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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M 추정 문헌 고찰 및 향후 연구 제언

이병근

상명대학교�사회체육학과

서 론

1 repeated maximum (1-RM)은 근력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며 최대 관절 가동 강도 범위에 걸쳐 성공적으로 들 수 있는 최고의 

중량을 의미한다. 1-RM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운동강도와 운동량 

설정에 유용한 지표이다. 1-RM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직접 측정

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RM 직접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측정 중에 부상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1]. 특히 초보자

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으며 고중량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과소평가

되기도 한다[2]. 그래서 많은 운동참여자들은 정확한 1-RM의 측정 없

이 스스로 강도를 결정하고 있다[3]. 

따라서 1-RM을 간접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RM 추정을 위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최대하 중량과 이를 피로까지 

지속하는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4,5]. 그리고 최대하 중량 방법에 인체측정학적 요소를 추가하거나 

인체측정학적 자료만을 이용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려는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6,7]. 측정의 간편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운동자각

도나 인지강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들도 보고되고 있다[8,9]. 특

정동작의 1-RM을 이용하여 다른 동작의 1-RM을 추정하는 연구도 보

고되고 있다[10].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바

벨과 손목의 가속도 변화를 측정하여 추정하는 방법들도 시도되고 있

다[11]. 많은 연구들이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추정식을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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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ategorize the type of previous 1-RM prediction studies, to review the research direction 
and limitation, and to suggest for the future studies. 

METHODS: The studies of 1-RM prediction were categorized depend on 4 type, and analyzed research process and main results. 
Research review was summarized, and suggested several direction. 

RESULTS: The 1-RM research was progressed 1-RM prediction based submaximal weight and repetition, 1-RM prediction include 
anthropometry variables, 1-RM prediction using various device, and studies on special groups. There were following the suggestion for 
the future studies. The various prediction methods need to be classify based on gender, training level, aging, training movement, and 
measurement device, and to be suggest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The improvement of explanation would be examinate the effects 
submaximal variable based on anthropometry methods. The methods using RPE and cognition intensity be require for convenient 
aspects. The electrical device studies using accelerometer, smart phone, wearable device would be promising area.

CONCLUSIONS: 1-RM prediction studies has been processed related with convenience and usefulness. Meaning research would be 
reported based on these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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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운동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장애인이나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12].

최대근력 추정에 대한 연구는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인체측정학

적 요소, 인지강도, 특정동작 및 전자기구 이용 등의 5가지 추정 유형

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유형과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

고 추정법들의 과학적인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1-RM 

추정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 선정과 정확한 측정 자세, 대상자

의 성별과 연령, 트레이닝 수준, 장애나 질병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방

법을 선정하기 위해 정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은 1-RM 추정 선행 연구를 연구 방법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

별 연구 방향, 특성 및 제한점 등을 고찰하여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는 데 있다.

본 론

1-RM 추정을 위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를 

이용한 1-RM 추정, 인체측정학적 요소를 이용한 1-RM 추정,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1-RM 추정 및 특수집단의 1-RM 추정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으며 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외국 문헌은 Science Direct 검색 엔진에 1-RM prediction

을 key word로 하여 추출된 412개이다. 국내 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www.riss.kr)에서 1-RM 추정을 key word로 하여 추출된 47개이다. 

이들 참고문헌 중에서 최대근력 추정과 관련성이 높고 향후 연구 제안

에 적합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를 이용한 1-RM 추정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repetitions-to-fatigue methods, RTP)를 이

용한 1-RM 추정 연구는 최대하 중량, 반복횟수, 7-10RM 중량, NFL-

225 Test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이용 연구는 최대근력과 최대하 중량 및 

반복횟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Fleck et al. [13]은 1-RM의 

백분율과 수행할 수 있는 반복횟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

였다. 1-RM은 100% 1-RM, 4-RM은 90% 1-RM, 8-RM은 80% 1-RM, 

12-RM은 70% 1-RM로 선형관계가 나타나나, 강도가 다소 낮은 수준

인 60% 1-RM의 경우에는 반복횟수가 15-20RM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고하였다. Hoeger et al. [14]은 1-RM의 백분율과 반복횟수 사

이에는 유의한 상관(p< .0001)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동원된 근육군과 

수행한 동작에 따라 1-RM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apman et al. [15]은 반복횟수가 10회 이하인 고강도가 10회 이상

인 저강도보다 1-RM을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하였다. Reynolds et al. 

