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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운동학 학술지, 2014, 16(2): 51-62. 저항운동 방법과 부하에 따른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벤치프레스 운동 시 큰가

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의 근활성도(iEMG), 근피로도(MEF) 및 반복횟수에 미치는 영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큰가슴근과 위

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을 통한 사전탈진 운동이 Bench Press 운동 시 근활성도, 근피로도 및 반복횟수를 통해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저항운동 경험이 6개월 이상인 14명의 남자대학생

을 선정하여 10RM과 50% 10RM강도로 Lying Triceps Extension과 Peck-Deck Fly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에 나타나는 근전도 반응과 근력발현의 정도를 측정하여 종속 t-test와 one-way ANOVA 및 사후비교(contrast)로 분

석하였다. [결과] 첫째, Lying Triceps Extension과 Peck-Deck Fly 운동 시 위팔세갈레근과 큰가슴근의 iEMG는 10RM 강도가  

50% 10RM 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둘째, Lying Triceps Extension과 Peck- Deck Fly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과 큰가

슴근의 MEF는 10RM 강도가 50% 10RM 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셋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큰가슴근의 

iEMG는 Peck- Deck Fly 사전탈진 운동 후 Bench Press가 Lying Triceps Extension 사전탈진 운동 후 벤치프레스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넷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큰가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의 MEF는 10RM Peck- Deck Fly 사전탈진 운동 

후 Bench Pres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 다섯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반복횟수는 사전탈진 운동이 10RM Peck- 

Deck Fly, 50% 10RM Pec Deck Fly,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p<.000, p<.05 ). [결론] Bench Press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위팔세갈래근의 높은 근활성도와 낮은 

피로도는 Bench Press 운동시 많은 반복횟수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어 : 단순관절운동,  iEMG, MEF, 반복횟수

서론

저항운동은 근신경계적응으로 근력, 근비대 향상 등 

건강증진 신체활성도 및 조직의 증대를 가져온다(ACSM, 

1995; Aizawa et al, 2010). 또한, 기초대사를 상승시켜 

총 에너지 소비량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분해 능력 및 

신체조성과 혈중지질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Borer, 2003; Fry & Kraemer, 1997).

ACSM(1995)지침서에 의하면 저항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동부하 강도, 반복횟수, 세트 수, 

세트 간의 휴식시간이라고 하였으며(Sedlock et al., 

1989), 저항운동 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부하를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항운동 부하결정 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최대반복횟수(repetition 

maximum; RM)이다(Fleck & Kraemer, 1997). 저항운

동 강도와 휴식시간에 관한 결과는 연구자 마다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나(Msteava, 1988) 운동부하, 반복횟

수, 세트 수, 휴식시간 등 저항운동요소를 어떻게 설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raemer & Ratamess, 2003).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body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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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운동 시 세트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인 국소피로가 

발생하여 반복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운동 

목적에 따른 적절한 세트 간 휴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Bompa, 1999; Earle, 1999; Smilios et al., 2003). 일반적

으로 최대근력과 근비대를 위해서는 10RM의 강도를 권

장되고 있고, 지속적인 근력증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여

러 세트의 자극이 필요하다(Fleck & Kraemer, 1997). 또

한 근파워 운동은 훈련세션의 초기에 실시해야 하며, 그 

후 다른 비순발력 복합관절운동이 따르고, 그 다음 단순

관절운동을 권장하고 있다(Fleck & Kraemer, 1987).

복합관절운동은 하나 이상의 근육군을 강화하며 2

개 이상의 주요관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주로 가슴, 어깨, 등, 대퇴, 엉덩이 운동에 많이 사용

되며, 2가지 이상의 관절을 동원하여 운동하는 형태이

므로 운동 시 2가지 이상의 근육부위가 단련된다. 단

순관절운동은 작은 근육부위 하부, 전방하지(anterior 

lower leg)를 강화하며, 하나의 주요관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장

딴지근, 등세모근, 손목굽힙근과 폄근 등의 운동에 많

이 사용된다(Baechle, 1998).

Bench Press는 큰가슴근(Pectorialis major)을 발달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복합관절운동방법으로서 큰가

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을 주동근으로 하는 저항운동이

며, 바벨을 밀어올림과 내림의 동작 시 주동근의 원심

성수축과 구심성수축이 반복되어, 이 두 가지 트레이

닝 모두가 Bench Press의 주동근의 근력강화가 일어나

게 된다(박철빈과 박수연, 1997). 또한 Lying triceps 

extension은 위팔 세갈래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단

순관절운동으로 운동 시 상지전반의 근육(복근, 광배

근, 어깨주변근육, 견갑골주변근육 등)들을 안정화 근

육으로 사용하며, 앞서 언급한 Bench Press 동작과 같

은 근수축형태의 트레이닝을 통해 위팔세갈래근의 근

력강화를 일으킨다(Mark, 2006).

