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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among Taekwondo, soccer and gymnastic athletes their balance abil-

ity and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and also whether these variables show differences by sports type. For

this purpose, 10 Taekwondo athletes, 10 soccer athletes and 10 gymnastic athletes that is a high school in I area were selected

and their balance ability,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were measured by using force platform (AMTI) and

isokinetic measurement (HUMAC NORM). The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conducting pearson product-moment cor-

relat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In case of both right and left foot one-leg standing with open-eyes, there was a relation

between both knee extension maximal muscle strength of Taekwondo, soccer, gymnastic athletes and balance ability, and in case

of right foot one-leg standing with open-eyes, there was a relation between that is right plantar flexion and dorsi flexion maximum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of Taekwondo, soccer, gymnastic athletes and their balance ability. Furthermore, in case

of left dorsi flexion maximum muscle streng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der of Taekwondo, gymnastics and soccer,

and for isokinetic plantar flexion maximum muscle endurance, both right and lef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der of Tae-

kwondo, gymnastic and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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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체육학 분야에서 스포츠와 체력과 체격과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체육학자

들은 종목별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결정하는 구조인자 분

석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un et, al., 1994; Cho,

Sung, & Cha, 2008). 스포츠 현장에서 움직임을 실행하기 위

해서는 근력과 유연성, 균형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95; Malina,

Bouchard, & Bar-Or, 2004; William, Luis, & Gerardo

2012). 특히 운동 종목마다 사용되는 주동근과 길항근이

다르고(Byeon & Go, 2001), 트레이닝 시 종목 특성에 맞

게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Singh, Chengappa & Banerjee, 2002). 또한 균형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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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농구, 배구 등 많은 운동선수들의 기술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이다(Marsh, Richard, William, & Linch,

2004). 

자세조절과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체성감각, 시각,

전정기계, 협응반응,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등이다(Palmieri

& Ingersoll, 2002). 운동수행 시 균형능력은 운동의 형태

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지도자와 치료사가 운동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중재하는 형태에 따라 운동 시 필요한 균

형능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Krampe, Schaefer,

Lindenberger & bate, 2011). Mohammadi, Alizadeh과

Gaieni (2012)의 연구에는 청소년 여자 운동선수의 하지의

근력강화 운동이 정적균형 능력과 동적균형 능력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하지 근력강화운동이

운동단위의 빠른 연축을 유도하고, 근육조절 능력을 향상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Young & Metzl, 2010).

그러나 Mohammadi 등 (2012)과 Manini 등 (2007)과

Nele 등 (2006)과 Schlicht, Camaione, & Owen (2001)

의 연구 결과들이 상반되는 것은 운동의 형태, 강도, 트레

이닝의 형태 및 기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Mohammadi et al., 2012). 따

라서 각 종목에 따른 고유한 근력 특성과 균형능력의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종목과 근력 그리고 균형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선행연구에 나타난 태권도, 축구, 체조의 하지 근

력 및 균형능력을 살펴보면, 태권도는 빠른 킥을 사용하는

스포츠로(Shirley & William, 2012), 태권도 수련을 통해

유연성과 근력의 향상 및 자세의 안정성의 증가 등이 나

타났다(Fong & Gabriel, 2011; Shirley & William,

2012). 그러므로 태권도 경기에서 하지근력과 균형성이 보

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Park, 2005).

체조는 높은 수준의 평형능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로 하

지의 안정성이 동작의 완성도에 주요한 요인으로 체조선

수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트레이닝은 발목의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Ross

& Guskiewicz, 2004; Ross, Guskiewicz, & Yu, 2005;

Zetaruk, 2000). 즉, 발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하지 근력의 강화와 평형능력 향상을 들 수 있다(Park,

2007). 

축구는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Brito et al., 2011; Walden, Hagglund, & Ekstrand,

2005; Rahnama, Reilly, & Lees, 2002), 축구 경기 동안

의 피로 변화에 관한 대사적 요소와 중추와 말초 신경근

체계에 관한 신경학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rito et al., 2011; Mohr, Krustrup, & Bangsbo, 2005).

