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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검사 변인의 상관관계

유동훈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론

축구는 90분간 실시하는 간헐적이며, 비연속적인 고강도 운동으로 

선수들의 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걷기 24%, 달리기 36%, 빨리 뛰기 

20%, 전력 질주 11%, 뒤로 뛰기 7%로 구성되며 2%만이 공을 소유한 활

동으로 보고되고 있다[1]. 위와 같이 축구경기 시 대부분의 활동은 무

산소성 대사과정에 비해 유산소성 대사과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로 이루어지지만, 득점 및 볼 경합 시 상대보다 먼저 공을 소유하고, 시

합에서 승리하는 데 무산소성 대사과정의 발달은 중요한 요소로 보고

되고 있다[2,3].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향상은 축구경기에서 움직임과 동작 시 근육

이나 근육군의 수축력을 증가시켜 가속도 및 스피드를 증가시키며, 또

한 방향전환, 순간질주 및 페이스 유지와 같은 축구의 중요한 기술들을 

향상시킨다[4]. 무산소성 운동능력은 개인의 체격, 체중 및 근섬유의 비

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개인별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효율적인 

발휘를 위해서 근력, 근파워 및 근지구력의 적절한 뒷받침이 요구된다

ORIGINAL  
ARTICLE

Corresponding author: Dong-Hoon Yoo Tel +82-55-249-2128 Fax +82-0505-999-2167 E-mail ydh0701@kyungnam.ac.kr

Keywords 등속성회전력, 무산소성운동능력, 축구, 윙게이트 테스트

Received 19 Apr 2016 Revised 9 May 2016 Accepted 24 May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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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Print) 1226-1726
ISSN(Online) 2384-0544

Correlation between Isokinetic Peak Torque and Anaerobic Ability in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Dong-Hoon Yoo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naerobic ability and isokinetic testing of soccer athletic in 
middle school.

METHODS: 22 male soccer players (14.22±0.49 years) of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Isokinetic test was conducted 7 
days after anaerobic ability test.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est demonstrated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indicat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1) 
peak power and right extensor in 60°/sec (p<.05), 2) mean power and right extensor, left extensor, left flexor in 60°/sec (p<.05), 3) 
peak power and left extensor, left flexor in 180°/sec (p<.05), 4) mean power and left flexor in 180°/sec (p<.05), 5) fatigue index and 
all variables in 180°/sec (p<.05). 

CONCLUSIONS: The bilateral ratio of peak muscle torque in knee extensors showed showed a potential risk of injury. Training using 
isokinetic exercise in 180°/sec can be used as a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the fatigue endurance. Also, isokinetic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strength ratio and prevent muscle imbalance in advance. This result suggested that isokinetic training program can be effec-
tive to prevent of injury and increase of fatigue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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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무산소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필요

성이 강조되며, 축구 지도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체력요소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향상을 위한 저항성 트레이닝 방

법은 주로 등장성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용되고 있지만, 보다 나

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에 의한 개인별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상

해를 예방하고, 트레이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6]. 등속성 운동

은 저항성 트레이닝의 일종으로 근 기능의 발달에 있어서 근력, 근파

워 및 근지구력뿐만 아니라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향상 효과가 등척성

이나 등장성 운동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또한, 여러 선행연

구에서 등속성 운동이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변수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8,9]. 

등속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관련성 연구를 살펴보면, Yoo 

[10]는 고교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60°/sec와 180°/sec의 좌, 우측 신근력

은 최대파워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평균파워는 60°/sec 좌, 우측 신

근력과 굴근력, 180°/sec 좌, 우측 신근력, 우측 굴근력에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Alemdaroğlu [11]는 20대 농구선수를 대상으로 최대파워

와 대퇴사두근 60°/sec: 우측 신근력(r=.49, p< .05), 좌측 신근력(r=.57, 

p< .01), 180°/sec: 우측 신근력(r=.55, p< .01), 좌측 신근력(r=.46, p< .05)]