복합관절운동에서 소근육군의 단순관절운동으로 수

행되는 전형적인 운동방법(Bompa, 1983; Fleck & 

Kraemer, 1997)과 동일한 근육군이 동원되는 복합관

절운동 이전에 단순관절운동을 수행해 의도적으로 대 

근육을 피로하게 하는 역 운동방법(Wathen, 1994)이 

있다. 복합관절운동시 소근육군이 피로해지면 대근육

군의 운동능력이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역 운동방법은 

단순관절운동으로 주동근을 사전에 완전한 탈진을 유

도한다는 관점에서 저항운동 부하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Stowers et al., 1983). 부하방식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지만, 보다 효율적인 

회복을 위해 각 각의 근 그룹을 교대로 실시해야 함

은 간과 할 수 없다(이용수 등, 1999).

사전 탈진(선 피로)이라 일컫는 역운동순서는 같은 

근육을 동원하는 복합 관절운동 이전에 단순관절 운동

을 먼저 수행해 의도적으로 주동근을 피로하게 하는 운

동방법(Wathen & Wilson, 1994)을 의미한다. 최근 역 

운동순서의 의도적인 근 피로 시에 나타나는 주동근의 

근 적응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힘을 요구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초기에 동원된 운동단위가 

피로해짐에 따라 수축력이 고갈된 운동단위를 대신 하

기 위하여 새로운 운동단위가 동원된다(Basmaian & 

DeLuca, 1985). 어떠한 운동부하방식으로 수행되었건 

간에 저항운동을 실시하면 근피로가 유발 되는데, 일반

적으로 부하중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이규성 외, 

2000),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높은 근육일수록 쉽게 나타

난다(Komi et al., 1979). 이러한 근피로가 과도하면 생

리학적인 적응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전반적인 근 

기능과 운동수행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Earle & 

Baechle, 2004). 이는 피로가 시작된 후에도 힘을 일정

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운동 단위를 동원하여야 된다

는 것(Vredenbregt & Rau, 1973)으로 운동단위의 동원

역치 수준은 Type ST섬유에서 Type FT섬유가 순차적

으로 동원되며(Fry & Kraemer, 1997), 피로도는 Type 

FT섬유가 Type ST섬유의 운동단위들보다 빠르게 피로

해지기 때문이라고(Basmaian & DeLuca, 1985)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근전도의 분석을 통한 해부학적인 

움직임과 시간적 측면과의 관계, 힘의 생성과 근전도

간의 관계, 근 피로와 근전도간의 관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근전도의 분석 연구에서도 근수축이 많아질수록 

평균 근전도(mEMG)가 증가하며, 최대근력을 발휘할 

때 평균 근전도(mEMG)의 증가는 운동단위 수 및 임

펄스의 발사빈도 등에 의한 증가이며, 근전도와 근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Kraemer & Ratamess, 

2005)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선행운동 없이 Bench Press을 운동했

을 때와 Peck-deck Fly사전 탈진 운동 후 Benc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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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ge(yrs) Weight(kg) BMI(kg/m2) WHR

14 23.9±1.24 68.5±4.65 21.02±1.1 0.72±0.5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M±SD)

운동했을 때의 큰가슴근의 근전도 반응연구에서 단순관

절운동인 Peck-deck Fly운동을 선행운동을 실시하고 

Bench Press를 운동한 그룹에서 보다 많은 근육동원력

을 발생하여, 큰가슴근에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라고 하였

다(김종신, 2010). Bench Press 운동 전 상완삼두근에 근

피로가 생기면 많은 운동을 수행 하지 못해 큰가슴근의 

단련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금휘섭, 

2006; 박희홍, 2008; 이석인, 2000), 이는 Bench Press 시 

주동근의 사전탈진운동방법으로 위팔세갈래근과 큰가슴

근의 활성에 따라 운동 시 근력발현과 운동단위 동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되며(Fleck & 

Kraemer, 1997), 이를 통한 운동조합 방식에 따라 Bench 

Press 운동 수행 시 동원되는 소근육(위팔세갈래근)과 

대근육(큰가슴근)의 근전도 및 근력발현 정도를 규명하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단순관절운동으로 큰가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을 

사전탈진 운동후에 Bench Press를 수행하였을 때 주동

근의 근활성도, 근피로도와 반복횟수를 통해 Bench 

Press 운동시 주동근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검자는 충남지역 D대학교 체육을 전

공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의학

적 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남자 14명으로 선정 

하였다. 피검자는 사전에 운동검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설명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측정에 참여 하였

다. 피험자의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절차 및 측정방법

피검자 선정 후 Bench Press, Peck-deck Fly, Lying 

Triceps Extension에 대한 각각의 1RM을 측정하였고, 

RM에 근거하여 본 실험에서 수행될 동일한 유형의 근

전도를 측정하는 사전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피검자

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동부하, 운동부하 조합방식 

및 선 피로 운동조건에 따른 반복측정 실험에 무선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매회 실험에서 큰가슴근, 위세팔갈

래근의 근전도와 근력발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근력 측정

사전검사로 피검자 각각의 RM을 측정하였다. 저항

운동은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Barbell Lying 

Triceps Extension, 큰가슴근의 단순관절운동인 

Peck-deck Fly, 큰가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의 복합관절

운동은 Bench Press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복합관절운동인 Bench Press는 

운동 시 방법 및 지침(Earle, 1999)에 근거하여 실시하

였으며, 피검자가 운동을 실시할 때 보조자를 두어 피

검자의 부상 예방 및 동기를 부여하게 하였다.

