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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up 운동 시 그립 두께에 따른 근활성도의 변화

서상원 PhD1,†, 고성식 PhD2,†, 안근옥 PhD2  

1운동의학센터, 2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부 스포츠의학전공

서  론

저항운동은 웨이트 머신, 프리 웨이트, 탄성 밴드, 짐 볼 및 체중 운

동 등 여러 종류의 운동이 있으며, 저항운동의 기본은 체중운동으로 

시작하여 과부하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의 수준에 맞는 저항을 선택해

야 손상 위험성은 줄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1,2]. 이에 대표

적인 체중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기(squat), 팔굽혀 펴기(phsh-up), 윗

몸 일으키기(sit-up) 및 턱걸이(pull-up) 운동 등이 있으며, Gregory et al. 

[3]은 저항운동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광배근(latissimus dorsi) 운동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pull-up 운동은 광배근과 상지 근

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다양한 강도와 컨디셔닝을 

설정하여 근력 또는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는 저항운동 중에 하나이

다[4]. 

특히, pull-up 운동은 견관절 내전근(shoulder/humerus joint adduc-

tor)인 광배근, 대흉근(pectoralis major), 극하근(infraspinatus) 뿐만 아

니라, 상지 근육들인 상완 이두근(biceps brachii), 상완요골근(brachio-

radialis), 척추기립근(erector spinae), 중부 승모근(middle trapezius) 및 

하부 승모근(lower trapezius) 등의 근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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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are various variables such as exercise posture, exercise intensity, number of repetitions, and rest time of training for 
muscle strength development, and these variables are intended to stimulate muscle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cle activation according to grip thickness in pull-up exercise.

METHODS: Eleven healthy men were randomly crossover design assigned to pull-up exercise (concentric: 1-s, eccentric: 1-s, 2-s/repeti-
tion) to failure.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was recorded from the forearm flexors/extensors, biceps brachii, trapezius middle/
lower and latissimus dorsi for muscle activation. Using the resulting EMG data, which were filtered of electromyogram artifacts, we cal-
culated the root mean squares (RMS).

RESULTS: Dependent-sample t-test produced a result, muscle activity in forearm flexors (p<.01), biceps brachii (p<.01), trapezius 
middle (p<.01), trapezius lower (p<.01) and latissimus dorsi (p<.05)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ick grip compared to normal 
grip in pull-up exerci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thicker the grip, the higher the muscle activation. Using a grip thickness as one of the 
variables for training programs is considered as a method to stimulate musc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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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a et al. [7]은 근력 발달을 위해 주동근과 협력근 및 길항근 근육

들의 적절한 근활성도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근전

도(electromyogram)는 근세포의 흥분을 통하여 수축할 때 활동전위

를 증폭시켜 나타낸 것으로[8], 수축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 및 운동단

위(motor unit)의 동원 유형 등에 의한 분석에 사용되며[9], 근전도를 

활용하여 근활성도를 파악하는 것은 근력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10].

또한 pull-up 운동은 견갑대(shoulder girdle) 안정화(stability), 당기는 

근력 및 높은 수준의 상대적 근력이 필요한 운동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관절(multi-joint) 상지 운동이라고 하였으며[11], Nicholas et al. 

[12]은 당기는 운동(deadlift, power clean, bent-over row, pull-up)에 있어 

최적의 수행은 악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고 악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저항운동은 스포츠 종목에서 성공적인 경기력에 필수적이라

고 보고하였다. 이에 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머신, 케이블/

밴드를 이용한 손목 굴근/신근 운동, 다양한 악력기(계), 리프팅 스트

랩(strap)과 같은 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당기기 운동 및 두꺼

운 바(bar) 등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두꺼운 바를 이용한 

악력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2]. 