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평균파워는 60°/sec 좌측 신근

력(r=.57, p< .05), 180°/sec 우측 신근력(r=.40, p< .05)에서만 유의한 관

련성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12]은 여자축구선수의 무산소성 운동능

력과 60, 90, 180°/sec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무산

소성 운동능력 변인 중 최대파워와 평균파워는 각각의 각속도에서 등

속성 최대회전력 변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Park et 

al. [13]도 엘리트 고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기술체력과 동적 균형력, 

하지 근력, 무산소성 파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Lee와 Lee [14]는 

중, 고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60°/sec에서 굴근/

신근의 측정항목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에서 최대파워와 평균파워의 

관련성 연구 결과는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고교 축구선수들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무산소성 운동능력과 등속성 최

대회전력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생 축구선수들의 경우 체격, 체력 및 기능[15], 

운동상해[16,17], 경쟁불안[18], 트레이닝 관련[19]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무산소성 운동능력과 등속성 최대회전력에 관련

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무산소성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설정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근

거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슬관절의 등

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알아보고, 두 변인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여 무산소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등속성 트레이닝 프

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C 시에 거주하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남

자 중학교 축구선수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 

전, 실험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본인의 실

험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2. 연구절차

모든 피험자는 측정 전 48시간 동안 훈련 및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

도록 하였으며,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측정하였

다. 1차 실험은 등속성 최대회전력을 측정하였으며, 2차 실험은 무산소

성 운동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윙게이트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시 1

차 실험이 2차 실험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주일간의 측

정 간격을 두었다.

1) 등속성 최대회전력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측정은 Cybex 770 (Lumex Co., USA)을 이용하

였으며, 양측 슬관절의 신근과 굴근에 대한 최대회전력(peak torque)을 

구하였다. 근력의 측정은 60°/sec에서 3회 실시하여 그중 최고치를, 근파

워의 측정은 180°/sec에서 3회 실시하여 그중 최고치를 최대회전력으로 

선정하였다[10]. 개개인을 위한 적절한 토크를 결정함에 있어 체격 및 

체중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대회전력을 체중으로 나눈 뒤 이를 백분율 

하여 %단위의 단위체중당 최대회전력(peak torque %BW)을 산출하였

다[20]. 60°/sec의 굴근/신근에 대한 동측근력비율(ipsilateral hamstrings/

quadriceps ratio, H/Q ratio)과 양측근력비율(bilateral ratio)을 산출하였

다. 각 검사 속도 사이에는 1분 동안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시 피험자가 최대의지력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2) 무산소성 운동능력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측정은 Bar-Or [21]에 의해 보고된 윙게이트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SD

Age (yr) 14.22±0.49
Height (cm) 166.78±8.26
Weight (kg) 55.64±9.84
BMI (kg/m2) 19.86±2.20
Career (yr) 2.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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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자전거 에르고미터(Monark Co., Sweden)를 

이용하여 준비운동으로 5분간 가벼운 페달링을 실시한 후 서서히 속

도를 올리게 하였다. 이후 시작이란 구령과 함께 30초간 최대 페달링

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 개인에게 주는 상대적 부하는 개인 체중에 

0.075 kp를 곱하여 산출된 부하를 상대적 부하로 적용하였다. 측정변

인으로는 최대 파워(peak power), 평균파워(mean power) 그리고 피로

지수(fatigue index)를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ver.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목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검사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등속성 최대회전력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부하속도 60°/sec에서 근력을 측정하였으며, 신근력의 경우 우측은 

252.40 ± 42.57 %BW, 좌측은 226.82 ± 40.46 %BW으로 나타났으며, 굴근

력의 경우 우측은 151.40 ± 37.00 %BW, 좌측은 151.35 ± 30.476 %BW으

로 나타났다. 부하속도 180°/sec에서 근파워를 측정하였으며, 신근력의 

경우 우측은 167.24 ± 25.33 %BW, 좌측은 158.89 ± 26.21 %BW으로 나

타났으며, 굴근력의 경우 우측은 119.71 ±19.85 %BW, 좌측은 116.47±

18.10 %BW으로 나타났다.

