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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동이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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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운동의과학과, ²단국대학교 부설 메디스포츠연구소

Effects of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on Muscle Damage and Muscular
Physiological Indices in Healthy Men
Jong-Yeon Park1 MS, Ho-Seong Lee1,2 PhD
¹Department of Kinesiologic Medic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Cheonan; ²Institute of Medical-Sport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on muscle damage and muscular
physiological indices in healthy men.
METHODS: Using a randomized crossover design, nine adult males without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divided into a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BEG, n=9) and a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n=9).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involved five sets of six repetitions of the rhythm metronome speed eccentric contraction 3 seconds at 110% one repetition maximum
(1RM) using bilateral of BEG and the dominant and non-dominant of UEG separated by four weeks, respectively. Muscle damage
(flexed and extended ROM, CIR, and VAS) and muscular physiological indices (muscle activity, muscle fatigue, and muscle tone) were
measured before, immediately after (0 hour), 24, 48, 72, and 96 hours following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RESULTS: The flexed ROM, CIR, VAS, muscle activity, and muscle ton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both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p<.05, respectively). Extended ROM and muscle activity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both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p<.05,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ide (S) and time and side (T×S).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muscle damage and physiological indices after measuring and
setting the 1RM muscle strength separated by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Key words: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Muscle damage, Muscular physiological index

서 론

줄 수 있지만[1], 양측(우세측 및 비우세측)에서 근력의 차이가 발생하
였다고 보고되었다[2-4]. 반면에 편측운동은 편측만을 사용하는 운동

저항성 운동(resistance exercise)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양측운동

으로 런지 및 스텝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집중적인 근력 및 근육의

(bilateral exercise)과 편측운동(unilateral exercise)으로 구분되며, 양측

조절 능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5]. 또한, 편측운동은 양

운동은 척추를 기준으로 신체의 좌 · 우측이 동시에 사용되는 운동으

측운동과 비교해서 기저면이 작아서 불안정성이 높고 신경과 근육의

로 스쿼트 및 푸쉬업 등이 있으며, 균형 및 좌우 협응 발달에 도움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운동방법으로 보고되었다[6]. 선행 연구에 의

Corresponding author: Ho-Seong Lee Tel +82-41-550-3838 E-mail hoseh28@dankook.ac.kr
Keywords 양측 신장성 운동, 편측 신장성 운동, 근손상 지표, 근생리학적 지표
Received 21 Jan 2022 Revised 21 Feb 2022 Accepted 22 Feb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53

Vol.31, No. 1, February 2022: 53-61

하면, 양측운동의 1RM 80% 체스트 프레스(chest press)와 편측운동의

을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근긴장 상태는 손상(damage) 및 부상(inju-

1RM 40% 체스트 프레스의 큰가슴근(pectoralis major, 대흉근)의 활성

ry)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8,19]. 따라서 저항성 운동 시

도를 비교한 결과, 큰가슴근의 활성도는 양측 및 편측운동 모두에서

에는 근손상의 정도를 확인하여 신체적 상태(condition)를 점검할 필

우세측과 비교해서 비우세측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측운동의 1RM 85% 스쿼트(squat)와 편측운동의 1RM 42.5%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편측운동의 운동강도는 양

스플릿 스쿼트(split squat)를 시행한 후에 넙다리네갈래근(quadriceps

측운동의 운동강도 50%로 임의 설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지만, 근손

femoris,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넙다리네갈래근의 활성

상, 근피로 및 근긴장의 정도 및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도는 양측운동의 비우세측이 편측운동의 비우세측과 비교해서 유의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측과 편측운동(우세측 vs. 비우세측)의 1RM 근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결과적으로, 근활성도는 양측 및 편측

력 간을 각각 설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운동 모두에서 우세측과 비교해서 비우세측에서, 편측운동의 비우세

양측 및 편측 ECC의 1RM 근력을 각각 측정하여 설정한 후에 근손상

측과 비교해서 양측운동의 비우세측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및 근생리학적 지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편측운동의 운동강도를 양측
운동의 운동강도의 50%로 임의 설정하였으며, 양측 및 편측운동의 양
측이 각각 같은 운동강도에 의해 비교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측운동
의 운동강도와 편측운동의 우세측과 비우세측의 운동강도는 동일하
게 설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6개월간 저항성 운동 경험이 없으며, 근골격계 이상이