즉,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성 파워(Park, Jung,

Jin, & Jung, 2009; Vanderford, Myers, Skelly, Stewart,

& Hamilton, 2004)와 근력운동(Ezequiel, Chrlos, &

Joaquin, 2012; Park, et al., 2009; Vanderford et al.,

2004; Park, Hong, Choi, & Choo, 2003), 균형운동 트

레이닝(Brito et al., 2011; Emery & Meeuwisse,

2010; Hubscher et al., 2010; Kraemer & Knobloch,

2009; Park, et al., 2009; Schlicht, Camaione, & Owen,

2001)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하

지의 근력, 근지구력과 균형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선수들

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거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하지 근

력과 균형능력과의 상관성을 구명하고 균형능력,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이 종

목의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이 연구의 대상은 I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국

규모의 경기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축구선수 10명, 체조선

수 10명, 태권도선수 10명이며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장비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균형능력 변인을 분석하기 위

해 지면반력기(OR6-5-2000, AMTI, USA) 1대를 사용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Age (yrs) Career (yrs) Height (cm) Weight (kg)

Taekwondo 10 4.50±2.45 6.38±0.52 152.38±7.35 44.25±7.54

soccer 10 16.10±1.91 4.60±2.27 169.50±8.14 62.20±7.69

gymnastics 10 17.00±1.16 7.50±1.84 156.50±7.28 48.20±7.19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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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cut-off frequency는 12.0 Hz로 설정하였다.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근력 및 근지구력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등속성 측정장비인 휴맥 놈(Humac-Norm, CSMI,

USA)을 이용하였다. 

3. 실험 절차

1) 균형능력 측정

측정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오른발을 우성으로 사용하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

수로 선정하였다. 균형능력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지면반력기를 활용하였다. 측정은 오른발, 왼발의 전·후

(anterior·posterior) 및 좌·우(medial·lateral)로의 압력중심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는데, 이때 눈뜨고 균형잡기를 오른발,

왼발로 30초간 각 1회씩, 눈감고 균형잡기를 오른발, 왼발

로 30초간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측정은 피험자가 지면반

력기 정중앙에 올라서서 지지할 다리로 편안하게 서 있다

가 연구자의 “준비”라는 구령을 듣고 전방에 위치한 분석

용 컴퓨터에서 들려주는 신호음과 동시에 측정을 시작하

였다. 이때 지지하는 반대 다리는 90° 정도 들어 올리고,

양 팔은 어깨선까지 들어 올려 최대한 흔들림 없는 동작

을 성공한 동작으로 선정하였고, 균형능력 평가는 눈 감고

측정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권도, 축구, 체조 종

목의 기술 수행은 대부분 눈을 뜨고 시행하기 때문에 눈

뜨고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하지 균형능력 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장비의 배치는

<Figure 1>과 같다.

2) 등속성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

(1) 무릎

근력측정을 위해 등속성 측정장비인 HUMAC을 이용하

였으며, 측정 시에는 등속성 모드(isokinetic mode)를 사용

하였다. 무릎관절에 신전과 굴곡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

정하였다. 대상자들은 등받이를 9°도로 하고 앉은 자세로

측정 하였으며, 검사하는 동안 좌석의 양 측면의 그립을

잡도록 교육하였고 대퇴와 골반 및 몸통은 스크랩으로 고

정시켰다. 

dynanometer의 회전축은 외측 대퇴상(lateral femoral

epicondyle)과 근위부에 위치하게 하였다.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 전 최대하 근력으로 3

회의 연습을 실시하고, 약 10초간 휴식을 취한 후 근력검사

를 하였다. 측정 각도는 60 deg/sec에서 5회, 180 deg/sec에

서 15회씩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힘점으로 작용하는 발목관절의 외과(lateral

malleolus)에서 약 1 cm 위에 정강이 패드(shin pad)가 오

도록 길이를 조절하여 끈(velcro strap)으로 고정하였고, 근

력계(dynamometer)의 축과 무릎관절에 신전과 굴곡의 운

동축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2) 발목

발목관절에 배측굴곡과 저측굴곡의 근력 및 근지구력 측

정하였다. 대상자들은 등받이를 180°로 하고 누운 자세로

측정 하였으며, 검사하는 동안 좌석의 양 측면의 그립을

잡도록 교육하였다. 대퇴와 무릎, 골반과 몸통은 스크랩으

로 고정하였고, dynanometer의 회전축은 외측 복사뼈

(lateral malleous)와 근위부에 위치하게 하였다. 