Bench Press 반복횟수 측정은 간접측정방법에 근거

한 직접측정방법(Earle, 1999)으로 측정하였으며, %1RM

으로 운동부하(RM)를 결정하였다. 또한 %1RM과 반복

횟수(RM)의 관계(Thomas et al., 1999)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될 10RM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1RM 간접측정을 우선했다. 1RM 간접측정은 총 7-8

회 반복 가능한 무게(W0)를 선정하여 실시한 후 그 무

게의 실제 반복횟수(R)를 측정했다. 그리고 W0 + (W0 

× 0.025 × R)의 공식을 통해 구했다. 그리고 간접방법으

로 추정된 1RM에 근거하여 1RM의 75%에 해당하는 무

게를 설정하여 직접 10RM 측정 하였으며, 구체적인 결

정방법은 NSCA(National Strength & Conditioning 

Association)의 방법(Earle, 1999)을 사용하였다.

① 피검자는 10RM에 해당하는 무게의 50-60%으로 

5～10회 워밍업을 실시한다. ② 2-3분간 휴식을 취한다. 

③ 10RM에 해당하는 무게의 80-90%로 5～10회를 실시

한다. ④ 2-3분간 휴식을 취한다. ⑤ 10RM에 해당하는 

무게로 10회 실시 한다. ⑥ 10회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 

2～4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실시한 무게의 5-10% 낮추

어서 실시하며, 10회 이상 실행했을 경우 5-10%씩 중

략을 증가시켜 실시하여 10RM을 측정하였다. 피검자

가 정확한 운동기술로 10회 성공할 때까지 운동부하

를 계속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 피검자는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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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 2Set 

Single Joint Exercise Rest Interval Multiple Joint Exercise

Type 10RM Barbell Lying Triceps Extension all-out

60sec 10RM Bench Press all-out
Type 50%10RM Barbell Lying Triceps Extension all-out

Type 10RM Peck-deck Fly all-out

Type 10RM 50% Peck-deck Fly all-out

Variable
iEMG (integral electro myography)

MEF (median edge frequency)
iEMG (integral electro myography)

MEF (median edge frequency) Repetition

Fig 1. Resistance Training Program

10RM을 측정하기 위해서 5-7세트 내에서 측정하게 

하였다(Earle, 1999).

근전도 측정

근활성도(iEMG)는 근전도기(QEMG-4, LAXTHA, 

Korea)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표면전극을 사용하

였으며 근육 내 전극 삽입부위로부터 각각 1cm 떨어진 

부위에 표면능동전극 2개를 부착시켰다. 능동전극은 공

통모드신호를 제거하는 공통모드제거율(common mode 

rejection ratio; CMRR)이 10,000:1 이상, 즉 80dB 이상의 

값을 갖고 있었으며, 이득(gain)×1,000으로 하여 원신호

를 증폭시켰다. 증폭된 신호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를 이용하여 샘플링 하였다. 전극과 근전도계를 연결하

는 전선은 움직임 잡음(motion artifact)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였고, 근전도계와 연결된 컴퓨터상에서는 해당 근

육에 잡음이 발생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근전도 

잡음이 발생되는 경우, 이의 원인을 제거시켰다. 또한 표

면전극을 정확한 위치에서 재측정하기 위하여 부착위치

에 표시를 하였으며, 소독과 피부연마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전극과 피부사이의 저항을 최대로 줄여서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위팔세갈래근은 피검자를 복와위(prone) 자

세에서 팔을 외전시킨 후 전극을 부착하였다. 외측두는 

삼각근 후면부에, 장두는 네 손가락폭의 원위에서 액화

주금 후면에, 내측두는 상완골 태측상과 세 손가락 폭의 

원위에 각각 부착하였다. 큰가슴근(pectoralis major) 근

전도 부착부위는 표면전극으로 흉골과 전방액과 사이의 

중간 지점에 부착하였다(Kao et al., 1993).

저항운동 프로그램 및 방법 및 측정

본 연구의 저항운동방법은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

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 큰가슴근의 단순

관절운동인 Peck-deck Fly, 큰가슴근과 위세팔갈래근

의 복합관절운동은 Bench Press로 하였다.

사전 실험에서 측정된 RM을 근거로 운동강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실험에서 근전도와 근력발현 능력을 

측정하였다. 먼저 중량부하강도에 따른 큰가슴근과 위

팔세갈래근의 근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1RM, 10RM 

각각의 부하에서 Bench Press 최대 운동에 나타나는 

근전도 반응을 각각 측정하였다.

