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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 Seung-Jun., Jeon, Byeong-Hwan., Kim, Seung-Kwon., Jang, Chang-Hyun. Biphasic effect of prior fatigue following 

eccentric-induced muscle dysfunction. Exercise Science, 22(1): 23-32. 2013. Purpose：Because muscle power output was completely 

recovered after 6 min with in vitro intact muscle experiment, we examined the interactive effects of prior fatigue and 6 min delayed 

eccentric contractions. Method：Solei were subjected to work loops in vitro at 35 °C. Pre-treatment, immediate post-treatment, and 

post-recovery cyclical power was assessed using 3 consecutive work loops that optimized pre-treatment power output (5Hz cycles；±5 

% fiber length strain). The fatigue protocol consisted of 25 consecutive optimal cycles. Damage was induced by stimulating muscles 

during the lengthening phase of 10 consecutive low frequency (2 Hz), high amplitude (±25 % strain) cycles. Results：Muscles subjected 

to damaging contractions only (N=10)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power (37±1 %) and only partially recovered after 30min (81±0 

%). Muscles that were fatigued and then immediately subjected to lengthening cycles (N=7) showed reduction in power that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all other treatments (69±2 %), but these muscles showed complete recovery of power (95±5 %). Muscles subjected 

to fatigued and then treated 6 min delayed lengthening cycles (N=7)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immediate power (40±4 %) that 

only partially recovered (79±7 %). Thus, 6min delayed eccentric treatment showed the identical result with eccentric only treatment. 

Conclusion：The effect of prior fatigue on muscle power output is depending upon the time between fatigue and eccentric contractions 

at whole intact muscle level. It suggest that the protective effect of prior fatigue appear to be due to an adaptation of above muscle 

level after eccentric muscle damage, such as central n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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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1호, 23-32, 2013. 사전 피로가 신장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기능 장애의 예방 효과가 근피로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

인에 의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피로유발 처치 후 6분의 지연 시간을 부여하여 사전 피로의 효과를 제거한 뒤, 원심성 

근수축으로 근손상을 유발하고 근파워등을 측정하였다. 실험용 쥐에서 분리한 가자미근을 시험관 내(in vitro, 35 °C)에서 사

전, 사후, 회복기 30분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순환성 근파워는 5 Hz의 주기로, 근길이의 ±5 % 수축으로 측정하였다. 근

피로 프로토콜은 25회의 구심성(concentric) 근수축을 처치하였고, 근손상은 10회 원심성 근수축(2Hz, 근길이±25 %)으로 처치

하였다. 자료는 처치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을 이원반복변량분석법(p<.05)으로 분석하였다. 원심성 근수축으로 손상된 근육

(n=10)에서 근파워의 유의한 감소(37±1 %)와 30분 후 부분적인 회복(81±0 %)이 나타났다. 근피로 직후 10회의 원심성 수축을 

가한 근육(n=7)은 다른 처치들에 비해 가장 큰 근파워의 감소(69±2 %)가 나타났지만, 30분 후 완전한 근파워 회복(95±5 %)이 

이루어졌다. 사전 근피로가 처치되고 6분의 지연시간 후 10회의 신장성 수축을 처치한 근육(n=7)에서는 즉각적인 근파워의 

감소(40±4 %)가 나타났고, 회복(79±7 %)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사전피로 처치 후 6분 후의 원심성 처치는 근손상 처

치만 이루어진 결과와 유사한 부정적 근손상과 근기능 장애를 유발하였다. 

주요어 원심성 수축, 근피로, 근파워, 근육손상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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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장성(lengthening), 원심성(eccentric), 또는 플라이오메

트릭(plyometric) 근수축은 등척성이나 단축성(구심성) 수축

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지속되는 근손상을 유발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Golden & Dudley, 1992；Jones et al., 1989 

；McCully & Faulkner, 1985). 원심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손상

은 운동선수나 일반인에게서 과도한 훈련 또는 익숙하지 않

은 신체활동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며(Byrne et al., 2004；

Lockhart & Brooks, 2006), 이로 인해 원심성 수축에 의해 유

발된 근손상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전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원심성 수축으로 유발되는 근손상의 초기 발생 원인은 외