Pull-up 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잡는 방법(그립 종류)과 잡는 

위치(그립 너비)에 따른 주동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며[4,11], 그립의 종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Koehler [13]연구에 

의하면, 잡는 방법으로 회외(supinated grips)는 상완 이두근과 승모근

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내(pronated grip)와 중립(neutral 

grips)은 광배근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Kelly & Paul [14]은 pull-up 운동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내 그립

(pronated grip)이 광배근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립 너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Lee & Lim [15]에 연구에 의하면, 20대 남자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렛 

풀 다운 운동시 그립 종류(회내, 회외)와 그립 너비(어깨 넓이의 50%, 

100% 및 150%)에 따른 8가지의 상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광배근의 근활성도는 잡는 너비 50%와 비교해서 100%에서, 중부 

승모근의 근활성도는 잡는 너비 50%와 비교해서 150%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pull-up 운동 시에 그립 종류와 그립 너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근전도를 활용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근력 발

달을 위한 트레이닝의 변인으로는 운동 자세, 운동 강도, 반복 횟수 및 

휴식 시간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으며[16], 이러한 변인들은 근육활

동에 있어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변인들

을 주제로 연구되었지만, 새로운 자극에 있어 그립 두께에 관련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ull-up 운동 시 그립 두께에 

따른 주동근과 협력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C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으로 주 2-3

회 이상의 저항운동을 수행하는 11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

본 수를 검정하기 위하여 G-power 3.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90, 검정력 .80을 설정한 결과, 각 집단에 10명의 표본 수가 요구

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실험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

다.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측정 절차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첫째 날 신체구성, 손 길이 및 악력

을 측정한 후에 근전도를 이용하여 상지 근육(상완 굴근/신근, 상완 이

두근, 승모근 중부/하부 및 광배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max-

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사전에 측정하였다. 이

후 1주일간에 휴식을 취한 후, 교차설계 방식으로 그립 두께(손 길이의 

50% 및 100%)에 따른 pull-up 운동 시 발현된 근전도 값을 수집하였으

며, pull-up 운동은 1회 반복 시 2초(단축성 수축 1초, 신장성 수축 1초) 

동안에 수행한 최대반복횟수를 기록하였고, 측정 간에는 일주일에 휴

식을 취하였다. 

3. 측정 항목 및 방법

1) MVIC

본 실험에 앞서 근전도 자료의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각 피험자의 

근육별 MVIC를 측정하였다. 먼저 상완 굴근(forearm flexors)과 상완 

신근(forearm extensors)은 벤치 앞에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

래팔을 벤치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손목에 저항을 주어 측정하였

다. 상완 이두근(biceps brachii)은 팔꿈치와 몸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하

고 벤치 앞에 앉거나 무릎을 꿇어 고정시킨 후에 팔꿈치를 어깨 높이

에 위치하고 90°로 굽힌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중부 승모근(middle tra-

pezius)은 벤치에 엎드려 몸통을 고정시킨 후, 팔꿈치를 90°로 굽힌 상

태로 어깨 높이까지 벌린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하부 승모근(lower tra-

pezius)은 벤치에 앉아 무릎과 몸통을 고정시키고 정면과 측면에서 견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n=11

Age (yr) 24.0±1.0
Height (cm) 173.8±5.9
Weight (kg) 73.1±5.8
Body fat (%) 16.8±4.5
Hand length (cm) 19.2±0.8
Grip strength (kg) 50.5±3.8



https://www.ksep-es.org98 |  Sang-Won Seo, et al.  •  Muscle Activation in Grip Thickness

Vol.30, No. 1, February 2021: 96-101

관절 90°굴곡과 외전 및 팔꿈치를 90°로 굽힌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광배근(latissimus dorsi)은 중부 승모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근육별 MVIC는 3초 동안에 3번씩 측정하여 발휘된 근

전도 신호의 최대 진폭을 기록하였다[17,18].   