큰가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을 단순관절운동으로 선행

운동을 한 후 복합관절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Type① 

은 10RM Barbell Lying Triceps Extension all-out 선행

운동 후 10RM Bench Press all-out 실시, Type②는 

50% 10RM Barbell Lying Triceps Extension all-out 선

행운동 후 10RM Bench Press all-out 실시, Type③는 

10RM Peck-deck Fly all-out 선행운동 후 10RM Bench 

Press all-out 실시, Type④는 50%10RM Peck-deck Fly 

all-out 선행운동 후 10RM Bench Press all-out 실시하

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위팔세갈래근(Lateral Head, 

Long Head, Medial Head)과 큰가슴근의 근전도

(iEMG, MEF)와 반복횟수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운

동부하방법과 측정변인은 <Fig 1>과 같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차료처리는 SPSS 21.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한 변인 별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집단 간의 운동 전, 후의 변인 별 유의성을 검정하

기 위하여 단순관절 선행운동 후 Bench Press 운동 

시에 나타나는 근전도 반응과 근력발현을 검증하기 위

해 종속 t-test와 급내설계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비교를 위해 Tukey방법을 적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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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Group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t

Lateral Head 62.21±4.83 *** 48.10±4.28 8.669

Long Head 52.57±4.95 *** 39.95±2.08 9.627

Medial Head 51.07±4.01 *** 40.95±1.49 8.341
M±SD.   * p<.05 , ** p<.01 , *** p<.001

Table 3. MEF of Triceps brachii during 10RM and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Hz)

Muscle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t

Lateral Head 258.60±18.09 *** 210.77±10.00 7.198

Long Head 233.55±22.64 * 219.07±12.00 2.621

Medial Head 400.84±11.12 *** 295.21±18.92 15.137
M±SD.   * p<.05 , ** p<.01 , *** p<.001

Table 2 . iEMG of Triceps brachii during 10RM and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μV)

Muscle Group 10RM Peck - Deck Fly 50% 10RM Peck - Deck Fly t

Pectoralis Major 52.57±3.53 *** 42.08±2.10 9.68
M±SD.   * p<.05 , ** p<.01 , *** p<.001

Table 5. MEF of Pectoralis Major during 10RM and 50%10RM Pec Deck Fly                                        (Hz)

Muscle Group 10RM Peck - Deck Fly 50% 10RM Peck - Deck Fly t

Pectoralis Major 321.75±10.27 *** 265.62±9.90 15.51
M±SD.   * p<.05 , ** p<.01 , *** p<.001

Table 4 . iEMG of Pectoralis Major during 10RM and 50%10RM Pec Deck Fly                                      (μV)

결과

10RM과 50%10RM의 Lying Triceps Extension 

시 위팔세갈래근의 근전도 반응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의 운동강도에 따른 근활성도(iEMG)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0RM Lying Triceps 

Extension과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iEMG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

레근의 Lateral Head, Long Head, Medial Head에서

의 iEMG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p<.05, 

p<.01). 10RM Lying Triceps Extension이 50%10RM의 

Lying Triceps Extension 보다 위팔세갈래근의 iEMG

가 높게 나타났다.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의 운동강도에 따른 근피로도(MEF) 반응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과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

갈래근의 MEF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ying Triceps Extension운동 시 위팔세갈레근의 

Lateral Head, Long Head, Medial Head에서의 MEF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001, p<.001). 10RM 

Lying Triceps Extension이 50%10RM의 Lying Triceps 

Extension보다 위팔세갈래근의 MEF가 높게 나타났다.

10RM과 50%10RM의 Peck - 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근전도 반응

큰가슴근 단순관절운동인 Peck - Deck Fly의 운동강

도에 따른 근활성도(iEMG)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10RM Peck - Deck Fly와 50%10RM Pec 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iEMG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Peck - Deck Fly 운동 시 운동강도에 따라 

Pectoralis Major의 iEMG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10RM Peck - Deck Fly가 50%10RM Peck - 

Deck Fly 보다 큰가슴근의 iEMG가 높게 나타났다. 큰

가슴근 단순관절운동인 Peck - Deck Fly의 운동강도에 

따른 근피로도(MEF) 반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0RM Pec Deck Fly와 50%10RM Peck - Deck Fly 운

동 시 큰가슴근의 MEF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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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Type① Type② Type③ Type④ F p Post-hoc

Pectoralis Major 31.85±2.49 32.35±1.91 35.57±1.55 37.67±1.39 29.74 .000 ①②<③④*** , ③<④*

Lateral Head 49.50±3.16 57.57±3.26 79.00±5.42 65.39±4.72 121.99 .000 ①<②<④<③*** 

Long Head 52.35±7.19 47.42±3.37 66.35±7.18 46.46±3.18 37.71 .000 ①②④<③*** , ④<①*

Medial Head 56.71±9.89 52.14±2.43 76.71±7.62 54.03±6.97 34.35 .000 ①②④<③*** 
M±SD. * p<.05, ** p<.01, *** p<.001
Type①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②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③ 10RM Peck -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④ 50%10RM Peck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able 7. MEF of Agonist muscle on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Hz)