일반적으로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수축 형태에 따라 근육의 길이

없는 성인 남성 9명을 대상으로 무선 할당 교차 설계 방식(crossover

가 단축하면서 힘이 발생하는 단축성운동(concentric exercise, CON)

design)을 이용하여 양측 신장성 운동 집단(Bilateral eccentric exercise

과 근육의 길이가 신장하면서 장력에 의해 힘이 발생하는 신장성운동

group, BEG; n = 9)과 편측 신장성 운동 집단(Unilateral eccentric exer-

(eccentric exercise, ECC)으로 구분되며, ECC는 CON과 비교해서 운동

cise group, UEG; n= 9)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

후에 시간 경과에 함께 최대 등척성 근력의 감소가 더 오래 지속하였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가 동의를 얻었으며, 운동

다고 보고되었다[9]. 또한, ECC는 CON과 비교해서 근육이 신장할 때

중재 및 측정은 운동처방사에 의해 시행되어 편향(bias)의 가능성을

더 큰 장력이 발생하였으며[10-12], ECC에 의한 장력은 CON보다. 근원

최소화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섬유마디(sarcomere, 근절)에 미세 손상을 주어 근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근손상은 익숙하지 않은 운동 형태의 ECC이

2. 연구 절차

나 격렬한 운동 및 잘 사용하지 않는 측(비우세측)에서 더 높게 나타났

모든 대상자는 본 실험 1주일 전에 신체조성과 위팔두갈래근(biceps

고, 특히 ECC에 의한 근손상은 통증과 부종(swelling)이 발생함과 동

brachii, 상완이두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maximum voluntary

시에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을 감소시켜 운동수행력에 부정적인 영향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하였으며, 바벨컬을 이용하여 양

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9]. 또한, 근손상은 근피로(muscle fatigue) 및

측운동의 1RM과 원암덤벨컬을 이용하여 편측운동의 우세측과 비우

근긴장(muscle tone)에도 영향을 미치며, 근피로는 근손상에 의해 운

세측의 1RM을 각각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무선 할당 교차 설계 방식

동 단위의 활성(motor unit activation) 및 근수축력의 저하때문에 증가

을 이용하여 4주간의 간격을 두고 바벨컬의 양측 신장성 운동과 원암

하였다고 보고되었다[14-15]. 아울러 근피로도는 근전도(electromyog-

덤벨컬의 편측 신장성 운동을 각각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양측

raphy, EMG)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근피로가 증가할수록 근 활동 전

및 편측 신장성 운동 전(Pre), 운동 직후(0 hour), 24시간(24 hours), 48시

압의 전도 속도 및 운동 단위의 발화율(firing rate)이 감소하였다고 보

간(48 hours), 72시간(72 hours) 및 96시간(96 hours)에 근손상 지표(관

고되었다[16]. 이외에도 근긴장은 근손상 후에 근육의 대사 및 에너지

절가동범위, 상완둘레경 및 시각적 통증 척도) 및 근생리학적 지표(근

부족 상태에 의해 증가하였으며[17], 근긴장도의 증가는 근육의 통증

활성도, 근피로도 및 근긴장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roup (n)
9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Body fat (%)

25.14±1.77

173.71± 5.06

75.57 ± 4.82

25.14 ± 1.77

22.1 ± 4.91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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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동

2) 근손상 지표

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동은 1RM의 110%의 강도로 메트로놈 속도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는 각도계(Baseline 12-1027

에 맞추어 1회당 신장성 수축 3초를 6회씩 5세트를 실시하였으며, 세

digital goniometer, Baseline, USA)를 이용하여 팔꿉관절의 굴곡 및 신

트 간의 휴식시간은 2분으로 하였다[20]. 또한 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