양측 및 동측근력비율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부하속도 60°/sec에서 

단위체중 당 최대근력으로 산출하였으며, 신근의 양측근력비율은 

13.68±18.58%, 굴근의 양측근력비율은 2.27±13.45%로 나타났다. 동측

근력비율은 우측 하지가 62.13 ±11.40%, 좌측 하지가 66.96 ± 9.26%로 

나타났다.

2. 무산소성 운동능력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무산소성 운동능력 측정을 위한 윙게이트 

검사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산소성 최대파워는 9.08 ± 0.94 watt/

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파워는 6.37± 0.55 watt/kg으로 나타났다. 30

초간 최대파워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피로지수는 

51.28±12.72%로 나타났다.

3.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검사 변인의 

상관관계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검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무산소성 운동능

력에서 최대파워는 부하속도 60°/sec의 신근 우측(r=.444, p< .05), 부하

속도 180°/sec의 신근 좌측(r=.509, p< .05)과 굴근 좌측(r=.462, p< .05)

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무산소성 운동능력에서 평균파워

는 부하속도 60°/sec의 신근 우측(r =.486, p< .05), 신근 좌측(r =.527, 

p< .05)과 굴근 좌측(r =.459, p< .05), 부하속도 180°/sec의 신근 좌측

(r=.440, p< .05)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무산소성 운동능력

에서 피로지수는 부하속도 180°/sec에서 신근 우측(r=.606, p< .01)과 

Table 2. Results of isokinetic peak torque

Variables
Extensor Flexor

Nm %BW Nm %BW

60°/sec Right
Left

137.36±34.76
123.68±33.84

252.40±42.57
226.82±40.46

84.27±22.97
82.00±21.57

151.40±37.00
151.35±30.47

180°/sec Right
Left

92.36±19.54
87.50±22.33

167.24±25.33
158.89±26.21

64.64±13.92
63.36±15.69

119.71±19.85
116.47±18.10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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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Ipsilateral/bilateral ratio.

Table 3. Results of Wingate test   

Peak power (watt/kg) Mean power (watt/kg) Fatigue index (%)

9.08±0.94 6.37±0.55 51.28±12.72

Values are means and SD.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sokinetic peak torque variables 
and Wingate test     

Variables
Peak power 

(watt/kg)
Mean power 

(watt/kg)
Fatigue index 

(%)

60°/sec Extensor
  

Flexor
  

Right
Left
Right
Left

.444*

.329

.293

.383

.486*

.527*

.236

.459*

.340

.114

.249

.313
180°/sec Extensor

  
Flexor

  

Right
Left
Right
Left

.225

.509*

.291

.462* 

.175

.394

.049

.440*

.606**

.445*

.576*

.437*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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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r=.445, p< .05), 굴근 우측(r=.576, p< .05)과 좌측(r=.437, p< .05)

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논의 

1. 등속성 최대회전력

일반적으로 등속성 운동은 이미 설정된 동일한 각속도 내에서 반복

적인 동적 저항성 운동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22]. 동적 저항성 운

동인 등장성 운동과의 차이점은 운동 시 관성이나 가속성을 피하고 

전 운동 구간에서 각 각도마다 최대 수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근력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3]. 

Ji et al. [24]은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10명과 일반 청소년 축구선

수 10명을 대상으로 60°/sec에서 슬관절의 등속성 최대회전력을 측정

한 결과,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좌, 우측 신근은 각각 196.2 ±

31.2 Nm, 191.7± 26.8 Nm, 좌, 우측 굴근은 각각 99.7±11.6 Nm, 108.4 ±

17.3 Nm이며, 일반 청소년 축구선수는 좌, 우측 신근은 각각 172.3 ±

14.0 Nm, 167.6 ±11.1 Nm, 좌, 우측 굴근은 각각 88.7±13.4 Nm, 91.7±

13.0 Nm로 보고하였다. Lee [25]의 중학교 축구선수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0°/sec에서 슬관절의 좌, 우측 신근은 각각 106.2 ± 20.6 Nm, 

106.6 ± 26.6 Nm, 좌, 우측 굴근은 64.7±15.1 Nm, 59.9 ±13.9 Nm, 180°/

sec에서 슬관절의 좌, 우측 신근은 각각 64.7±14.7 Nm, 67.8 ±17.3 Nm, 

좌, 우측 굴근은 49.3 ±11.0 Nm, 46.7±11.6 Nm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중학교 축구선수의 등속성 회전력은 고등학교 축구선수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선행연구의 중학교 축구선수보다는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중의 차이인 것으로 개인의 근육량은 체

중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등속성 근기능에서 높

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의 참가

자 체중은 55.64 kg으로 선행연구의 중학교 축구선수 41.3 kg보다 높

은 체중의 결과로 사료된다.

