro, R., & Hewett,

T. E. (2008). The effects of age and skill level on knee

musculature co-contraction during functional activities: a

systema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42(7),

561-566.

Fugl-Meyer, A., Gerdle, B., Eriksson, B., & Jonsson, B. (1985).

Isokinetic plantar flexion enduranc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utput/excitation measurements.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17(2), 47-52.

Hakkinen, K., Komi, P., & Alen, M. (1985). Effect of explosive type

strength training on isometric force-and relaxation-time,



- 53 -

elelectromyographic and muscle fibre characteristics of leg

extensor muscles. Acta physiologica scandinavica, 125(4),

587-600.

Heitkamp, H., Horstmann, T., Mayer, F., Weller, J., & Dickhuth, H.

(2001). Gain in strength and muscular balance after balance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22(4),

285-290.

Henneman, E., Somjen, G., & Carpenter, D. O. (1965). Functional

significance of cell size in spinal motoneurons. Journal of

Neurophysiology, 28(3), 560-580.

Hunter, S. K., Ryan, D. L., Ortega, J. D., & Enoka, R. M. (2002).

Task differences with the same load torque alter the endurance

time of submaximal fatiguing contractions in humans. Journal

of Neurophysiology, 88(6), 3087-3096.

Huxley, H., & Hanson, J. (1954). Changes in the cross-striations of

muscle during contraction and stretch and their structural

interpretation. Nature, 173(4412), 973-976.

Issurin, V., Liebermann, D., & Tenenbaum, G. (1994). Effect of

vibratory stimulation training on maximal force and flexibility.

Journal of sports sciences, 12(6), 561-566.

Jacquier-Bret, J., Rezzoug, N., Vallier, J., Tournebise, H., & Gorce, P.

(2009). Reach to grasp kinematics and EMG analysis of C6

quadriplegic subjects. Paper presented at the 2009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Kellis, E., Arabatzi, F., & Papadopoulos, C. (2003). Muscle

co-activation around the knee in drop jumping using the

co-contraction index. Journal of electromyography and

Kinesiology, 13(3), 229-238.



- 54 -

Kraemer, W. J., & Newton, R. U. (2000). Training for muscular

power.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clinics of North

America, 11(2), 341-368.

Lindahl, O., Movin, A., & Ringqvist, I. (1969). Knee extension:

measurement of the isometric force in different positions of the

knee-joint. Acta Orthopaedica Scandinavica, 40(1), 79-85.

Masakado, Y., Akaboshi, K., Nagata, M.-a., Kimura, A., & Chino, N.

(1995). Motor unit firing behavior in slow and fast contractions

of the first dorsal interosseous muscle of healthy men.

Electroencephalography and Clinical

Neurophysiology/Electromyography and Motor Control, 97(6),

290-295.

Moritani, T. (2003). Motor unit and motoneurone excitability during

explosive movement. In (pp. 27-49): Wiley Online Library.

Myer, G. D., Ford, K. R., Brent, J. L., & Hewett, T. E. (2006). The

effects of plyometric vs. dynamic stabilization and balance

training on power, balance, and landing force in female

athletes.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20(2),

345.

Nawab, S. H., Chang, S.-S., & De Luca, C. J. (2010). High-yield

decomposition of surface EMG signals. Clinical

neurophysiology, 121(10), 1602-1615.

Oskoei, M. A., & Hu, H. (2008). Support vector machine-based

classification scheme for myoelectric control applied to upper

limb.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55(8),

1956-1965.

Park, S. H., Kwon, M., Solis, D., Lodha, N., & Christou, E. A. (2016).

Motor control differs for increasing and releasing force. Journal

of Neurophysiology, 115(6), 2924-2930.



- 55 -

Phinyomark, A., Phukpattaranont, P., & Limsakul, C. (2012). Feature

reduction and selection for EMG signal classifica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9(8), 7420-7431.

Pollock, M. L., Gaesser, G. A., Butcher, J., Després, J. P., Dishman, R.

K., Franklin, B. A., & Garber, C. E. (1998). ACSM position

stand: the recommended quantity and quality of exercise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cardiorespiratory and muscular

fitness, and flexibility in healthy adults. Journals AZ> Medicine

& Science, 30, 6.

Robinson, B., Gordon, J., Wallentine, S., & Visio, M. (2004).

Relationship between lower-extremity joint torque and the risk

for falls in a group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Physiotherapy Theory and Practice, 20(3), 155-173.

Shim, J. K., Karol, S., Kim, Y.-S., Seo, N. J., Kim, Y. H., Kim, Y., &

Yoon, B. C. (2012). Tactile feedback plays a critical role in

maximum finger force production. Journal of Biomechanics,

45(3), 415-420.

Stone, M. H., Sanborn, K., O'BRYANT, H. S., HARTMAN, M.,

STONE, M. E., PROULX, C., . . . HRUBY, J. (2003).

Maximum strength-power-performance relationships in

collegiate throwers. The Journal of Strength & Conditioning

Research, 17(4), 739-745.

Thornley, L. J., Maxwell, N. S., & Cheung, S. S. (2003). Local tissue

temperature effects on peak torque and muscular endurance

during isometric knee extension.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90(5-6), 588-594.

Van Cutsem, M., Duchateau, J., & Hainaut, K. (1998). Changes in

single motor unit behaviour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contraction speed after dynamic training in humans. The



- 56 -

Journal of physiology, 513(1), 295-305.



- 57 -

Abstract

Effect of muscle pre-activation on the

magnitude of joint torque during voluntary

isometric knee extension

Jong-Ah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maximum

voluntary torque expression according to the magnitude and duration

of pre-activation during voluntary isometric knee extension. The

magnitude of pre-activation conditions were divided into three (32

Nm, 64 Nm, 96 Nm), and the duration of pre-activation conditions

were divided into two (1s, 3s), and then combined into six types. The

force and EMG data were measured using the 6-axis force & torque

sensor and the EMG sensor.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voluntary toruque increased the most with relatively large and fast

(96 Nm, 3s) pre-activation. Similarly, with relatively fast (96 Nm, 3s)

pre-activa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EMG of the agonist

muscle, especially vastus medialis, increased the most, and the

co-contraction index decreased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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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oque development from the pre-activation to the maximum

voluntary torque could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re-activation typ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ximum

voluntary torque in large and fast pre-activation type is the largest

value due to increased activity of vastus medialis, an agonist muscle

during knee extension, and the resulting reduction in co-contration

index, which has no effect on the rate of torque development.

keywords : maximum voluntary torque, pre-activation, iEMG,

rate of torque development, co-contrac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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