부 장력에 의한 근섬유 미세구조의 물리적 파열로 생각된다

(Friden & Lieber, 2001；Lieber & Frid, 1999). 근손상의 초기 

진행 뒤에는, 손상된 근섬유가 분해되고 합성되는 동안 일

시적인 지연성 근육통증 (delayed onset of muscle soreness；

DOMS), 근육경직, 근육부종 등이 발생했다 사라진다

(Armstrong et al., 1991；Kendall & Eston, 2002). 그 밖에 동적 

근력 감소, 즉각적 및 지속적 근파워-발생능력 감소, 손상된 

근신경 조절, II형 근섬유의 선택적 손상, 반사 제한 (Byrne 

et al., 2004)등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증상으로 여겨

진다. 비록 이러한 초기 기전과 증상들이 부분적으로 밝혀

졌지만, 신장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손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미흡하다.

피로는 근육활동과 관련된 근육의 수축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Allen et al., 2008b), 근력감소, 근육의 수

축 속도와 파워 감소 등 외형상으로는 근손상과 유사한 특

징을 갖는다(Fitts, 2008). 그러나 근피로와 근손상의 차이는 

근육의 기능적 특성이 단시간 내에 회복되는지의 여부이다

(Fitts, 2008). 근피로는 크레아틴인산(PCr) 고갈과 수소이온 

같은 최종 대사산물의 축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noka & Stuart, 1992；Roberts & Smith, 1989). 강렬한 운

동이 근육의 pH를 7.0 (휴식 시)에서 약 6.3-6.6으로 낮추어

(Karlsson, 1971；Metzger & Moss, 1987) 산성증을 유발하면 에

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효소들의 활성도를 제한하고, 결과적

으로 해당과정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방해한다(Chasiotis, 

1983；Katz & Sahlin, 1990). 이러한 근피로는 일반적으로 수

분이내의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반편, 근손상의 경우 며

칠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근육의 피로는 원심성 운동으로부터의 손상 수준을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McCully & Faulkner, 

1986), 여러 연구들에서 사전 피로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

였지만, 그 결과들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는 피로가 유발된 근육은, 원심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손상

에 보다 민감하거나, 또는 영향이 없었고(Friden & Lieber, 

1992；Mair et al., 1996；Morgan et al., 2004), 다른 연구들에서

는 피로해진 근육이 원심성 수축-유발 근손상에 보다 저항

성을 보이기도 하였다(McCully & Faulkner, 1986；Nosaka & 

Clarkson, 1997). 이렇듯 근피로가 근손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 비해 그 결과들은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

체 내(in vivo) 연구 특성상 근피로와 근손상을 정량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피로와 근손상을 시험관 내(in 

vitro) 상황에서 정량적으로 실험처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Choi & Widrick, 2009), 반복적 근수축으로 근피로를 유발시

키고, 200 ms후에 원심성 근수축을 가하면, 순환성 근파워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근손상과 근수축 

장애는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원심성 수축 

직전의 근피로 유발은 근육의 기능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피로 직후 근손상 처치 시 나타

나는 장시간의 근파워 출력 감소의 예방 효과가, 사전에 유

발된 근피로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리한 골격근에서 구심성 근

수축으로 피로를 유발시킨 후, 6분간의 회복 시간을 부여하

여 사전 피로의 효과를 제거한 뒤에, 원심성 근수축으로 근

손상을 유발하고 회복기 30분 동안 근손상 지표(순환성 근

파워, 최대 수축력(maximal isometric force), 최적 근길이

(optimal muscle length))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8-10주령의 (평균체중 43±1 g) 

수컷 ICR 생쥐 22마리로, 모두 동일한 환경(12：12 h light- 

dark cycle at 22 ˚C)에서 표준 식이와 자유로운 수분섭취 방

식으로 사육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가자미근(SOL)은 적출과

정에서 손상된 3개를 제외한 총 41개의 근육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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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 loop example. A) Sinusoidal changes in length 

imposed upon the muscle (cycle frequency = 5 Hz；

cycle amplitude =  ±5 % of fiber length centered at 

optimal length). B) Timing of stimulation (supramaximal 

200 µs pulses delivered at 200 Hz). C) The left portion 

of the figure shows the force responses to the cyclical 

contractions. Time scale is identical for panels A, B, and 

C. The right portion of the figure illustrates the work 

loop created by plotting the force vs. length data 

obtained on the 3rd cycle. Arrow indicates direction of 

loop. Length of 0.0 mm indicates optimal muscle length. 