축구경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동작들이 다리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경기 시 양발이나 한 발로 신체를 지탱하면서 킥(kick), 점핑

(jumping), 태클(tackle), 턴(turn)과 같은 동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

작에서 슬관절을 중심으로 근력의 불균형은 상해발생의 원인이 되며,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양측 및 동측근력비율에

서 신근의 양측근력비율은 13.68%, 굴근의 양측근력비율은 2.27%, 동

측근력비율은 우측 하지가 62.13%, 좌측 하지가 66.96%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양측근력비율의 평가는 좌, 우측 근력의 차가 ±

10% 이내이면 정상범위이고, ±10-20%의 차이는 잠재적 상해 위험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27]. 동측근력비율은 50-70%로 보고되며 

[28], 50% 미만의 경우 슬굴곡근이 약하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의 손

상이 야기될 수 있으며[29],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퇴사두근이 

약하기 때문에 슬내장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그러

나 Oberg et al. [31]은 축구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동측근력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전문체력훈련으로 신근에서 근력 증가가 높은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축구선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Fowler와 Reilly [32]는 프로축구선수들은 양측근력비율이 

20% 이상일 때 부상의 위험을 보고하였다. 동측근력비율은 Kwak et 

al. [33]이 중학교 축구선수는 64.5%, 고교 축구선수는 47.3%, 대학 축

구선수는 50.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축구선수는 동측

근력비율은 50-70% 범위로 근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양측근력비율에서 굴근은 10% 이내로 정상범위를 나타내

었지만, 신근의 양측근력비율은 상해위험 가능성 범위에 있었다. 따라

서 훈련 프로그램 계획 시 좌측 신근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무산소성 운동능력

축구 경기는 전 ·후반 90분 동안 10 km 내외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생성은 유산소성 대사과정에서 공급이 된다. 그

러나 득점과 실점 순간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무산소성 대사과정으로 

축구경기와 같이 적은 득점과 실점으로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

에서는 무산소성 에너지 생성 및 공급이 더욱 중요하므로 무산소성 운

동능력의 발달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34]. 따

라서 축구에서 무산소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계획 

시 선수 개개인의 무산소성 운동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방법과 훈련 

계획 시 비교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측정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파워를 발휘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35], 무산소

성 운동능력 검사 중 윙게이트 검사(wingate anaerobic test)가 객관적이

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으며, 검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현재에도 

여러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36-38]. 윙게이트 검사 평가항목에

서 최대파워와 평균파워는 근육 내 lactic acid 무산소성 체계의 최대능

력과 무산소성 해당과정의 최대능력에 기인한다는 생체에너지 대사 

이론에 기초하며[27], 측정된 파워커브를 이용하여 최대파워와 평균파

워를 산출하며, 결과 값을 체중 또는 제지방량으로 나누어 상대적으

로 산출된 값(watt/kg)을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평가한다[39]. 피로

지수는 30초 운동 시 최대파워 발생 시점에서 감소되는 최소파워 간 

비율을 통해서 평가되며, 최대파워에서 최소파워로 감소되는 비율이 

낮을수록 피로내성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축구선수와 무산소성 운동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Lee와 Lee [14]는 중학교 축구선수 23명과 고등학교 축구선수 23명을 

대상으로 윙게이트 검사를 통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결과, 중학교 

축구선수의 최대파워는 9.02 ±1.02 watt/kg, 고등학교 축구선수는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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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 watt/kg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4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축