전의 최대 범위를 각각 2회씩 측정한 후에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

동의 팔꿉관절(elbow joint, 주관절)의 가동범위는 120°로 설정하였으

방법은 각도계의 고정자를 가쪽위관절융기(lateral epicondyle, 외측상

며, 최초 시작 지점은 팔꿉관절이 60°로 굴곡한 상태, 최대 신장 지점

과)와 어깨뼈봉우리돌기(acromion process, 견봉)을 연결하는 선상과

은 팔꿈관절이 180°로 신장한 상태로 실시하였습니다. 양측 신장성 운

일치시킨 후에 움직이는 자는 가쪽위관절융기와 노뼈(radius, 요골)의

동은 바벨컬을 이용하여 우세측 및 비우세측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붓돌기(styloid proces, 경상돌기)를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여 측정하

(Fig. 1), 편측 신장성 운동은 원암 덤벨컬을 이용하여 우세측 및 비우

였다[21]. 상완둘레경(circumference, CIR)은 자를 이용하여 위팔두갈

세측을 각각 실시하였다(Fig. 2, Table 2). 또한, 대상자가 신장성 수축

래근의 중앙부(팔꿉관절으로부터 9 cm)를 측정하였으며, 2회씩 측정

만을 할 수 있도록 실험 보조자가 최대 신장 지점에서 최초 시작 지점

한 후에 평균값을 사용하였다[22]. 시각적 통증 척도(visual analogue

까지 바벨 또는 덤벨을 들어주었다.

scale, VAS)는 100 mm의 일정한 선을 그어 왼쪽 처음 위치 ‘0 mm’는
근육 통증이 완벽하게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의 마지막 위치 ‘100 mm’

4. 측정방법

은 가장 심한 근육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22]. 위팔두갈래근

1) 신체조성

의 촉진을 통해 대상자가 자각된 근육 통증에 대한 정도를 수직으로

신체조성은 체성분 측정기(Inbody 770, Inbody, Korea)를 이용하여

그어 확인하였다.

체중 및 체지방률을 측정하였고 신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였다. 대
상자는 간편한 복장으로 전해질 티슈를 이용하여 손바닥과 발바닥을

3) 근생리학적 지표

닦은 후 발 전극을 정확히 밟고, 손 전극을 쥔 후 양손을 30° 정도 넓힌

근활성도 및 근피로도는 무선 근전도(Wireless EMG System, Trigno

상태에서 측정하였다(ACSM, 2006). 지침서에 따라 측정오차를 최소

Wireless, Delsy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위팔두갈래근의 전극

화하기 위해 측정 2시간 이전에 식사, 음료, 알코올 및 카페인 등 섭취

은 Serface Electromyography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cle

및 격렬한 신체활동을 제한하였다.

(SENIAM)의 권고 사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육과 평행하게 부착하

Fig. 1.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Fig. 2.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Table 2. Bilateral and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s program
Order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https://www.ksep-es.org 

Type
Barbell curl
One arm dumbbell curl (dominant)
One arm dumbbell curl (Non-dominant)

Contents

Rest

1RM 110%×6 reps× 5 sets ×3 sec
1RM 110%×6 reps× 5 sets ×3 sec

2 min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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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근활성도는 신호의 정량화를 위하여 사전에 MVIC를 측정하였

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repeat-

으며, 2회를 측정하여 최대값을 실측치로 하였다. MVIC의 측정 자세

ed ANOVA)을, 양측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

는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로 구부리고 최대 힘을 발휘하게 하여 측

는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

정하였다. EMG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는 1,024 Hz

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로 설정하였으며, rawEMG 파형은 1회의 MVIC를 실시한 파형을 측정
시작과 종료까지의 구간의 값을 평균 제곱(root mean square, RMS)으
로 도출한 후 사전에 측정된 MVIC에 대비하여 %MVIC 값으로 정량
화하였다. 근피로도는 rawEMG 파형으로 중앙 주파수(median fre-

연구 결과
1. 근손상 지표

quency, MDF) 값을 구하여 나타내었다[23].