The force scale pertains to both the left and right 

portions of panel C. Positive work was calculated as the 

area under the portion of the work loop that 

corresponded to muscle shortening (darker portion of 

the work loop). Negative work was calculated as the 

area under the portion of the work loop that 

corresponded to muscle lengthening (lighter portion of 

the work loop). Net work was defined as the area within 

the work loop.

2. 근육 준비

실험 당일 대상동물을 마취하고 (sodium pentobarbital, 40 

mg/g), SOL이 손상되지 않게 적출하였다. 적출된 근육은 95 

% O2 and 5 % CO2로 포화된 35 ˚C의 중탄산염 완충용액

(bicarbonate buffer, 137 mM NaCl, 5 mM KCl, 1.25 mM CaCl2, 

1.0 mM MgSO4, 1.0 mM NaH2PO4, 24 mM NaHCO3, 11 mM 

glucose, 0.025 mM tubocurarine chloride)이 담긴 배양접시에

서 가자미근의 근위와 원위 건을 의료용 봉합사로 고정시켰

다. 고정된 근육은 35 ˚C, 95 % O2, 5 % CO2 평형상태로 유지

되는 중탄산염 완충용액이 담긴 배양조 안에 위치시키고, 

근위 건은 장력측정 시스템(dual mode muscle lever system, 

model 300B-LR or model 305C, Aurora Scientific Inc, Aurora, 

Ontario, Canada)에 silver chai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원위 

건은 지지대에 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컴퓨터와 자료수집보드(Model AT-MIO16E- 

10；National Instruments, Austin, TX)를 통해 이루어졌고, 

LabVIEW 프로그램(Ver. 6.1, National Instruments)으로 전기

자극, pulse, frequency(high power biphase current stimulator；

Aurora Scientific, model 701A)를 조절하여 근육의 전기 자극

을 수행하였다.

3. 실험처치 단계

준비된 근육은 대조군(C), 피로군(F), 손상군(D), 피로손상

군(FD), 6분 지연 피로손상군(6FD) 중 한집단 무작위 할당되

어, 다음의 9단계의 실험 프로토콜이 처치되었다.

1) 표준조건에서 10분간 열적 평형

2) 최적 근육길이(Lo) 결정 

3) 사전 등척성 근력(Po) 및 근파워 평가 

4) 집단별 본 실험 처치

5) 사후 근파워출력 평가(마지막 처치 200 ms 후)

6) 회복기 근파워 출력평가(회복기 3분마다 30분)

7) 회복-후 Po 측정

8) 최적 근육길이의 재평가

9) (8)단계에서 결정된 Lo에서의 등척성 근력 및 근파워 

측정

4. 사전처치(근수축 기능 측정)

Lo 측정을 위해 근육은 3분마다 200 μs2 진폭, 200 Hz 주기, 

500 ms 지속되는 전기 자극을 가했다. 근 길이를 조정하면서 

각 자극마다 Po를 측정했다. 최대 등장성 근력을 내는 근육

의 특정 길이인 Lo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Lo

가 결정되면, (8)단계까지는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았

다. (8)단계에서, 근육을 0.5 mm감소시키고 Lo를 재측정한 

후, 같은 방법으로 최적 근육길이를 측정하였다. 모든 Lo측

정에서 대응 근육들은 같은 수의 전기 자극을 처치하였다.

근육의 파워생산능력은 Askew(1997)의 작업루프(workloop)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근육의 수축 길이와 빈도는 근

섬유의 길이±5 %로 그리고 5 Hz 주기의 정현곡선 변화

(sinusoidal change)를 보이도록 했다(Fig. 1). 이 방법은 35 °C

에서 동일한 진폭과 주기로 근출력을 최적화 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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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lustration of the experimental treatments. The fatigue treatment (treatment F) consisted of 25 consecutive work loops. Work 

loop parameters were the same as those illustrated in Fig. 1. The treatment for inducing muscle damage (treatment D) consisted 

of 10 high strain (± 25 % of fiber length) cyclical contractions (at 2 Hz) during which time stimulation was timed to maximize 

force during muscle lengthening (see Methods for details). The combined fatigue and damage protocol (treatment FD) consisted 

of the fatigue protocol followed 200 ms later by the damage protocol. In all figures, vertical calibration bars represent 100 mN 

and horizontal calibration bars represent 0.4 mm. Note the difference in the force and length scales between the fatigue and 

damage protocols. Work loop direction is indicated by an arrow.