무릎관절의 측정과 같이 발목관절의 측정도 최대하 근력

으로 3회의 연습을 실시하고, 약 10초간 휴식을 취한 후 검

사를 하였다. 측정 각도는 30 deg/sec에서 5회, 120 deg/sec에

서 15회씩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힘점으로 작용하는 발

목관절의 외과(lateral malleolus)에서 약 1 cm 위에 정강이

패드(shin pad)가 오도록 길이를 조절하여 끈(velcro strap)

으로 고정하였고, 근력계(dynamometer)의 축과 무릎관절에

신전과 굴곡의 운동축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태권도

선수 중 2명은 발목부상으로 발목 측정은 제외하였다. 태

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등속성 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

장비의 배치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1. Force plate arrangement Figure 2. Humac Norm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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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항목

균형능력 요인은 지면반력기 위에서 오른발(눈뜨고, 눈

감고)과 왼발(눈뜨고, 눈감고)의 균형잡는 동작에서 나타난

전·후(anterior·posterior) 및 좌·우(medial·lateral)의 압력중

심 이동거리(X, Y)와 등속성 요인은 피크토크(peak

torque)는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피크토크(peak torque)와

근지구력 요인이었다. 운동 시 발휘된 굴곡과 신전의 근력

및 근지구력의 피크토크 중 최고치 토크를 분석에 사용하

였는데, 이 값은 절대근력을 의미한다. 

5. 통계 처리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종목별 및

종목별 간에 균형능력 및 등속성 근력 변인의 값을 구하

였다. 지면반력기를 이용한 균형능력의 자료 및 등속성 근

력에 관한 모든 자료는 Windows용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PASW (Ver. 18.0, IBM, USA)를 이용하여 각 변인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종목별 균형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비교는 Tukey

HSD 방식을 이용하였다. 종목별 균형능력 자료와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 자료의 상관관계는 이변량 상관계수를

실시하였고,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모든 통

계 자료의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균형능력과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과의 상관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균형능력과 무릎, 발목의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과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오른발 눈뜨고

균형잡기의 경우에서 양쪽 무릎의 신전 근력은 전후, 좌우

이동거리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왼발 눈뜨고 균형잡기의 경우에서 무릎 최대 근력 오른쪽

신전 최대 근력과 전후 이동거리 간을 제외한 다른 변인

들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 서기의 경우에서는 양쪽 무릎의 굴곡 최

대 근력과 전후 이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p<.05), 왼쪽 무릎의 굴곡 최대 근력과 좌우 이동거리 간

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눈뜨고 균

형잡기 왼발로 서기의 경우에서는 양쪽 굴곡 최대 근력과

좌우 이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balance ability, knee maximum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correlation 

open-eyes one-leg standing balance ability closed-eyes one-leg standing balance ability

standing right foot standing left foot standing right foot standing left foot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Muscle 
Strength

extension

right
correlation .462* .462* 0.33 .387* 0.13 0.22 0.11 0.30

p 0.01 0.01 0.08 0.04 0.48 0.25 0.57 0.10

left
correlation .401* .480** .416* .426* 0.14 .398* 0.11 0.29

p 0.03 0.01 0.02 0.02 0.46 0.03 0.57 0.12

flexion

right
correlation .395* 0.25 0.20 .362* -0.02 0.32 0.05 0.24

p 0.03 0.18 0,29 0.05 0.93 0.09 0.81 0.21

left
correlation .433* .372* 0.20 .410* -0.03 0.35 0.03 0.22

p 0.02 0.04 0.29 0.02 0.89 0.06 0.89 0.24

Muscle 
Endurance

extension

right
correlation 0.17 0.11 0.13 -0.07 0.27 0.03 0.08 0.16

p 0.37 0.57 0.51 0.70 0.17 0.88 0.66 0.40

left
correlation .370* .406* 0.26 .395* 0.09 0.32 0.04 0.20

p 0.04 0.03 0.16 0.03 0.63 0.08 0.84 0.29

flexion

right
correlation 0.36 0.16 0.13 0.08 0.20 0.20 0.06 0.13

p 0.05 0.39 0.48 0.68 0.28 0.29 0.77 0.49

left
correlation .379* 0.34 0.04 0.33 0.10 0.30 -0.03 0.12

p 0.04 0.07 0.84 0.08 0.58 0.10 0.88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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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 서기의 경우에서는 왼쪽 신전

근과 굴곡근은 전후 이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p<.05),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과 왼발로

서기의 경우에서는 왼쪽 무릎 신전 최대 근력과 좌우 이

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로 서기의 경우에서는 오른쪽 저

측굴곡근과 배측굴곡근은 전후, 좌우 이동거리 간에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왼쪽 저측굴곡근