양측(BEG) 및 편측 신장성 운동 집단(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

근긴장도는 MyotonPro (Myoton AS, Tallinn, Estonia) 장비를 이용

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의 굴곡 관절가동범위(ROM)의 변화는

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Multiscan Mode를 이용하여 Tap 반복

Table 3에, 신전 ROM의 변화는 Table 4에 각각 제시하였다. 굴곡 ROM

횟수 5번, 기계적 Impulse 전달 시간 15 millisecond, 전달 간격을 8초로

은 BEG 및 UEG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설정하여 전극 부착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하였다[24,25]. 또한,

으며,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굴곡 ROM

근긴장도는 2회 측정하여 최대값을 실측치로 하였으며, 측정 오차(Co-

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에(p <.05), BEG에서

efficient of variation, CV)가 3% 이상일 경우 재측정하였다.

비우세측의 굴곡 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또

5. 자료처리방법

한 UEG에서 우세측의 굴곡 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s, 24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dow Ver. 20.0 (SPSS Inc.,

hours 및 48 hours에(p <.05), UEG에서 비우세측의 굴곡 ROM은 운동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및 48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

다. 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동 집단에서 시기(Pre, 0 hour, 24 hours, 48

으로 나타났다(p <.05).

hours, 72 hours 및 96 hours) 및 양측(우세측 및 비우세측) 간에 근손상

신전 ROM은 BEG 및 UEG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

및 근생리학적 지표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

과가 나타났으며,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시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신전 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및 48 hours에(p <

Table 3. Changes in ROM on flexed angle by BEG and UEG
Flexed angle (deg)
BEG
UEG

Side

Pre

0 hr

24 hr

48 hr

72 hr

96 hr

F

D
ND
D
ND

43.98±2.62
44.18±1.81
44.64±1.93
43.87±1.60

52.84±1.64*
54.76±2.77*
50.35±2.35*
52.43±2.61*

50.62 ± 3.22*
52.66 ± 2.22*
49.66 ± 1.93*
49.24 ± 1.79*

51.92 ± 2.90*
54.68 ± 2.17*
50.73 ± 2.02*
49.52 ± 1.69*

48.76 ± 2.54
50.91 ± 1.89*
47.57 ± 1.55
45.73 ± 1.37

46.50 ± 1.40
47.78 ± 1.17
45.32 ± 1.55
42.92 ± 1.99

T = 8.134* S= .679
T × S= .084
T = 14.612* S= .122
T × S= .928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Table 4. Changes in ROM on extended angle by BEG and UEG
Extended angle (deg)
BEG
UEG

Side

Pre

0 hr

24 hr

48 hr

72 hr

96 hr

F

D
ND
D
ND

167.51±1.09
168.43±0.61
166.13±1.51
165.86±1.46

156.44±4.42*
156.31±5.85*
157.04±3.31*
156.85±3.59*

155.80 ± 5.33*
156.81 ± 6.83*
156.41 ± 3.32*
155.24 ± 4.83*

157.10 ± 4.40*
155.75 ± 5.07*
158.24 ± 3.77*
157.50 ± 3.58*

161.81 ± 3.97
159.98 ± 3.48*
162.00 ± 2.73
163.11 ± 2.01

166.07 ± 1.31
164.77 ± 1.84
166.12 ± 1.62
166.40 ± 1.43

T = 9.331* S= .011
T × S= .134
T = 9.162* S= .003
T × S= .067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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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BEG에서 비우세측의 신전 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의 시각적 통증 척도(VAS)의 변화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VAS는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G 및 UEG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

(p <.05). UEG에서 우세측의 신전 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며,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VAS는 운동

24 hours 및 48 hours에(p <.05), UEG에서 비우세측의 신전 ROM은 운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p <.05), BEG에

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및 48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낮은

서 비우세측의 VAS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것으로 나타났다(p <.05).

72 hours 및 96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BEG 및 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

UEG에서 우세측의 VAS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의 상완둘레경(CIR)의 변화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CIR은 BEG 및

hours, 72 hours 및 96 hours에(p <.05), UEG에서 비우세측의 VAS는 운

UEG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원

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72 hours 및 96 hours에 각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CIR은 운동 전과 비교

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해서 0 hour, 24 hours 및 48 hours에(p <.05), BEG에서 비우세측의 CIR
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72 hours 및 96 hours

2. 근생리학적 지표

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UEG에서 우세측의

BEG 및 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

CIR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및 72 hour에

의 근활성도의 변화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근활성도는 BEG 및 UEG

(p <.05), UEG에서 비우세측의 CIR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원 반복측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근활성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