나타났다 (Askew, 1997). 매 주기마다, 근육은 동일 전류와 

200 μs2 진폭으로 200 Hz주기마다 65 ms지속되는 전기 자극

을 가했다. 전기 자극은 근육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35 ms후

에 시작되어 총 자극시간이 200 ms가 되기 100 ms전에 멈췄

다. 모든 근육은 매 세트마다 3회 작업루프로 이루어진 연속

주기의 자극을 받았다. 근섬유 길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라 얻어낸 가자미근의 근섬유길이/Lo 비율이 0.71인 것을 

통해 Lo를 계산하였다(Maddalozzo et al., 2007).

5. 근피로 및 손상 처치

대조군(C)의 근육은 피로 혹은 손상 프로토콜을 가하지 

않았다. 피로군(F)의 근육은 근파워 측정과 동일한 작업루

프의 25회 반복으로 구성된, 구심성 근피로 유발 프로토콜이 

처치되었다. 손상군(D)은 근섬유 길이 ±25 % 진폭, 2Hz 루

프주기, 200 Hz 진폭주기로 10회의 원심성 근수축이 적용되

어 근손상이 유도되었다. 자극은 근수축 시작 110 ms 후에 

시작하여 총 자극시간이 500 ms 되기 125 ms 전에 종료했다. 

피로손상군(FD)의 근육은 피로와 손상 프로토콜 절차가 모

두 적용되었다. 6분 지연 피로손상군(6FD)은 근피로 프로토

콜 처치 후 6분의 지연시간이 지난 후에 근손상 프로토콜을 

처치하였다(Fig 2).

6.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는 

일원변량분석(처치의 주 효과)과 이원반복변량분석법(처치

와 시간의 주 효과, 처치×시간의 상호작용 효과)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한 F-ratio 의 경우, Holm-Sidak 사후검증 절

차를 통해 차이를 규명하였다. 모든 유의수준은 p<.05로 하

였고, 분석은 SigmaStat 11.0 (Systat Software, San Jose, CA)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처치 전 근육의 특성

실험에 사용된 생쥐 가자미 근의 평균 Po (256±14 kN/㎡, 

n=41)와 순환성 근파워(34.5 ±2.3 W/㎏, n=41)는 35-37 °C의 

시험관 내 환경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들의 일반적인 수축특

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kew, 1997；Jame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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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n)

Mass
(mg)

Lo

(mm)
Po

(kN/㎡)

Work loop characteristics (per cycle)

loop force
(kN/㎡)

work produced
(J/㎏)

work absorbed
(J/㎏)

net power
(W/㎏)

C (7) 9.2±0.7 13.2±0.4 253±20 111±9 9.6±0.7 2.9±0.4 33.5±3.7

F (7) 9.9±0.6 13.1±0.3 246±17 112±8 9.9±0.7 3.2±0.3 33.4±2.6

D (10) 9.1±0.4 13.2±0.2 266±10 113±6 10.7±0.3 3.0±0.2 37.2±1.5

FD (10) 8.9±0.3 12.9±0.2 255±13 115±7 9.8±0.6 3.6±0.6 34.8±1.8

6FD (7) 9.3±0.8 13.3±0.2 258±11 120±4 10.4±0.3 3.4±0.2 33.5±1.9

Values are mean±SE. All work loop data are from the 3rd cycle of the pre-treatment assessment. Abbreviations：C：control；F：fatigue；D：damage；FD：

fatigue and damage；6FD：6 minute delayed fatigue and damage, Lo：optimal muscle length；Po：peak isometric force. There were no between-treatment 

differences for any variable (p>.05). 

Table 1. Baseline morphological and contractile characteristics of soleus muscles. 

처치된 근육들은 Table 1에서와 같이 형태 및 수축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순환성 근 수축동안 측정된 근력(loop force) 또한 최대 근력

(Po；kN/㎡)의 평균 45±1 %로 (대조군；44±1 %, 피로군：

46±1 %, 손상군：43±1 %, 피로손상군：45±1 %, 피로회복손

상군：46±1 %)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2. 처치 직 후 근파워의 변화

실험처치 직 후(200 ms)와 회복기 30분동안 3분마다 근파

워를 측정하였고, 각 그룹의 사전처치 결과를 100 %로 기준

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F, D, FD, 

6FD 처치에서 순환성 근파워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p<.05). F집단에서는 피로 프로토콜 처치 후 근파워가 약 

27 % 낮게 나타났으며<Fig. 3A>, 이러한 감소는 <Fig. 3B>에

서 보듯이 주로 정적 작업(positive work)의 감소에서 기인하

였다. 감소한 정적 작업은 <Fig. 3C>의 부적작업(negative 

work)의 증가와 조합되어, 근육에서의 파워 생성능력의 저

하를 나타냈다. 