Muscle Type① Type② Type③ Type④ F p Post-hoc

Pectoralis Major 219.38±9.13 230.87±23.32 291.65±19.21 316.82±15.37 100.56 .000 ①②<③<④*** 

Lateral Head 263.74±20.97 399.67±13.77 386.20±15.66 398.70±9.06 253.54 .000 ①<②③④*** 

Long Head 174.88±15.34 295.40±16.64 273.52±12.62 300.26±10.19 247.72 .000 ①<③<②④*** 

Medial Head 348.81±24.85 442.18±19.08 506.22±17.92 520.18±18.78 206.37 .000 ①<②<③④*** 
M±SD. * p<.05, ** p<.01, *** p<.001
Type①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②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③ 10RM Pec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④ 50%10RM Pec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able 6. iEMG of Agonist muscle on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μV)

같다. Peck - Deck Fly 운동 시 운동강도에 따라 

Pectoralis Major의 MEF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10RM Peck - Deck Fly가 50%10RM Peck - 

Deck Fly 보다 큰가슴근의 MEF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iEMG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과 큰가슴근의 단순관절운동인 Peck - Deck 

Fly를 10RM강도와 50%10RM강도로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근활성도(iEMG)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단순관

절 사전탈진 운동방법에 따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Pectoralis Major의 iEMG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④의 iEMG가 Type①, 

Type②, Type③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ype③의 iEMG

가 Type①, Type② 보다 높게 나타났다. Lateral Headr

의 iEMG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②, Type③, Type ④의 iEMG가 Type① 보다 

높게 나타났다. Long Head의 iEMG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②, Type④의 

iEMG가 Type①, Type③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ype

③의 iEMG가 Type①보다 높게 나타났다.

Medial Head의 iEMG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③, Type④의 iEMG가  

Type①, Type②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ype②의  

iEMG가 Type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순관절운동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MEF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과 큰가슴근의 단순관절운동인 Peck - Deck 

Fly를 10RM강도와 50%10RM강도로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근피로도

(MEF)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방법에 따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Pectoralis Major의 MEF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1). 사후검증 결과 Type③, Type

④의 iEMG가 Type①, Type②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ype④의 MEF가 Type③보다 높게 나타났다. Lateral 

Headr의 MEF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사

후검증 결과 iEMG는 Type④ Type③, Type②, Type

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Long Head의 MEF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사후검증 결과 Type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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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① Type② Type③ Type④ F p Post-hoc

Repetition 5.50±1.16 3.21±1.05 9.07±0.99 7.28±1.06 76.53 .000 ②<①<④<③*** 
M±SD. * p<.05 , ** p<.01 , *** p<.001
Type①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②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③ 10RM Pec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ype④ 50%10RM Pec Deck Fly ➡ (Rest interval 60sec) ➡ 10RM Bench Press 

Table 8. Repetition maximum of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the number of times)

iEMG가 Type①, Type②, Type④ 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Type①의 iEMG가 Type④보다 높게 나타났다. 

Medial Head의 MEF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③의 iEMG가 Type①, 

Type②, Type④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반복횟수

위팔세갈래근의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과 큰 가슴근의 단순관절운동인 Peck - 

Deck Fly를 10RM강도와 50%10RM강도로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반복횟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방법에 따른 10RM Bench 

Press 운동시 반복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사후검증 결과 Type③, Type④의 iEMG가 Type①, Type

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는 위팔세갈래근의 대표적인 단순관절 저항

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 대흉근의 대표적인 

단순과절 운동인 Peck-Deck Fly 운동을 10RM 강도와 

50% 10RM 강도로 all-out 운동 시 나타나는 근활성

도와 근피로도를 근전도 반응을 통해 각각의 단순관

절운동과 운동강도를 사전탈진 운동 후 복합관절운동

인 10RM Bench Press를 수행 시 주동근의 근활성도

와 근피로도 및 반복횟수를 통해 Bench Press 운동 시 

주동근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벤치프레

스의 주동근은 위팔세갈래근과 큰가슴근으므로 각각

의 근육에 10RM 강도와 50% 10RM 강도로  단순관

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과 Peck - Deck Fly

로 사전탈진 운동을 한 후 10RM Bench Press 수행 

나타나는 변인을 통해 Bench Press 시 큰가슴근과 위

팔세갈래근의 역할 및 변화를 알아보았다.

위팔세갈래근은 Lateral Head, Long Head, Medial 

Head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3부위의 근전

도롤 근활성도(iEMG)를 측정하였다.