구선수의 최대파워는 9.3 ± 0.9 watt/kg으로 보고하였다. Hwang과 Nho 

[41]는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10명과 일반 청소년 축구선수 10명을 

대상으로 윙게이트 검사를 통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결과, 체중당 

파워는 각각 12.9 ± 2.7 watt/kg, 10.9 ±1.2 watt/kg, 피로도는 40.7± 21.5%, 

53.7 ±19.2%로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ark et al. [13]은 엘리트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최대파워 11.9

±1.4 watt/kg, 평균파워 591.2 ±134.1 watt, 피로지수 42.5 ±8.6%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무산소성 운동능력에서 최대

파워는 같은 연령대의 경우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

등학교 축구선수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피로지수에서 본 연

구는 51.28%로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로지

수는 엘리트 선수의 경우 40% 이하이고, 일반선수의 경우 40-50% 정

도의 수준이 정상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의 경우 우수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내구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성 운동능력 검사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의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

성 운동능력과 검사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무산소성 운동능력에서 최

대파워는 60°/sec의 우측 신근, 180°/sec의 좌측 신근과 굴근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평균파워는 60°/sec의 좌, 우측 신근과 좌측 굴근, 

180°/sec 좌측 굴근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피로지수는 180°/sec의 

모든 변인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Lee와 Lee [14]는 중, 고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등속성 최대회전력

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상관관계에서 중학교 축구선수들은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좌측 굴근과 최대파워(r=.850), 평균파워(r=.867), 우측 

굴근과 최대파워(r =.679), 평균파워(r =.715), 좌측 신근과 최대파워

(r=.679), 평균파워(r=.719), 우측 신근과 최대파워(r=.526), 평균파워

(r=.518)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교 축구선수들

의 경우 중학교 축구선수에 비해 두 측정 간에 변인들은 낮은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체중당 최대파워는 등속성 회전력과 모두 부적상관을 

보고하였다. Ozkan [42]의 연구에서 축구선수들의 60°/sec, 120°/sec, 

300°/sec에서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신근은 무산소성 운동능력검사의 

최대파워, 평균파워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12]은 여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무산소성 운동능력에서 최대파

워와 평균파워는 모든 각속도의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고하였으며, 그러나 체중을 고려한 상대적인 최대 무산소성 파

워는 180°/sec의 신근(r=.424)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Yoo [10]는 고교 조정선수 10명을 대상으로 무산소성 운동능력과 등

속성 최대회전력의 상관관계에서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최대파워는 

60°/sec의 신근 우측(r =.832), 좌측(r =.849), 180°/sec의 신근우측

(r=.845), 좌측(r=.813)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평균파워

는 180°/sec 좌측 굴근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

고하였다. Kang과 Kim [43]의 고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슬관절 등속성 최대회전력의 우측 신근은 무산소성 운동능력

의 최대파워(r=.887), 평균파워(r=.937), 좌측 신근은 최대파워(r=.933), 

평균파워(r=.951)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등속성 최대회전

력의 굴근은 우측에서만 최대파워(r=.915)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각각의 선행연구마다 무산소성 운동능력과 등속성 최대회

전력간의 상관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체

격, 체력 및 훈련 형태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축구선수들은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피로지수

가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산소성 운

동능력과 등속성 최대회전력 간에 부분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

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피로지수와 180°/sec의 

신근과 굴근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학교 축구

선수에게 무산소성 운동능력 향상과 피로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는 데 

등속성 운동은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추후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등속성 운동을 이용한 훈련 프로

그램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남자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등속성 최대회전력과 무산소

성 운동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향상을 

위한 등속성 트레이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최대파워는 60°/sec의 우측 신근, 180°/sec의 좌

측 신근과 굴근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평균파워는 60°/sec의 좌, 우

측 신근과 좌측 굴근, 180°/sec의 좌측 굴근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피로지수는 180°/sec의 모든 변인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양측근력

비율의 신근에서 상해위험의 잠재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180°/sec에서 

등속성 운동을 이용한 트레이닝은 피로도의 내구력 향상을 위한 훈

련 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등속성 근기능을 이용하여 

양측 및 동측근력비율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상해 예방에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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