BEG 및 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

서 0 hours, 24 hours 및 48 hours에(p <.05), BEG에서 비우세측의 근활

Table 5. Changes in CIR by BEG and UEG
BEG
UEG

Side

Pre

0 hr

24 hr

48 hr

72 hr

96 hr

F

D
ND
D
ND

30.76±0.85
30.46±0.75
30.27±0.50
30.21±0.49

31.91±0.86*
31.45±0.66*
31.76±0.50*
30.97±0.58*

31.73±0.80*
31.41±0.67*
30.86±0.50*
30.78±0.47*

31.68 ± 0.67*
31.75 ± 0.53*
31.89 ± 0.61*
31.02 ± 0.55*

31.33 ± 0.59
31.72 ± 0.49*
30.90 ± 0.51*
30.71 ± 0.54*

31.28 ± 0.60
31.62 ± 0.56*
30.26 ± 0.55
30.52 ± 0.58*

T = 6.623*
S = .003 T × S =1.295
T = 11.156* S = .057 T × S= 1.820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Table 6. Changes in VAS by BEG and UEG
BEG
UEG

Side

Pre

0 hr

24 hr

48 hr

72 hr

96 hr

F

D
ND
D
ND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55±0.37*
1.44±0.26*
1.00±0.28*
1.00±0.23*

2.88±0.35*
2.88±0.26*
3.22±0.33*
3.11±0.53*

4.77 ± 0.52*
5.77 ± 0.40*
4.22 ± 0.36*
4.55 ± 0.70*

2.55 ± 0.44*
3.77 ± 0.76*
2.33 ± 0.33*
2.22 ± 0.40*

0.67 ± 0.33
1.88 ± 0.65*
0.77 ± 0.27*
0.88 ± 0.30*

T = 68.613* S = 2.177 T× S= .805
T = 52.075* S = .907
T × S = .135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Table 7. Changes in muscle activity by BEG and UEG
BEG
UEG

Side

Pre

0 hr

24 hr

48 hr

72 hr

96 hr

F

D
ND
D
ND

70.50±1.20
72.90±0.85
73.57±1.35
74.51±0.99

51.85±3.37*
50.78±3.99*
56.75±2.09*
58.63±2.27*

51.44±5.43*
51.74±2.99*
60.52±2.63*
59.22±3.19*

60.22 ± 3.61*
55.55 ± 3.26*
66.00 ± 3.03*
64.36 ± 2.66*

65.28 ± 2.70
58.15 ± 3.53*
69.92 ± 4.12
70.24 ± 2.28

69.43 ± 1.72
72.05 ± 0.87
69.75 ± 2.82
73.04 ± 1.22

T = 13.969* S = .170
T × S = .669
T = 12.725* S = .022
T × S = .259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https://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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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in muscle fatigue by BEG and UEG
Side

Pre

0h

24 h

48 h

72 h

96 h

F

D
ND
D
ND

67.99±2.49
66.43±3.11
68.62±3.70
63.38±3.23

66.57±2.73
65.30±3.36
68.57±2.47
65.00±2.77

66.72±1.77
64.75±2.49
68.01±2.04
63.74±2.32

65.10 ± 2.36
65.76 ± 2.52
68.48 ± 2.35
62.49 ± 2.26

66.35 ± 2.05
65.63 ± 2.58
69.92 ± 1.88
64.00 ± 2.02

66.45 ± 2.52
64.46 ± 2.75
71.17 ± 3.15
63.20 ± 2.30

T = .421 S = .085,
T × S = .432
T = .634,
S = 2.818 T ×S = .711

BEG
UEG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Table 9. Changes in muscle tone by BEG and UEG
Side
BEG