[16]은 10-20RM보다 고강도인 5-RM이 1-RM을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하였다. Dohoney et al. [17]도 7-10RM보다 고강도인 4-6 RM이 1-RM 추

정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Morales et al. [18]은 2-10 RM 

중에서 고강도인 2-RM이 1-RM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하였다. 

Lee et al. [19]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1-RM과 7-10RM의 상관

계수가 bench press는 0.946, lat pull down는 0.747로 높게 나타났으며, 

7-10RM 및 반복횟수 조합방식으로 양호한 추정식을 산출할 수 있다

고 하였다. Yoon et al. [20]은 레슬링 선수를 대상으로 하여도 7-10RM 

방식으로 bench press와 squat의 1-RM과 r=.91-.92, r=.84-.85의 높은 

상관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Hetzler et al. [21]은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의 Division IA 수준의 대학 미식축구 선

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NFL-225 Test 결과로 1-RM을 추정하여 설명력

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최대하 중량의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0.7-0.95 정도

로 1-RM을 추정할 수 있으며, 1-RM에 근접할수록 추정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의 간편성과 타당도를 고려하

면 10-RM 이내의 수행을 통해 1-RM을 추정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

겠다. 측정 과정 중 안전성과 부상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7-10RM 중

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된다고 하겠다.

Knutzen et al. [34]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횟수를 이용한 

방법인 Brzycki [4], Epley [5], Lander [24], Mayhew et al. [35], O’Conner 

et al. [25] 및 Wathan [27]의 6개 추정식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Brzycki 

[4] 방법이 가장 정확하였다고 하였다. Cummings et al. [36]은 Brzycki 

[4], Epley [5], Lander [24]의 3가지 추정식 중 비훈련 여성에게는 Epley 

[5] 방법이 가장 정확하였다고 하였다. LeSure et al. [37]는 남녀 대학생

의 squat 동작 10회 미만의 반복횟수를 대상으로 하여 Brzycki [4]의 공

식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r=.96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Kwon et al. [28]은 7-10RM을 이용한 추정식이 85%의 설명력을 갖는다

고 하였다. Kim et al. [7]은 7-10RM을 이용한 추정식이 67.9%의 설명력

을 갖는다고 하였다. 

Lee et al. [19]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7-10RM 및 반복횟수 조합방

식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bench press 추정식은 실측치와 추정치 사

이에 2.17-2.26 kg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lat pull down 추정식은 

실측치와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LeSure et al. [38]은 남녀 대학생에게 bench press, squat 및 deadlift의 

3가지 동작을 대상으로 하여 Brzycki [4], Epley [5], Lander [24], May-

hew et al. [35], O’Conner et al. [25] 및 Wathan [27] 등의 7개 추정식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거의 모든 추정식에서 측정치와 추정치 간의 상

관계수가 0.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bench press에서는 

Mayhew et al. [35] 및 Wathan [27] 추정식을 제외한 5개, squat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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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s, authors, prediction equations for 1-RM, and subjects   

Methods Authors Prediction equations for 1-RM Subjects

Repetitions-to-fatigue Brzycki [4] 1-RM=100 * rep WT/(102.78-2.78 * reps)
Repetitions-to-fatigue Chapman et al. [22] 1-RM=223.1+6.67 (reps@225 LB) football players 

(college)
Repetitions-to-fatigue Epley [5] 1-RM=(1+0.0333 * reps) * rep WT
Repetitions-to-fatigue Kravitz et al. [23] 1-RM=90.66+(0.085 * reps * reps wt)+(-5.306 * reps) power lifters 

(high-school) 
Repetitions-to-fatigue Lander [24] 1-RM=100 * rep wt/(101.3-2.67123 * reps)
Repetitions-to-fatigue O’connoer et al. [25] 1-RM=rep wt * (1+0.025 * reps)
Repetitions-to-fatigue Slovak [26] 1-RM=221.8+7.17 * (reps@225 LB) football team (college)
Repetitions-to-fatigue Wathan [27] 1-RM=100 * (reps wt)/48.8+53.8 * e-0.075 reps)
7-10RM wt Kwon et al. [28] Bench press 1-RM=5.65+(1.22 * 7-10 RM wt) trained male (20-39 yr)

Squat 1-RM=24.87+(1.11 * 7-10 RM wt)
7-10RM wt Kwon et al. [29] Chest press 1-RM=1.38+(1.19 * 7-10 RM wt) female (20-29 yr)