손상(D)과 피로회복손상(6FD) 프로토콜 처치 직후의 근

파워의 감소는 D 처치의 경유 약 34 %, 6FD처치의 경우 약 

39 % 감소로 피로(F) 프로토콜 처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여 나타났다(p<.05). 가장 큰 파워 결손은 FD 처

치 직 후에 관찰되었고, 여기서는 사전처치의 수치보다 약 

85 % 낮게 나타났다 (p<.001). 이는 휴식 없이 두 처치가 연

속으로 가해지면서 다른 처치들 수준의 정적 작업감소와, 

다른 처치들보다 유의한 부적 작업의 증가에 의해 상당한 

근파워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p<.05；Fig. 3B, C). 이에 비

해 6FD 처치의 경우는 중간에 6분의 지연시간 동안 근피로

가 회복되어 FD그룹만큼의 급격한 근파워 결손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처치 후 30분간의 회복기 근파워의 변화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F 처치 이후의 근파워, 정적작

업, 부적작업, 루프근력은 처치 후 6분 이내에 빠르게 회복

되었고, 또한 대조군(C)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F그

룹은 실험처치 6분후에는 완벽히 회복되었다. 

D 처치에서는 루프근력, 정적 작업, 순환성 근파워가 회

복기의 처음 9분 동안에 약 10 %이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후에는 부가적인 회복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회복기 끝에는 루프 근력(-22 %), 정적 작업(-26 %), 부적작업

(-41 %), 순환성 근파워(-20 %) 모두 처치 전에 비해 상대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FD 처치에서는 회복기 동안 순환성 근파워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30분간의 회복기 후에는 약 96 %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의하게 증가한 정적근력의 

회복에 기인한 것이다. 

6FD 처치 후에는 D처치와 유사한 양상으로 회복되었다. 

순환성 근파워는 회복기 30분동안 D처치 군과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났고, 정적작업, 부적작업, 루프근력은 D처치보다 약 

10 %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Fig. 3>. 

D와 6FD 처치의 근파워가 30분간의 회복기 이후에도 감

소한 것은 전적으로 정적 작업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Fig. 

3A, B>. D 처치 후에 부적 작업은 사실상 감소하지만, 근파

워 출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순환성 근파워

는 대조군에서 회복기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Fig. 3A>. 

FD 처치 후 순환성 근파워는 회복기 30분에 D 처치 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대조군과 F 처치 군

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근파워의 회복양상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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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orkloop characteristics measured immediately post-treatment and across 30 min of recovery. A：cyclical 

power; B：positive work; C：negative work; D：loop for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ll other treatment 

at the same time poi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 and F treatments, →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30-min recovery value.

적 작업의 감소와 더불어 정적 작업의 부분적인 회복에서 

비롯되었다.<Fig. 3 B, C> 반면 사전피로와 근손상의 복합처

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처치 간에 6분의 지연시간이 주어

진 6FD 처치의 경우, 사전피로 유발처치의 효과가 사라져 

회복기 동안 근파워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때 특히 정적 작업의 회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D 처치 보다 낮은 수준의 정적작업 수준을 보임으로써, 회

복이 불가능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4. Lo 와 Po의 재평가

피로 및 손상 처치 후 30분 동안의 근파워 변화 추이를 

확인한 후, Lo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회복-후 등척성 근력

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Fig. 4>.

<Fig. 4A>의 회색 막대에서 보이듯이, 대조군과 F 처치 군

에서는 30분의 회복기 이후에도 Po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D 처치에서는 30분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Po 

가 26 % 감소했다. Po 감소는 FD 처치 후에도 일어났지만, 

이는 D 처치만 했을 경우의 절반 수준(13 %)으로 발생하였

다. 반면, 6분의 지연시간 후에 D 처치를 한 6FD 처치 군에

서는 회복 후 Po가 24 % 감소하여 거의 D 처치의 90 % 수준

의 감소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4B>에서 나타나듯이 대조군과 F 처치 군에서는 실

험처치 후 Lo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 처치 

후에 재평가된 Lo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10 %) <Fig. 4B>. 