D
ND
D
ND

UEG

Pre
14.72±0.20
14.56±0.21
14.92±0.31
14.48±0.24

0h
15.88±0.34*
15.94±0.48*
15.73±0.35*
15.01±0.20*

24 h
15.73±0.36*
15.96±0.40*
15.85±0.30*
15.20±0.23*

48 h

72 h

15.75 ± 0.32*
15.24 ± 0.27*
16.14 ± 0.31*
15.44 ± 0.25*

15.46 ± 0.32*
15.33 ± 0.35*
15.68 ± 0.32*
15.20 ± 0.18*

96 h
15.13 ± 0.33
15.67 ± 0.45*
15.40 ± 0.25
14.84 ± 0.22

F
T = 12.989* S = 1.063,
T × S = 1.098
T = 6.402* S = 3.892,
T × S = .000

Values are means and SD.
BEG, b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UEG, unilateral eccentric exercise group; T, time; S, side; D, dominant; ND, non-dominant.
p <.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

성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

도 및 근긴장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시기(T)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각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UEG에서 우세측의 근활

났지만, 양측(S), 시기 및 양측(T×S)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성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및 48 hours에(p <.05),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양측 및 편측 ECC의 1RM 근력을 각각

UEG에서 비우세측의 근활성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측정하여 설정한 후에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의 변화에는 차이가

및 48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EG 및 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

이 연구에서 근손상 지표(ROM, CIR 및 VAS)는 BEG 및 UEG 모두

의 근피로도의 변화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근피로도는 BEG 및 UEG

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상, 근원섬유마디는 신장

모두에서 시기, 양측, 시기 및 양측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성 수축 운동에서 발생하는 장력에 취약하여 미세 손상이 초래하며

나지 않았다.

[20], 신장성 운동에 의한 근육의 수축은 액틴(actin) 및 미오신(myosin)

BEG 및 UEG에서 운동 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우세측 및 비우세측

의 필라멘트(filament)결합을 감소시켜 미세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

의 근긴장도의 변화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근긴장도는 BEG 및 UEG

고되었다[24-25]. 또한, 근손상은 염증 및 효소 유출, 결합조직의 파괴

모두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원 반복측

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있다[26]. 특히 근손상 후에 발생하는 염증

정 분산분석의 결과, BEG에서 우세측의 근긴장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

반응(inflammatory response)은 주로 구심성 신경에 의한 화학적 자극

서 0 hour, 24 hours, 48 hours 72 hours 및 96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높

으로 대사 과정 중에 노폐물이 혈관 투과성(vasopermeability)을 증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UEG에서 우세측의 근긴장도는 운동 전

시켜 손상 부위에 호중구(neutrophil)와 사이토카인(cytokine) 등이 침

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hours 및 72 hours에(p <.05), UEG에

윤되어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27]. Stupka et al. [28]은 근

서 비우세측의 근긴장도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0 hour, 24 hours, 48

손상 이후 1-3일 동안 호중구의 농도가 상승함을 확인하였으며, 호중

hours 72 hours 및 96 hours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 축적으로 손상 부위에 근통증을 발생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p <.05).

한 생리학적 반응은 부종을 발생시켜서 ROM이 감소하였으며, CIR과
통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10,29,30]. 또한, 신장성 운동에 의

논 의

한 근손상 지표의 변화는 운동 후 8-20시간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24-72시간에 최고치를 이르러 이후 점차 회복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이 연구에서는 양측 및 편측(우세측 vs. 비우세측) ECC의 1RM 근력

보고되었다[31].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1RM의 110% 강도

을 각각 측정하여 설정한 후에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에 미치는

의 신장성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BEG 및 UEG의 우세측과 비우세측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굴곡 ROM, 신전 ROM, CIR, VAS, 근활성

모두에서 근손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굴곡 및 신전 ROM, CIR, V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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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의 우세측과 비교해서 비우세측에서 약간 오래 지속되었지만,

은 EMG의 근 활동 전압의 속도[14,15], 전기적 신호 전달율에 영향을

UEG에서는 양측(우세측 vs. 비우세측) 모두 동일한 시기까지 지속되

미쳐 근활성도의 감소를 일으키고[16], 근육 대사와 근육 탄력성의 감

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측운동은 우세측의 근력 및 근활성도가

소, 그리고 에너지 부족 상태를 발생시켜 근긴장도를 증가시켰다고 보

감소하는 양측운동손실(bilateral deficit)이 발생하며, 양측운동손실은

고되었다[17].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근손상의 지표와 근활성도

양측운동 시 운동신경세포(motor neuron)에서 중추신경계까지의 신

및 근긴장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경 연접(synapse)이 억제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2-4]. 또한, Oda