과 전후 이동거리 간에 상관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로 서기의 경우에서는 오른쪽 저

측굴곡근과 전후 이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p<.05), 양쪽 저측굴곡근과 좌우 이동거리 간

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2. 운동 종목별 균형능력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종목별 균형능력의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균형능력의 측정은 지면반력기 위에서 오른발(눈뜨

고, 눈감고)과 왼발(눈뜨고, 눈감고)로 30초간 지지하는 동

안에 총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눈을 감고 왼쪽 다리로 지지하여 균형을 지

지하는 경우에서 체조선수는 평균 27.30±15.65 mm, 축구

선수는 평균 50.70±19.98 mm, 태권도선수는 평균 53.32±

21.96 mm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다른 경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운동종목별 등속성 근력 및 근지구력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무릎 근력 및 근지구력

의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의하면, 등속성 최대 근지구력 중 왼무릎 최

대 굴곡 근지구력은 태권도선수 평균 69.10±30.64 Nm, 축

구선수는 평균 52.90±29.55 Nm, 체조선수는 평균 36.40±

5.85 Nm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태권도와 축구, 체

조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나머지 경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한편 발목 근력 및 근지구력의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등속성

저측굴곡 최대 근력을 각속도 30 deg/sec에서 측정한 결과

오른쪽 발목의 경우 태권도선수는 평균 183.30±98.66 Nm,

축구선수는 평균 41.80±17.78 Nm, 체조선수는 평균

Table 3. The balance ability, ankle maximum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correlation

open-eyes one-leg standing balance ability closed-eyes one-leg standing balance ability

standing right foot standing left foot standing right foot standing left foot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anterior
·

posterior

medial
·

lateral

Muscle 
Strength

plantar
flexion

right
correlation .451* .489** 0.16 0.29 0.21 0.05 0.24 0.07

p 0.02 0.01 0.40 0.13 0.27 0.76 0.22 0.72

left
correlation 0.37 .475* 0.12 0.25 0.27 0.06 0.28 0.04

p 0.05 0.01 0.54 0.21 0.16 0.75 0.15 0.84

dorsi
flexion

right
correlation .496** .513** 0.33 0.25 0.11 0.12 0.05 0.14

p 0.01 0.01 0.10 0.21 0.58 0.54 0.82 0.47

left
correlation .461* .549** 0.27 0.28 0.26 0.19 0.19 0.20

p 0.01 0.00 0.17 0.15 0.18 0.34 0.32 0.31

Muscle 
Endurance

plantar
flexion

right
correlation .485** .501** 0.20 0.30 0.12 -0.03 0.09 0.09

p 0.01 0.01 0.31 0.12 0.55 0.90 0.63 0.64

left
correlation 0.30 .464* 0.11 0.17 0.23 -0.01 0.14 0.03

p 0.12 0.01 0.57 0.39 0.24 0.95 0.48 0.86

dorsi
flexion

right
correlation .375* 0.29 -0.03 0.08 -0.13 -0.08 0.01 0.18

p 0.05 0.13 0.88 0.68 0.52 0.69 0.96 0.36

left
correlation 0.30 0.33 -0.02 0.08 -0.03 -0.03 0.08 0.09

p 0.12 0.09 0.93 0.69 0.88 0.88 0.7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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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16.65 Nm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왼쪽 발

목의 경우 태권도선수는 평균 204.50±123.72 Nm, 체조

선수는 평균 40.80±15.01 Nm, 축구선수는 평균 38.80±

14.27 Nm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왼쪽 배측굴곡 최대 근력의 경우 태권도선수는 평균

67.13±39.69 Nm, 체조선수는 평균 44.80±16.41 Nm, 축구

선수는 평균 38.40±12.03 Nm 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

과 태권도와 체조, 축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

Table 4. Sports types of the balance ability to one-way ANOVA                                                              (unit: mm)

 group
division

taekwondo soccer gymnastics F p Turkey

B1_R_X
33.58

(16.82)
21.59
(6.23)

26.40
(13.40)

2.18 0.13

B1_R_Y
38.57
(3.39)

28.04
(8.13)

25.31
(16.37)

2.53 0.10

B1_L_X
23.75
(8.17)

20.17
(4.95)

25.78
(22.82)