Leg extension 1-RM=7.63+(1.12 * 7-10 RM wt)
7-10RM wt, reps Lee et al. [19] Bench press 1-RM=2.619+(1.212 * 7-10 RM wt) untrained male 

(20-29 yr)Bench press 1-RM=7.526+(1.215 * 7-10 RM wt)+1.175 * reps
Lat pull down 1-RM=11.135+(1.055 * 7-10 RM wt)

7-10, 11-15RM wt, reps So et al. [30] Bench press 1-RM=10.130+1.024 * 7-10 RM=4.106+1.047 * 11-15 RM female (30-49 yr)
Squat 1-RM=13.189+1.110 * 7-10RM=17.772+1.142 * 11-15 RM

Anthropo-metry Lee [6] Bench press 1-RM=1245.95+1.092 * right grip strength+0.331 * 
 stand long jump+2.858 * circum. of upper arm

male (college)

Anthropo-metry Kim et al. [7] Bench press 1-RM=55.349+1.56 * chest circum.+0.665 * 
 right grip strength-0.50 * thigh circum.

untrained male 
(college)

Anthropo-metry Suh et al. [31] Bench press 1-RM=flexion upper arm girth * 4.305-calf 
 maximum girth * 1.845+hip girth * 0.626-16.850

untrained male 
(college)

Squat 1-RM=lower arm maximum girth *6.099-calf minimum girth 
 *5.150+abdomen girth *1.218-20.567
Bench press 1-RM=flexion upper arm girth * 2.079-15.107 untrained female 

(college)Squat 1-RM=abdomen girth * 1.292-18.347
Cognition intensity, wt Kang et al. [8] Bench press 1-RM=-18.136+0.928 * cognition intensity 90% 

 1-RM+0.470 * wt
untrained female 

(college)
Squat 1-RM=-36.527+0.811 * cognition intensity 90% 1-RM+1.029 * wt

Cognition intensity Lee [32] Bench press 1-RM (beginner)=14.87+0.987 * cognition intensity 90% 1-RM trained & untrained 
male (college)

Bench press 1-RM (trained)=3.96+1.07 * cognition intensity 90% 1-RM 
Squat 1-RM (beginner)=24.15+1.03 * cognition intensity 90% 1-RM 
Squat 1-RM (trained)=-1.95+1.21 * cognition intensity 90% 1-RM 

Different movement 1-RM Lee et al. [33] Bench press 1-RM=back squat 1-RM * 0.604+16.599 trained male (college)
Back squat 1-RM=bench press 1-RM * 0.679+48.793
Lat pull down 1-RM=triceps extension 1-RM * 0.991+37.8

Different movement 6-RM Ebben et al. [10] Deadlift 1-RM=squat 1-RM * 0.83+14.92 athletes and active 
male (college) Lunge 1-RM=squat 1-RM * 0.52+14.82

Step-up 1-RM=squat 1-RM * 0.50+3.32
Leg extension 1-RM=squat 1-RM * 0.48+9.58

rep WT: repetition weight (kg), reps: repetition frequency, reps@225 LB: repetition frequency at 225 pound, 7-10RM wt: repetition weight (kg) on 7-10 RM, 
cognition intensity 90% 1-RM: cognition intensity 90% (kg) of subject’s 1-RM.

Wathan [27] 추정식을 제외한 6개, deadlift에서는 모든 추정식인 7개에

서 측정치와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를 이용하여 1-RM을 추정

하는 방법이 추정의 정확성이 높으며 현장 활용이 권장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경우라도 검증집단에 적용하

여 실측치와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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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측정학적 요소를 이용한 1-RM 추정

인체측정학적 연구는 인체측정학적 변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하는 

방법과 인체측정학적 변인만을 사용하는 비수행적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부가적 투입 방법은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추정식에 인체측

정학적 변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하여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

되어 왔다. Cumming et al. [36]은 비훈련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

별 회귀분석에서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와 함께 인체측정학적 변인 

중 어깨 너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Whisenant et al. [39]도 최대하 중

량과 반복횟수 추정식에 인체측정학적 변인을 추가하면 타당도가 증

가한다고 하였다. Hetzler et al. [21]은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을 대상으

로 하여 NFL-225 Test 결과로 1-RM을 추정하여 설명력은 87%로 나타

났으며, 팔 둘레와 팔 길이를 투입하여 90%로 설명력이 3% 정도만 개

선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미한 개선은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추