2) Pull-up

모든 참가자는 pull-up 운동 전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 및 동적 스트

레칭을 10~15분간 준비 운동으로 수행하였다. pull-up 운동 시에 사용

된 바(bar)는 직경 2.6 cm이며[19], 그립 두께는 비탄력 테이핑(C-type; 

Nichiban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각 피험자 손 길이의 50% 

및 100% 둘레를 제공하였다. pull-up 운동의 준비자세는 회내 그립

(pronated grip)을 실시하였으며, 바를 어깨넓이의 100-150%로 잡고 팔

꿈치가 신전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팔꿈치가 90° 굽혀지는 시점에서 준

비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1회로, 반복속도는 1회 반복 시 2초(단축성 

수축 1초, 신장성 수축 1초) 동안에 실패할 때까지 수행하였다. 이때 운

동 동작, 반동(cheating) 및 반복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횟수로 

기록하지 않았다. 

3) 근전도 분석

각 피험자 근육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선 근전도기기

(LXM 5308, Laxtha Inc., Korea)의 6개 채널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근

전도 원자료(law data)에서 근활성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Telescan soft-

ware (ver. 3.15, LAXTHA, Korea)를 사용하였다. 근활성도를 산출하기 

위해 근전도 원신호를 offset control하여 y축 값을 0으로 설정한 다음, 

전파 정류된 신호는 20-500 Hz 범위의 대역 필터(bandpass filter)를 사

용하여 필터링하였다. 무선 근전도기기의 표면전극은 SENIAM (sur-

face electromyography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cle)에서 제안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근육에 부착하였다(Table 2) [4,20]. 또한, 

신호 간섭으로 인한 노이즈(noise)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증폭기

가 설치된 표면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극 부착부위는 피부의 각질제

거를 위하여 알코올을 이용하여 깨끗이 소독한 후에 근섬유의 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Pull-up 운동시 발생한 근육의 활성도를 파악하

기 위해서 근육이 발현되는 파형을 각각 분석하여 산출하였으며, 데이

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첫 번째 측정치(r= 0.4)와 마지막 측정치는 제외

하고 두 번째 발현된 값(r= 0.9)부터 사용하였고[21] 산출된 근전도 파

형을 Root mean square (RMS) 값으로 정량화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dow 20.0 version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 ± SD)를 

산출하였고, pull-up 운동 시에 그립 두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표본 t-검정(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그립 두께에 따른 근활성도 

그립 두께에 따른 근활성도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상완 굴

근, 상완 이두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및 광배근은 HL50과 비교

해서 HL100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근력 발달을 위한 트레이닝의 변인으로는 운동 자세, 운동 강도, 반

복 횟수 및 휴식 시간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이

러한 변인들을 주제로 연구되었지만, 새로운 자극에 있어 그립 두께에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력 발달을 위한 트

레이닝의 변인으로 그립 두께의 활용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ull-up 운동 시 그립 두께에 따른 주동근과 

협력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완 굴근, 상완 이

두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및 광배근은 일반적인 그립(HL50)과 

비교하여 두꺼운 그립(HL100)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ull-up 운동 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할 경우, 주동근과 협력근

에서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효과적인 트레

이닝 자극을 주기 위한 변인 중에 하나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활성도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시에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가지

Table 2. Attachment of EMG electrode

Muscle Location

Forearm flexors one-third of the distance from the medial epicondyle of humerus to the palmar aponeurosis.
Forearm extensors one-fourth of the distance between the lateral epicondyle of the humerus and the styloid process of the ulna.
Biceps brachii on the line between the medial acromion and the fossa cubit at 1/3 from the fossa cubit.
Trapezius middle 50% between the medial border of the scapula and the spine, at the level of T3.
Trapezius lower 2/3 on the line from the trigonum spinea to the 8th thoracic vertebra.
Latissimus dorsi approximately 4 cm below the inferior tip of the scapula, half the distance between the spine and the lateral edge of the torso. 

two electrodes are oriented in a slightly oblique angle of approximately 25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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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육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운동단위의 동원이 증가하여 보다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16]. 이 연구에서 pull-up 운동 시 일반적인 그립과 비교하여 두

꺼운 그립에서 상완 굴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두꺼운 그립을 이용한 push-up 운동 시에 전완

의 굴곡근 활성화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어깨 안정화 근육의 근활

성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5], Jung & Cho [22]은 손가락 굴근