이때 측정한 최대 근력은 약 8 % 증가하여 최종 18 % 감소 

수준을 보였다<Fig. 4A>. FD 처치군 역시 회복 후에 Lo의 유

의한 증가를 보였지만, D 처치의 절반 수준(4 %)이였고, 최

대 근력은 약 5 % 증가하여 최종 8.5 %의 감소를 나타냈다. 

6FD 처치군은 D 처치 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Lo 증가(9 

%)와 최대근력 (-16 %)을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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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rce and optimal length chagne after 30 min recovery. 

A：maximal isometric force (Po) change.
*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original Lo,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all other group at the corresponding time point.. B：optimal muscle

length(Lo) change. *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pre-treatment Lo, †

significanlty different from all other group. Note all values are 

expressed relative to the pre-treatment values. 

Ⅳ. 논 의

신체활동이나 운동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기능의 손

실은 그 회복시간에 따라 일시적인 근기능 손실을 근피로, 

장시간 회복시간을 필요로 하는 손실을 근손상으로 구분한

다. 장시간의 회복시간을 요구하는 근손상의 경우 일상적인 

신체활동이나 운동 기능을 오랫동안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근피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빠르

게 근기능이 회복되며, 오히려 장기간의 근손상을 감소시키

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Fitts, 2008；Proske & Morgan, 

2001). 따라서 사전 근피로가 원심성 수축으로 야기되는 근

손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예방효과는 운동 상황에서의 근기

능 손실 감소와 부상방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근손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근피로를 먼저 처치하는 실험방법은 운동전에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준비운동을 모방하기(mimic)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전에 처치

되는 근피로가 이후에 유발되는 근손상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McCully & Faulkner, 1986；Nosaka & Clarkson, 

1997)과 그렇지 않다는 대립되는 주장(Friden & Lieber, 1992 

；Mair et al., 1996；Morgan et al., 2004)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체 내(in vivo) 환경에서 근육에 처치되는 피로와 

손상을 정량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생

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관 내

(in vitro) 근육 실험 조건은 정량적 실험처치와 함께 마취효

과와 신경이나 근신경계의 손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심성 수축-유발 근손상 연구에서의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Warren et al., 1999).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workloop은 운동 중에 나타나는 반복적, 주기적 근육활동을 

모방하기 위한 모델로서,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수

축과 이완형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Josephson, 

1985；Marsh,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근육의 피로를 사전에 발생시킨 후에 

근손상을 유발하는 처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전 근피로 

효과가 사라지는 6분 동안을 지연시킨 후에 근손상을 유발

한 뒤 근손상 예방효과가 소멸되는지를 분석하여 사전 근피

로 자체만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처치된 작업루프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대조군에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구심성 

근수축 형태의 피로만 처치(F)된 근육에서는 일시적인 근피

로로 인하여 순환성 근파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전기 자극으로 분비-흡

수되는 근형질세망의 Ca2+ 흐름(flux) 방해를 받으며, 가는 근

세사(thin filament)의 Ca2+ 민감성이 감소하고, 근세사 활주

(sliding)를 일으키는 십자형교(cross bridge)의 기능 장애 등

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Allen et al., 2008a；Fitts, 

2008).

원심성 형태의 근손상이 처치(D)된 근육에서는 장시간 

지속되는 순환성 근파워 감소와 등장성 최대 근력(Po) 감소, 

그리고 최적 근길이(Lo) 증가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근기능 

손실이 나타났다<Fig. 3, 4>.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는 기전으

로는 흥분-수축(excitation-contraction coupling) 결합의 손상, 

십자형교의 감소로 인한 등속성 근력의 감소와 ‘P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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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mere’ 가설에 따른 근길이의 감소가 유력하다(Morgan, 

1990；Morgan et al., 2004). 그 밖에 2차적인 요인으로 근절의 

수동적 장력(passive tension)을 좌우하는 타이틴(titin)의 강직

성(stiffness) 또한, 반복적인 근수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근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mpbell & Moss, 2002；Labeit et al., 2003；Westerblad & 

Allen, 1991).