정식에서 이미 높은 설명력이 나타났으므로 인체측정학적 요소에 의

한 개선이 미미할 수도 있다. 위의 대부분 연구는 인체측정학적 변인

에 의한 비수행적 방법의 설명력을 제시하지는 않아 추가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Mayhew et al. [40]은 225 LB 중량의 최대 반복횟수를 이용한 

추정식에 인체측정학변 변인을 추가하여도 1-RM 추정의 정확도가 증

가하지 않는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Lee et al. [41]은 웨이트 트

레이닝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대하 근력과 신체적 특징을 이용

한 leg extension과 leg curl 추정식을 보고하였다. 7-10RM 추정식은 2가

지 동작 모두 측정치와 추정치 간에 0.98-0.99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

나 신체자료 추정식은 양호한 추정식이 산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Mayhew et al. [40]은 NHL-225 추정식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bench press 1-RM을 과소평가(1.1 ±12.7 lbs)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5개

의 최대하 중량 및 반복횟수(RTF) 추정식은 유의하게 과대평가(3.5-

9.0 ±12.2-14.1 lbs) 한다고 하였다.

비수행적 방법은 인체측정학적 변인만을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

는 방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Mayhew et al. [42]은 상완 둘레와 근육 

단면적, 대퇴부 둘레 및 1-RM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Kim et al. [7]은 인체측정학적 변인만을 이용하여도 어느 정도 

1-RM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9개의 인체 측정 변인들 중에서 

bench press에서는 가슴둘레, 악력, 대퇴둘레가 채택되었으며, squat에

서는 가슴둘레가 채택되었고, 예측력은 58.7%와 39.6%로 bench press

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Lee [6]는 웨이트 트레이닝 유경험자를 대상으

로 하여 20가지의 신장, 체중, 피부두겹, 신체둘레 및 5개의 기초체력을 

이용하여 3가지 동작의 추정식을 보고하였다. Bench press 추정식의 설

명력은 80.8%, back squat 추정식은 60.5%, deadlift 추정식은 61.6%로 

높게 나타났다. 검증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식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5.4%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나 실측치와 추정치 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양호한 추정식이라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 [7]의 추정식을 유경험자

에게 적용하면 9.2-10.1% 정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여 부적합

하다고 하였다. Lee [43]는 Lee [6]와 유사한 연구설계를 lat pull down, 

biceps curl 및 triceps extension 추정식에 적용하였다. Lat pull down 추

정식의 설명력은 67.2%, biceps curl 추정식은 67.2%, triceps extension 추

정식은 5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호한 추정식이라고 하였다. 검증집

단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3가지 추정식 모두 실측치와 추

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Scanlan 

et al. [44]은 비훈련 여대생을 대상으로 bench press를 인체측정학적 변

인만으로 추정한 결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가적 투입 방법은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추정식에 인체측정학적 변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하면 추정

식의 정확도를 3% 내외로 개선시키는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고 하겠다. 하지만 동작에 따라서는 정확도 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현장 적용에서 고려하여야 하겠다. 한편 비수행

적 방법의 연구 결과는 양호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결과와 추정의 정

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결과가 혼재되고 있다. 대상자의 훈련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초보자 추정식을 훈련자에게 적용하면 오차가 크게 보고되고 있으므

로 훈련 수준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4.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1-RM 추정

1) 등척성 근력 이용 

등척성 근력을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는 연구는 초창기부터 진

행되어 왔다. Rasch et al. [45]은 최대 등척성 근력과 등장성 근력 사이

에는 .69-.80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Hackney et al. [46]은 leg extension의 경우 등척성 근력과 1-RM 

사이에 r=.65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Blazevich et al. [47]은 isometric 

squat (IS)의 경우 등척성 근력과 1-RM 사이에 r=.77 (p< .01), isometric 

forward hack squat (IFHS)의 경우 r=.76 (p< .01)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고 하였다. Lim et al. [48]은 chest press 동작을 적용하여 등척성 근력과 

1-RM 사이에 r=.832 (p< .001)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Blazevich et al. [47]은 IS와 IFHS에 의한 1-RM 추정식의 예측

오차는 8.5% (추정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the estimate [SEE] =13.8 

kg)과 7.3% (SEE =19.4 kg)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도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Lim et al. [48]의 연구 결과에서도 평균 

차이가 5.0% (4.1 kg)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수준의 추정식으로 나타났다.