의 근활성화를 통한 움직임이 어깨 안정화 근육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그립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목표는 새로운 훈

련 자극을 제공하여 전완근의 신경근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

로 악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23]. 또한 평균 크기보다 큰 최

적의 그립 크기는 악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24], Cum-

mings et al. [25]은 Division 1 남자 골퍼 1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그

립(olympic bar, CON)과 두꺼운 그립(fat grip, FG)을 이용한 8주간의 

저항운동을 수행한 결과, CON 그룹과 비교해서 FG그룹에서 골프 수

행력(ball speed, carry and drive distance)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pull-up 운동 시 일반적인 그립과 비교하여 두꺼운 

그립에서 상완 신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전완(forearm)과 손 굴곡근(hand flexor)은 그립을 잡는데 관여하는 

주요 근육인 반면에, 손목 신근(wrist extensors)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12], 그립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주요 근육들

의 근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손목 신근은 근활성도보다

는 안정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pull-up 운동은 광배근, 중부 및 하부 승모근이 주동근

으로 동원되며[26], 상완 이두근은 주관절 굴곡과 회외(supination) 및 

견관절 굴곡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27] pull-up 운동 시에 광배근 다음

으로 동원되는 근육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lat pull down 운동 시 전

완 근육과 상완 근육의 작용에 의해 광배근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

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립의 악력이 약할 경우에 바를 내리는 

동작에서 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는 바를 견고하게 잡기 위해 손목

이 먼저 활성화되는데 이 또한 광배근 활성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28]. 이에 전완의 개입을 줄기 위해서는 lat pull down 운동을 수행하기

에 앞서 전완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켜 손목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8]. 이 연구에서 pull-up 운동 시 일반적인 그립과 

비교하여 두꺼운 그립에서 상완 굴근, 상완 이두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및 광배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체력 기준치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의 평균 악력은 50.5 ± 3.8로 2등급

에 해당되며, 규칙적인 저항운동을 하는 중급자 이상의 수준으로, 선

행연구[28]에서 주장한 주동근 운동 수행전에 전완 근육을 강화시켰

기에 본 연구에서 협력근 뿐만 아니라 주동근까지 근활성도가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en et al. [29]은 두꺼운 그립을 이용한 훈

련은 팔 크기를 증가시키려는 보디빌더와 악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

동선수(레슬링, 암벽등반 및 야구 등)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점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pull-up 운동 시 그립 방법(pronated/supi-

nated/neutral/rope grip)과 그립 너비(좁음, 중간, 넓음)에 따른 주동근

과 협력근의 근활성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4,11,13-15,28], 이 연구에서는 그립 방법 및 너비 차이가 아닌 그립 두

께에 차이를 두어 동일한 그립 방법과 너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동근과 협력근의 근활성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의 여러 변인들 중에 하나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stimulation)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 pull-up 운동 시 그립 두께에 따른 주동근과 협력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완 굴근, 상완 이두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및 광배근은 손 길이의 100% 그립 두께에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ull-up 운동 시 두꺼운(손 길이의 

100%) 그립을 사용할 경우, 주요 근육을 자극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을 

Table 3. Changes in muscle activation according to grip thickness in HL50 and HL100

Exercise muscle
Mean EMG (μV)

HL50 HL100 t p

Forearm flexors 215.7±55.7 260.3±62.8 -4.003 .003**
Forearm extensors 242.4±89.9 262.7±98.0 -1.144 .279
Biceps brachii 392.6±84.3 476.0±92.6 -3.676 .004**
Trapezius middle 183.5±50.5 227.2±73.1 -3.346 .007**
Trapezius lower 280.7±89.3 317.9±94.3 -3.608 .005**
Latissimus dorsi 234.9±69.6 280.7±89.2 -2.807 .019*

Values are means and SD.     
HL50, 50% of hand length; HL100,100% of hand length.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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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초보자와 상급자를 대상으로 그립 두께에 따른 

근전도 반응과 다양한 그립 두께 및 표면에 따른 운동 수행력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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