이에 비해, 구심성 근자극 형태의 사전 피로 후 원심성 

형태의 근손상이 처치된 근육(FD)에서는 비록 두 가지 처치

가 연속적으로 부여되면서 에너지고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 근파워의 결손을 나타냈지만, 장시간의 근기능(Po, Lo)에 

대해서는 사전피로 없이 원심성 근자극에서 나타나는 근손

상(D)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효과가 나타났다<Fig. 3, 4>. 이 

현상은 앞의 근손상 유발 원인을 근거로 잘 설명된다. 사전 

근피로는 근절에 일시적인 에너지 공급 장애를 일으켜

(Chasiotis, 1983；Katz & Sahlin, 1990) 피로하지 않았을 때보

다 과도한 신장이 이루어지는 십자형교의 숫자가 적어지고, 

그에 따라 근절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어 그 주변의 근절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손상 또한 적게 나타난다. 또한 사전 

근피로는 근세포 내 Ca2+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

동적 장력을 좌우하는 타이틴의 강직성을 증가시켜 과도한 

근손상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준비운동을 

통해 일시적인 피로를 사전에 유발하면 운동 중에 원심성 

근수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손상(Lo, Po)을 감소시킴으로

써, 그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순환성 근파워)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Fig. 3, 4>. 

사전피로와 근손상유발 처치 사이에 6분의 지연시간이 

처치된 집단(6FD)은 일시적인 근기능에 대해서는 급격한 근

파워의 결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에 6분의 

지연시간 동안 고에너지 인산과 같은 에너지기질과 산소 등

의 회복으로 근력생산 능력이 회복되어 FD처치에서와 같은 

결손을 막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시간의 근기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6FD처치는 원심성 근자극에 의한 

근손상(D) 처치와 같은 근기능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Fig. 3, 4>.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단지 30초

의 지연에도 근피로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제시한 바 있

다(Morgan et al., 2004).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지연시간이 

관련연구들의 불일치를 유발했지만, 본 실험에서 6분간의 

정확히 통제된 상황 아래에서 근피로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소멸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부여되는 근피로

는 여러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근손상에 따른 

근기능 감소를 예방하지만 시험관 내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단시간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처치된 

근피로의 효과가 사라진 후에 처지된 원심성 수축은 근손상

을 유발시켜, 사전 근피로의 예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피로의 근손상에 대한 예방효과는 단시간

에 소멸되며, 소멸 이후의 원심성 수축은 장시간의 근기능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경전달과정(neural procedure)을 배제한 시험관 내 상태

에서 처치된 근피로 효과가 사라진 6분 후에 처치된 원심성 

프로토콜(6FD처치)에서 손상처치(D 처치)만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일반적인 운동 상황에서 준비

운동에 의해 원심성 유발 근손상이 완화되는 현상이 신경적

응현상(neural adaption)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운동 전 준비

운동을 모방하는 사전 피로의 예방효과는 시험관 내에서 근

조직의 적응 반응에 의한 근손상과 근기능 장애를 회복양상 

이외에 중추 및 근신경계의 적응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

로 예상된다.

어떤 활동이나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육은 외부저항

에 대항하여 반드시 수축하거나 신장되어야 한다(Maddalozzo 

et al., 2007). 하지만 원심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손상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등척성 근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

구되었다. 비록 최대 등척성 수축력이 근육의 수축상태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은 근기능의 

한 측면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적 운동이나 신체활동 상

황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전피

로 처치로 구심성 근수축, 근손상 처치를 위해서는 원심성 

근수축 형태의 등장성 운동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연

구결과는 보다 현실적인 운동 상황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시험관 내 상황의 전기 자극을 통해 생체 내 상황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근수축 형태를 모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구심성 수축으로 유발된 사전 피로 후 원심성 형태

의 근손상(FD)은 사전피로 없이 원심성 근자극에 의한 근손

상(D)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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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심성 근자극 형태의 사전 피로 후 6분의 지연시간

을 거치고 원심성 형태의 근손상이 처치된 집단(6FD)은 사

전피로의 예방적 효과가 6분의 지연시간으로 소멸되어 원심

성 근자극에 의한 근손상(D) 처치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나

타났다.

따라서 시험관 내에서의 사전피로 처치는 생체 내 상황에

서의 사전운동과 유사한 근손상 예방효과가 나타나지만, 시

간에 의존하여 단시간에 소멸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

험관 내에서 근조직의 적응 반응에 의한 근손상과 근기능 

장애의 회복 이외에 중추 및 근신경계의 적응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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