등척성 근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 시간의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

서 유용하나 추정의 정확도는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를 이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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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다소 낮은 0.6-0.8 내외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등척성 근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측정기구, 측정자세와 관절 각도 등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2) 운동자각도와 인지강도 이용

운동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와 인지강도 등의 변

인을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는 연구들도 적용의 간편성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Eston et al. [9]는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bilateral 

biceps curl (BC)과 bilateral knee extension (KE)의 1-RM과 1-RM의 20, 

40 및 60% 강도의 맹검(blind) 2회 반복 운동 후 RPE (6-20)를 측정하

고 추정식을 산출하였다. 상관계수는 BC가 0.97 (p< .05)과 KE가 0.92 

(p< .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과 추정의 차이는 BC가 -0.4 ± 3.7 kg, 

KE가 -1.57± 5.0 kg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즉, Borg 6-20 운동자각도

를 이용하여서도 1-RM을 유용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e [32]

는 인지강도를 이용하여 웨이트 트레이닝 남성 초보자와 중상급자의 

bench press와 squat 1-RM 추정방법을 보고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강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1-RM의 60%, 75% 및 90%에 해

당하는 강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초보자와 중상급자 모두 인지강도

를 이용하여 대부분 상관계수 0.67-0.89로 1-RM을 추정하는 모형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초보자와 중상급자 모두 인지강도가 실측강도보

다 7-38% 정도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Kang et al. [7]은 여대생 초보

자를 대상으로 하여 bench press 추정모형의 r=.63-0.81 (p< .01), squat 

추정모형의 r=.67-.80 (p< .01)으로 양호한 추정식을 보고하였다. 인지강

도는 실측강도보다 bench press는 6.6-15.4%, squat는 12.1-22.9%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Lee [32], Kang et al. [8]의 2개의 논문이 인지

강도 측정 사이의 신뢰도를 다루지 않았지만 인지강도의 편차 가능성

도 고려하여야 한다. 측정 중량을 무선할당하여 2-3회 정도 측정한 수

치를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자각도 이용 방법은 0.9 정도의 높은 설명력의 추정이 가능하다

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인지

강도 이용 방법도 인지강도가 실측강도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이를 반

영한 추정식을 정확도가 0.6-0.8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별과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정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3) 특정동작의 1-RM 이용

Lee et al. [33]은 특정동작의 1-RM을 이용하여 다른 동작의 1-RM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을 대상으로 하여 10개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의 1-RM을 측정하고 대

표성이 높은 특정동작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다른 9가지 동작

의 1-RM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Bench press 이용 추정식은 9

개 동작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7개에서 상관계수가 0.44-

0.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Triceps 이용 추정식은 9개 동

작 중에서 8개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7개에서 상관계수가 

0.41-0.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Back squat 이용 추정식도 

9개 동작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7개에서 상관계수가 0.53-

0.7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Ebben et al. [10]도 squat 6-RM을 이용하여 유사한 하지 동작인 dead-

lift, lunge, step-up 및 leg extension의 6-RM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고하

였다. Squat 6-RM은 deadlift (r2 =.81), lunge (r2 =.62), step-up (r2 =.71) 및 

leg extension (r2 =.67) 등의 동작과 양호한 설명력이 나타났다고 하였

다. 그러나 위의 연구 모두는 검증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는 보고

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 공식

을 보고하고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특정 동작의 1-RM을 이용하여 다른 여러 동작의 1-RM을 0.4-0.9 정

도로 양호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정 동작의 1-RM은 

훈련 수준과 근육군의 유사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대상을 세분

화하고 근육군에 따른 다양한 추정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4) 가속도계 및 인체측정학적 변인 이용

Rontu et al. [49]은 bench press 운동 중에 최대하 중량과 최대하 중

량을 드는 동안 발생한 최대가속도를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였다. 