근피로도는 BEG 및 UEG 모두에서 시기, 양측, 시기 및 양측 간에 통계

& Moritani [32]는 양측운동 시 우세측 및 비우세측의 근활성도를 비

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피로도는 근피로

교한 결과, 근활성도는 우세측과 비교해서 비우세측에서 유의하게 높

의 증가에 따라 운동 단위(motor units)의 활성이 감소하여 낮게 나타

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양측운동손실의 영향 때문이

났다고 보고되었다[14]. 또한, 운동 단위의 활성은 단축성 운동과 비교

며, 이 연구에서 굴곡 및 신전 ROM, CIR, VAS가 BEG의 우세측과 비

해서 신장성 운동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7]. Ducha-

교해서 비우세측에서 약간 오래 지속되었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고

teau & Baudry [38]에 의하면, 신장성 운동은 근육 길이가 부하에 의해

생각된다. 하지만 BEG에서 굴곡 및 신전 ROM, CIR, VAS는 양측(S), 시

강제로 신장하여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단위의 활성이 낮다고 보

기 및 양측(T×S)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고하였다. 아울러 등척성 운동 시 단축성 운동과 신장성 운동에 따른

의하면, 양측운동 시 우세측의 근활성도는 운동강도의 증가에 따라

위팔두갈래근 및 위팔세갈래근(triceps brachii, 상완삼두근)의 활성도

양측운동손실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33]. 또한, 양측운동 시 우

를 비교한 결과, 단축성 운동 시에는 위팔두갈래근의 활성화가 발생하

세측의 근활성도는 최대하 운동강도의 증가에 따라 양측운동손실이

고, 신장성 운동 시에는 위팔세갈래근의 활성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34]. 아울러 신장성 운동 시 발

였다[39]. 따라서 이 연구에서 근피로도가 BEG 및 UEG 모두에서 차이

생하는 장력은 운동강도 및 반복 횟수에 영향을 받았으며[13,35], 근손

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신장성 운동으로 인해 위팔두갈래근의 운동

상은 장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20]. 이 연구에

단위의 활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는 1RM 110%의 운동강도를 설정하여 양측 신장성 운동을 진행하

CK, LDH 등의 혈액을 통한 근손상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

였으며, 1RM 110%의 운동강도는 고강도 저항성 운동으로 알려져 있

측 및 편측운동의 수축 형태에 따라 주동근 및 길항근의 근피로도의

다[36]. 따라서 이 연구에서 1RM 110%의 운동강도로 인해 BEG에서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측운동손실이 감소하였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운동강도
및 부하에 따른 양측 신장성 운동과 근손상 지표의 상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UEG에서 굴곡 및 신전

결 론

ROM, CIR, VAS는 우세측과 비우세측 간에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이 연구에서는 양측 및 편측(우세측 vs. 비우세측) ECC의 1RM 근력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측운동의 1RM 80% 체스트 프레스와

을 각각 측정하여 설정한 후에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에 미치는

편측운동의 1RM 40% 체스트 프레스의 큰가슴근의 활성도를 비교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의 변화에는 차이가

결과, 큰가슴근의 활성도는 양측 및 편측운동 모두에서 우세측과 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양측

교해서 비우세측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하지만 서론

및 편측(우세측 vs. 비우세측) ECC를 시행할 경우에는 1RM 근력을 각

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측운동의 운동강도는 양측운동의 운동강도

각 설정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운동강도 및 부하에 따

50%로 임의 설정하였으며, 양측 및 편측운동의 양측(우세측 및 비우

른 양측 및 편측 신장성 운동의 근손상 및 근생리학적 지표의 상관성

세측)이 각각 같은 운동강도에 의해 비교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는 양측 및 편측 ECC의 1RM 근력을 각각 측정하여 설정한 후에 근
손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UEG에서

CONFLICT OF INTEREST

우세측과 비우세측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1RM 근력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이 연구는 UEG에서 우세측과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비우세측의 운동 부하가 같았기때문에 근손상 지표의 결과도 차이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근생리학적 지표 중에 근활성도 및 근긴장도는 근손상
지표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손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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