운동강도에 따른 근활성도 측정에서 10RM 라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iEMG반응은 

Lateral Head는 258.60±18.09μV, Long Head는 

233.55±22.64μV, Medial Head는 400.84± 11.12μV로 나타

났으며,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시 위팔

세갈래근의 iEMG반응은 Lateral Head는 210.77±10.00μV, 

Long Head는 219.07±12.00μV, Medial Head는 

295.21±18.92μV 나타났다.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iEMG 반응은 10RM강도가 50% 

10RM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0RM Peck-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iEMG

반응은 321.75±10.27μV이며, 50% 10RM Peck-Deck Fly 운

동 시 큰가슴근의 iEMG반응은 265.62±9.90μV으로 나타났

다. Peck-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iEMG 반응은 

10RM강도가 50% 10RM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높

은 부하강도의 저항운동에서 높은 iEMG 반응을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김기홍, 2010; 이병근, 2012).

운동강도에 따른 근피로도 측정에서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MEF 반응

은 Lateral Head는 62,21±18.09Hz, Long Head는 

52.57±4.95Hz, Medial Head는 51.07±4.01Hz로 나타났

으며,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윗팔세갈래근의 MEF 반응은 Lateral Head는 

48.10±4.28Hz, Long Head는 39.95±2.08Hz, Medial 

Head는 40.95±1.49Hz로 나타났다. Lying Triceps 

Extension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MEF 반응은 

10RM강도가 50% 10RM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10RM Peck - 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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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52.57±3.53Hz이며, 50%10RM Pec Deck Fly 운

동 시 대흉근의 MEF 반응은 42.08±2.10Hz으로 나타났

다. Peck - Deck Fly 운동 시 큰가슴근의  MEF반응은 

10RM강도가 50%10RM 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MEF는 수치가 낮을수록 근피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

는데(김기홍, 2012) 본 연구도 50%10RM 강도가 10RM 

강도보다 낮은 운동강도이어서 많은 피로가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되며, 이는 낮은 부하강도의 저항운동은 많은 

운동량 수행으로 높은 근피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기홍, 2013; 송상협 등, 2012).

본 연구의 4가지 형태로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큰가슴근의 iEMG의 변화 중 Type 

, Type 가 Type , Type  보다 iEMG가 더 많이 활

성화 되었다. Peck-Deck Fly는 큰가슴근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Peck-Deck Fly 사전탈진 운동 후 벤치프레스 운

동 시 위팔세갈레근의 근활성을 통해 많은 운동수행을 

한 것으로 본다. 이는 MEF의 반응을 보면 Type 의 위

팔세갈래근의 Lateral Head, Long Head, Medial Head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반복횟

수 비교에서 Type , Type , Type , Type  순으로 나

타난 것과 위팔세갈래근의 Lateral Head의 MEF 수치가 

Type , Type , Type , Type  순으로 같은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위팔세갈래근의 피로가 적을수록 Bench 

Press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ench Press 운동 시 위팔세갈래근의 Lateral Hea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운동 시 반복횟수는 Type 은 5.50±1.1회, 

Type 는 3.21±1.05회, Type 는 9.07±0.99회, Type

는 7.28±1.06회로 나타났다. 저항을 동일한 강도로 운

동 시 세트가 진행됨에 따라 반복횟수는 줄어든다

(Fleck, 2003; Earle, 1999). 본 연구에서 1세트는 단순

관절 저항운동으로 사전탈진운동을 하고 60초 휴식을 

취하고 2세트를 Bench Press를 하였을 2세트에는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RM Bench Press는 10회 반복을 하는 것을 말하

는데 본 연구에서 단순관절 사전탈진 운동에 따라 

Bench Press 반복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운동

의 방법과 강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ench Press를 운동 시 반복횟수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서 1RM의 75%의 무게로 세트 간 휴식을 1분

으로 하여 Bench Press를 5세트 실시하였을 때 반복횟

수의 변화는 1세트는 10.43±3.92회, 2세트는 5.64±2.50회, 

3세트는 3.50±1.70회, 4세트는 2.43±1.60회, 5세트는 

2.00±1.66회로 보고된 바 있는데(송상협 외, 2012), Bench 

Press 강도 10RM이고 세트 간 휴식시간이 60초로 본 

연구와 저항운동프로형태가 비슷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

구와의 반복횟수를 비교해보면 Type 은 2세트와 비슷

하고, Type 는 3세트와 비슷하고, Type 과 Type 는 2

세트보다도 더 많은 반복횟수를 수행했다.

10RM Bench Press 운동 시 세트 간 휴식시간에 

따른 반복횟수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30초 휴

식일 때는 1세트는 10±0.0회, 2세트는 5.3±1.3회, 3세

트는 3.5±1.5회, 4세트는 1.7±0.8회, 5세트는 1.0±0.9회 

이며, 90초 휴식일 때는 1세트는 10±0.0회, 2세트는 

7.3±1.3회, 3세트는 4.1±0.9회, 4세트는 2..7±0.9회 4세

트는 2..7±0.9회, 5세트는 2..0±0.9회이며, 190초 휴식일 

때는 1세트는 10±0.0회, 2세트는 9.6±0.5회, 3세트는 

8.9±1.5회, 4세트는 7.6±2.0회, 5세트는 5.6±2.4회 로 

보고되고 있다(이상호 등, 2013).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반복횟수가 Type 은 30초 

휴식 2세트 수준이고, Type 는 30초 휴식 3세트 수

준이고, Type 은 180초 휴식 2세트, 3세트 수준이고, 

Type 는 180초 휴식 4세트 수준이다.