0.40 0.68

B1_L_Y
36.63

(17.57)
-2.53

(11.90)
22.60

(15.99)
2.11 0.14

B2_R_X
74.21

(49.00)
55.33

(38.09)
37.75

(17.31)
2.40 0.11

B2_R_Y
87.46

(37.14)
89.80

(52.90)
53.85

(32.67)
2.31 0.11

B2_L_X
53.32

(21.96)
50.7

(19.98)
27.30

(15.65)
5.48 0.01* 3>2=1

B2_L_Y
72.44

(30.30)
87.54

(51.56)
54.36

(40.90)
1.58 0.23

Mean(standard deviation)

1 : Taekwondo, 2 : soccer, 3 : gymnastics

B1_R : open-eye right foot one-leg standing

B1_L : open-eye left foot one-leg standing

B2_R : closed-eye right foot one-leg standing 

B2_L : closed-eye left foot one-leg standing 

X : anterior·posterior direction 

Y : medial·lateral

Table 5. Sports types of the knee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unit: Nm)

 group
division

taekwondo soccer gymnastics F p Turkey

knee extens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strength

right
164.70
(53.27)

152.20
(49.97)

123.60
(36.58)

2.00 0.16

left
163.80
(64.22)

154.60
(60.94)

114.70
(47.69)

2.02 0.15

knee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strength

right
94.90

(34.64)
87.40

(43.57)
61.70

(12.53)
2.79 0.08

left
92.50

(40.74)
81.10

(41.08)
59.80

(10.88)
2.38 0.11

knee extens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endurance

right
80.10

(38.24)
81.50

(33.18)
68.60

(19.71)
0.51 0.61

left
93.60

(40.98)
86.80

(36.25)
59.70

(18.03)
2.91 0.07

knee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endurance

right
61.50

(29.03)
53.50

(30.12)
40.10

(11.59)
1.86 0.17

left
69.10

(30.64)
52.90

(29.55)
36.40
(5.85)

4.34 0.02* 1=2>3

Mean(standard deviation) 

1 : taekwondo, 2 : soccer, 3 : gymn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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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나 오른쪽 배측굴곡 최대 근력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등속성 저측굴곡 최대 근지구력을 각속도 120 deg/sec에

서 측정한 결과 오른쪽 발목의 경우 태권도선수는 평균

80.25±59.67 Nm, 체조선수는 평균 24.10±6.47 Nm, 축구선

수는 평균 22.80±10.08 Nm으로, 왼쪽 발목의 경우 태권도

선수는 평균 72.88±65.51 Nm, 체조선수는 평균 22.40±

8.11 Nm, 축구선수는 평균 23.20±4.80 Nm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오른쪽, 왼쪽 모두 태권도, 체조와 축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목의 최

대 배측굴곡 근지구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 의

스포츠 경기에 있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

술수행에 필요한 체력강화와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

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

간적인 공격과 반격이 이루어지는 태권도, 다양한 발기술

과 정확한 킥 동작을 수행하는 축구, 점프기술 또는 동작

후 안정적인 착지를 해야 하는 체조 선수들은 다른 스포

츠 종목에 비해 한쪽 다리를 이용하여 기술을 수행하거나

기술수행 후 한쪽 다리로 착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면

서 하지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

구에서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의 하지 근력과 균형능

력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들에게서 눈뜨고 균형잡기의 경우 신전

과 굴곡 시 전후, 좌우 이동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력

이 오른 무릎 근력과 좌우 이동거리를 제외한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오른발 눈뜨고 균형잡

기의 경우 신전 시 근력과 전후, 좌우 이동거리는 모두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p<.05, p<.01), 굴곡 시에는 오른

무릎 굴곡력과 좌우 이동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5). 왼발 눈뜨고 균형잡기의 경

우 신전 시에는 근력과 전후, 좌우 이동거리는 오른 무릎

신근력과 전후 이동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굴곡 시에는 왼무릎 굴곡력과 좌우

요인 간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Park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엘리트 고등학교 축구선수

의 동적균형능력과 등속성 하지 무릎 최대근력의 상관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적균형능력과

등속성 하지 무릎 근력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

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적균형

능력과 정적균형능력이 근력과 근지구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Kim과 Jeon (2006)의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무릎관절 등속성 최대근력과 상대근력인 신

근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근력은 태권도 선수

들에게는 필요한 체력요인이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태권도 선수의 무릎의 최대 근지구력 좌·우 신근력이 한발