1-RM을 측정하고 50, 60, 70, 80 및 90%의 중량으로 들기를 하는 동안 

3축 가속도계의 최대 가속도를 이용하여 1-RM을 추정하는 5개의 공

식을 산출하였다. 측정과 추정 1-RM 사이에는 0.89-0.97 (p< .001)의 높

은 상관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추정식 간에도 -0.11-0.01 kg의 미미한 

차이만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Rontu et al. [49]의 연구는 1-RM 측정을 

하고 이 강도의 상대강도로 운동을 수행하며 가속도계의 최대 가속도

를 이용하므로 새로운 대상의 1-RM을 모르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Caruso et al. [11]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인체측정학적 변인이 다양

한 부하(1-RM의 40, 55 및 75%)의 bench press 운동 중 peak force, 속도, 

파워 및 반복횟수 등의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인

체측정학적 변인은 체중, 팔 길이 및 양견봉 폭이었다. 체중이 1-RM과 

힘 관련 변인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팔 길이는 40% 강도의 변인과 

중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양견봉 폭은 40과 50% 강도의 세트 중 

반복횟수와 역상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는 다른 선행 연구와 달리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상

당히 정확한 추정식이나 운동수행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5. 특수집단의 1-RM 추정

Abdul-Hameed et al. [12]은 40대 중년 남녀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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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supine bench press, leg press, lateral pull, leg extension 및 

seated biceps curls 동작의 Brzycki [4] 추정식에 의한 1-RM의 측정-재

측정의 신뢰도와 측정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를 보고하였다. 측정-재측정의 신뢰도는 0.98-0.99로 매우 높았으

며 SEM은 lateral pull과 leg extension이 가장 낮았으며, 종속 t-test 결과 

5개 동작 중 3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비

훈련 제2형 당뇨환자에게도 상하지 동작 모두 1-RM 추정은 신뢰성 있

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Schwingel et al. [50]은 패럴림픽 조정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지

의 lying T-bar row과 flat barbell bench press 동작, 하지의 leg press 동작

의 1-RM 실측치와 추정치 간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상지 동작은 측정

치와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지 동작은 현

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패럴림픽 조정 선수에게도 상지의 

1-RM 추정식은 양호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인과 생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RM 추

정방법도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숫자가 제한적이므

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RM 추정 선행 연구를 추정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유

형별 연구 방향, 특성 및 제한점 등을 국외 34편, 국내 16편을 대상으

로 하여 고찰하고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를 이용한 1-RM 추정(RTP), 인체측정학적 

요소를 이용한 1-RM 추정,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1-RM 추정 및 특수

집단의 1-RM 추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대하중량과 반복횟

수 연구는 최대하 중량의 반복횟수를 이용하며 0.7-0.95 정도로 상관

이 나타나고 1-RM에 근접할수록 추정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경향으

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의 간편성, 타당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7-10RM 중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인체측정학적 요소의 부

가적 투입 방법은 RTP에 부가적으로 투입하면 정확도를 3% 내외로 개

선시키는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는 연구도 있다. 인체측정학적 요소의 비수행적 방법 연구는 양호한 

추정이 가능하다와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결과가 혼재되고 있다. 훈

련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게 보고되

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등척성 근력 이용 방법은 

시간의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용하나 정확도는 RTP보다 낮은 

0.6-0.8 내외로 나타났다. 운동자각도 이용 방법은 0.9 정도의 높은 설

명력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관련 연구

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인지강도 이용 방법도 추정식의 정확도가 0.6-0.8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

한 추정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특정 동작 방법에서 다른 여러 동

작의 1-RM을 0.4-0.9 정도로 양호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을 

세분화하고 근육군에 따른 다양한 추정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가속도계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도 상당히 정확한 추정식이나 운

동수행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RM 추정

방법도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용할 수 있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숫자가 제한적이므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많은 추정 방법을 성별, 훈련 수준, 연령대, 대상 동작, 측

정 기구 등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을 정리하여

야 한다.

2) 여러 선행 연구의 추정식을 다양한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여 

현장 적용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인체측정학적 연구는 대부분은 최대하 중량과 반복횟수 추정식

에 인체측정학적 변인을 부가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반대로 인체측

정학적 모형에 최대하 변인을 투입하여 설명력 개선 정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적용의 간편성 측면에서는 운동자각도와 인지강도를 이용하는 

방법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다만 대상자의 인지강도 평가의 타당도 증

가와 편차를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5) 특정 동작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에는 훈련 수준 등에 따라 대

상을 세분화하고 근육군에 따른 다양한 추정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

겠다. 

6) 가속도계 등의 전자기구를 이용하는 연구는 각종 smart phone과 

wearable device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보급되는 만큼 향후에 간편하

면서도 정확한 추정 방법이 연구되고 보고되는 유망한 분야라 하겠다.

7)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인 추정방법을 기능적 측

면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질환과 

장애 상태 등을 다양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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