단순관절운동 사전탈진운동 후 복합관절운동인 

10RM Bench Press 운동 시 반복횟수의 결과에서 사

전탈진운동이 Lying Triceps Extension 보다 Peck - 

Deck Fly 때 더 많은 반복횟수를 보였다.

Lying Triceps Extension은 위팔세갈래근을 단련하는 

운동이고, Peck - Deck Fly는 큰가슴근을 단련하는 운동

이고, Bench Press는 윗팔세갈레근과 큰가슴근이 단련되

며(Bompa, 1999), Bench Press 운동 시에는 위팔세갈래근

과 큰가슴근의 상호 보안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김

기홍 등, 2012). 그리고 복합관절운동시 소근육의 활성이

나 피로는 운동수행능력 저하를 초래한다(김기홍, 2007).

단순관절 사전탈진운동 시 운동강도에 따른 Bench 

Press 반복횟수는 Lying Triceps Extension와 Peck - 

Deck Fly 모두 운동강도가 10RM보다 50%10RM 강도

로 사전운동을 하였을 때 낮은 반복횟수가 나타났다. 

저항운동 부하를 1RM의 90%, 1RM의 75%, 1R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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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각각 Bench Press를 실시하였을 때 총운동량

은 부하강도가 낮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강도에

서 많은 반복횟수는 총운동량이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근피로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송

상협 등, 2012). 본 연구에서 사전탈진 운동강도가 

10RM보다 50%10RM일 때 Bench Press 운동 시 낮은 

반복횟수를 보인 것은 50%10RM 강도의 사전탈진운

동이 10RM 강도의 사전탈진운동보다 총운동량이 높

은 것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전 탈진운동은 단순관절운동을 먼저수행 한 후 

같은 근육을 동원하는 복합관절운동을 하여 의도적으

로 대근육을 피로하게 하는 운동방법이며(Wilson, 

1994), 최근 역 운동순서의 의도적인 근 피로 시에 나

타나는 주동근의 근적응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ch Press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탈

진운동으로 대흉근은 Peck-dec fly로 위팔세갈래근은 

Lying Triceps Extension으로 실시하였다.

소근육군이 피로해지면 대근육군의 운동능력이 떨어

지며(Stowers et al., 1983), 또한 일정한 부하를 일시적

으로 실패할 때가지 최대한 많은 반복횟수를 실시하는 

탈진운동방법은 보다 많은 운동단위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Fleck & Kraemer, 1997) 사전탈진운동 후 피로가 

시작된 후에도 일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지근(ST) 

및 속근(FT)섬유의 순차적 운동단위동원(Vredenbregt 

& Rau, 1973)을 이용하고 이에 의해 발생한 근피로(이

병근, 1999)가, 결과적으로 장력의 감소(Komi & 

Vitasalo, 1976)로 이어져 운동 수행능력이 감소된다.

기능해부학적 관점에서, 큰가슴근은 견관절에서의 수

평내전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팔세갈래근은 팔굽관절의 

폄 동작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Mark, 2012).

선행 연구에서 Bench Press 운동시 위팔세갈래근은 

적분 근전도 값에서 하강 시, 상승 시 그립 너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와 높은 근 활성도를 보였

으며(박희홍, 2008), 위팔세갈래근의 근 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립의 너비와 벤치의 경사도

라고 하였다(금휘섭, 2006).

또한 Peck-Deck Fly을 이용한 사전탈진 운동 실시 

여부에 따른 Bench Press를 이용한 근신경의 활동에 관

한 연구에서는 사전탈진운동은 큰가슴근의 운동단위와 

근 활성도(EM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팔세갈래근

의 약 17.87% 정도의 근 신경활성도 증가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팔세갈래근이 긴장된 큰가슴근

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Allan et 

al., 2009)이라고 하였다. Bench Press 운동 시 위팔세갈

래근에 근피로가 생기면 많은 운동을 수행 하지 못해 

큰가슴근의 단련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이석인, 

2000). 근 피로는 저항운동에서 저강도 운동수행과 운

동초기에는 지근 섬유가 동원되며, 중정도 강도에서는 

지근과 속근섬유들이 모두 이용되며, 속근섬유들은 고

강도 운동수행 중 또는 근피로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된

다(Vobova, 1979). 또한 부하중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속근비율이 높은 근육일수록 쉽게 나타난다(Pierce et 

al., 1993, 이규성 등, 2000). 이는 Bench Press 동작의 

상승 및 하강 시 견관절과 팔굽관절에서의 대흉근과 위

팔세갈래근의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장력이 발생하게 되

는데. 10RM은 최대 근력의 약 75% 정도의 중강도로, 

50%10RM는 저강도로 구분된다(Earle, 1999).