로 지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Table 6. Sports types of the ankle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unit: Nm)

 group
division 

taekwondo soccer gymnastics F p 사후검증

ankle plantar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strength

right
183.30
(98.66)

41.80
(17.78)

40.60
(16.65)

19.65 0.00** 1>2>3

left
204.50

(123.72)
38.80

(14.27)
40.80

(15.01)
17.46 0.00** 1>3>2

ankle dorsi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strength

right
63.00

(25.16)
41.80

(15.11)
48.80

(15.97)
2.90 0.07

left
67.13

(39.69)
38.40

(12.03)
44.80

(16.41)
3.33 0.05* 1=3>2

ankle plantar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endurance

right
80.25

(59.67)
22.80

(10.08)
24.10
(6.47)

8.80 0.00** 1>3=2

left
72.88

(65.51)
22.40
(8.11)

23.20
(4.80)

5.81 0.01** 1>3=2

ankle dorsi flexion
maximum peak torque

muscle endurance

right
23.38

(13.69)
20.80
(5.49)

22.10
(7.26)

0.18 0.84

left
27.88

(18.12)
19.30
(4.60)

20.80
(4.49)

1.69 0.20

Mean(standard deviation) 

1 : taekwondo, 2 : soccer, 3 : gymn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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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신근력이 기술

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눈뜨고 균형잡기에서 저측굴곡과 배측굴곡 시 전후, 좌

우 이동거리와 오른 발목 근력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오른 발목 저측굴곡 근지구

력과 전후 이동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p<.05), 양쪽 발목 저측굴곡 근지구력과 좌우 이동

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ark (2007)은 남자 체조선수 18명과 일반 남자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발목의 근력, 근력비와 하지기능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체조선수 집단이 외번근력, 저측

굴근력, 배측굴곡근에 대한 하지의 기능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체조가 갖는 여러 운

동학적 특성을 통해 하지 기능의 개선과 같은 발목의 변

화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

목근력과 균형성의 상관관계에서 저측굴곡과 배측굴곡 근

력이 균형능력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외반과 내번의 근

력은 작지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nt et

al., 2006).

Rhi, Kim과 Jung (2010)은 기능적 만성 족부 불안정성

이 축구선수들의 등속성 하지근력과 균형성에 관한 연구

에서 엘리트 대학생 남자 축구선수들 중 안정성 발목을 가

진 선수 10명과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단된 선수 10명을

등속성 하지근력(Biodex system Ⅲ) 측정한 결과 발목관절

최대근력의 차이는 각속도 30 deg/sec에서는 외번과 배측

굴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각속도 120 deg/sec에서

는 외번의 환측에서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조금의 차이는 나

타났지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가 부분적으

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발목의 근력이 균형능력 및 무

릎의 근력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왼쪽 배측굴곡 최대 근력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태권도,

체조와 축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오른쪽 배측굴곡 최대 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등속성 저측굴곡 최대 근지구력은 오른쪽, 왼

쪽 모두 태권도, 체조와 축구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목의 최대 배측굴곡 근지구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발

로 지지하여 기술을 수행하는 동작이 많지만 각 운동의 특

성에 따라 발달되는 근육과 신체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하지 근

력, 근지구력과 균형능력과의 상관성과 이들 요인들이 종

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지역

고등학교의 태권도선수 10명, 축구선수 10명, 체조선수 10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균형능력 및 등속성근력

과 근력을 지면반력기 및 등속성 근력측정기를 이용해 측

정하여 자료를 구하였으며, 이를 적률 상관분석 및 일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눈뜨고 한발서기의 경우에서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

수들의 양쪽 무릎 신전 최대 근력과 균형능력 간에 상관

이 나타났다(p<.05).

2. 눈뜨고 균형잡기 오른발 서기의 경우에서는 태권도,

축구, 체조 선수들의 발목의 양쪽 저측굴곡 및 배측굴곡

최대 근력과 균형능력 간에 상관이 나타났고, 눈뜨고 균형

잡기 오른발 서기의 경우에서는 발목의 저측굴곡 양쪽 최

대 근지구력과 균형능력 간에 상관이 나타났다(p<.05).

3. 왼쪽 배측굴곡 최대 근력의 경우 태권도, 체조와 축구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등속성 저측굴곡 최대

근지구력은 오른쪽, 왼쪽 모두 태권도와 체조, 축구의 순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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