위팔세갈래근의 10RM,과 50% 10RM all-out의 선

행 운동수행 후 Bench Press를 수행한 본 연구에는 

저강도- 고반복 운동에 의한 선행 운동과 벤치프레스 

후속운동에 의해 몸통보다는 지근 섬유의 분포가 많

은 사지에서, 큰가슴근보다는 위팔세갈래근의 지근섬

유가 빨리 피로해진 것(Wathen, 1994)이라 생각된다.

위팔세갈래근 단순관절운동인 Lying Triceps 

Extension의 저강도-고반복 사전탈진 운동은 복합관절

운동 10RM Bench Press의 수행능력 저하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ench Press만을 수

행하더라도 위팔세갈래근은 큰가슴근의 기능을 조절

하기 위해 근신경이 동원(Allan et al., 2009)되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Lying Triceps Extension을 이용한 

위팔세갈래근 사전탈진 운동 후에 10RM Bench Press

를 운동하였을 때에는 운동수행력에 현저한 감소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Peck-dec Fly로 큰가슴근을 사전탈진 운동 후 복합

관절운동인 Bench Press 운동수행력에 큰 차이는 없었

으나, Lying Triceps Extension으로 위팔세갈래근 사전

탈진 운동 후 복합관절운동인 Bench Press 운동수행력

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Bench Press 운동 시 위

팔세갈래근의 근력발현능력에 따라 복합관절운동인 벤

치프레스 운동 시 위팔 세갈래근이 큰가슴근과 함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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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을 수행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단순관절 운동강도와 방법에 따른 사전탈진운동을 

통한 Bench Press 수행 시 주동근의 역할을 종합해보

면 Bench Press시 많은 반복횟수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팔세갈래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단순관절운동시 큰가슴근과 위팔세갈래근의 iEMG

와 MEF는 10RM 강도가 50%10RM 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큰가슴근의 iEMG는 Peck-Deck Fly 사전탈

진운동 후 Bench Press시에 높게 나타났다. 큰가슴근

과 위팔세갈래근의 MEF는 10RM Pec-Deck Fly 사전

탈진 운동 후 Bench Press 운동시에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사전탈진 운동 후 10RM Bench Press 반복횟수

는 사전탈진 운동이 50%10RM Lying Triceps 

Extension에서 가장 적은 반복횟수를 보였다. 따라서 

위팔세갈래근의 높은 근활성도와 낮은 피로도는 

Bench Press 운동시 많은 반복횟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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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Method and Intensity of Resistance Exercise on Pectoralis 
Major and Triceps Brachii iEMG, MEF, Repetition at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Kim, Ki-Hong

DanKook University

KINESIOLOGY, 2014, 16(2): 51-62. Effects of Method and Intensity of Resistance Exercise on Pectoralis Major and Triceps Brachii iEMG, 

MEF, Repetition at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ethod and Intensity of Resistance Exercise on agonist muscle activation(iEMG), muscle fatigue(MEF), 

Repetition at 10RM Bench Press after single joint all out pre Exercise. [METHOD] Fourteen healthy college students partici-

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tested for their 10RM, 50% 10RM strength on the Lying Triceps Extension, Peck Deck 

Fly and 10RM, strength on the Bench Press. Surface electrodes were attached on the belly of the pectoralis major and the bel-

lies of the triceps brachii; long, medial, and lateral head. Normalized iEMG and MEF were collected and compared to three 

sites on the triceps brachii and measured iEMG and MEF according to the intensity resistance training loading method. 

One-way ANOVA repeated measurement and t-test were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ingle and multi-joint 

exercises on the different intensity variables. An alpha level of .05 was us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level. [RESULT] 1. 

The result from the Lying Triceps Extension and, Peck Deck Fly exercise showed that 10RM intensity was higher than that of 

50% 10RM in the iEMG of Triceps brachii and Pectoralis major(p<.000). 2. the result from the Lying Triceps Extension and, 

Peck Deck Fly exercise showed that 10RM intensity was higher than that of 50% 10RM in the MEF of Triceps brachii and 

Pectoralis major(p<.000). 3. the result from the 10RM Bench Press showed that Bench Press exercise after peck deck fly all-out 

exercise was higher than that of Bench Press exercise after Lying Triceps Extension all-out exercise in the iEMG of Pectoralis 

major(p<.000). 4. the result from the 10RM Bench Press showed that Bench Press exercise after 10RM peck deck fly all-out ex-

ercise was the highest in the MEF of Triceps brachii and Pectoralis major(p<.000). 5. The order of the intensity in all-out pre-ex-

ercise was 10RM peck deck fly,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50% 10RM Lying Triceps Extension in the Repetition of 10RM 

Bench Press(p<.000, p<.05 ). [CONCLUSION] Triceps extension in the 10RM plays very importanct role in bench press exercise. 

High levels of muscle activation and low muscle fatigue of tricep brachii leads to greater Bench Press repetition.

Key words : Single joint Exercise, iEMG, MEF,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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