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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근막이완운동과 스포츠마사지가 남자 대학생의 운동수행력 

및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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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젖산에 대한 연구는 1907년 플레처(Fletcher)와 홉킨스(Hopkins)에 

의해 시작되었고, 실험과정에서 젖산이 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젖산이 근 피로를 유발하는 물

질로써 무산소성 해당과정에 의한 부산물로 인지하였다[2]. 1970년대 

이후 ‘젖산혁명(lactate revolution)’이 제기되었고[3], 이와 관련하여 

Brooks et al. [4]은 lactate shuttle theory를 발표하면서 젖산을 피로물질

이 아닌 에너지원[5]이며, 세포 내의 산증(acidosis)으로부터 근 섬유를 

보호하는 물질로써[6], 포도당이 분해되는 일시적인 상태로[7,8]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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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myofascial release exercise (SMR) and sports massage (SM) 
treatment on exercise performance and fatigue recovery in 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Twelve male college students (23.41±1.24 years, 174.33±6.75 cm, 71.57±9.63 kg, 17.01±6.48% fat) participated in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treatment (SMR or SM) or control (CON). All subjects were per-
formed with 1st treatment (CON, SMR, SM) for 10 minutes in the lower limbs before isokinetic exercise and Wingate test. After 1st 
treatment, Wingate test was performed for 30 seconds after performing isokinetic exercise at 240°/sec left and right 28 times. After iso-
kinetic exercise and Wingate test (All-out), 2nd treatment was performed for 10 minutes. In order to analyze creatine kinase (CK) and 
lactate, blood was collected and measured 9 times in total.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ft and right endurance, maximal power, and total workload of the extension and 
flexor muscles measured by isokinetic exercise.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power (p=.116), maximum 
power (p=.214), fatigue index (p=.236), and total workload (p=.108) during Wingate test. In the case of CK and lactate levels,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reatment (CON, SMR, SM) and interaction effect except over time (p=.000, p=.000 respectively).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seems that fatigue recovery and exercise performance are not affected by self-myopia relaxation 
exercise and sports massage treatment for 10-minute before and afte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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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젖산이 골격근의 마이오카인의 발현을 유

도하는 새로운 마이오카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9]. 이렇듯 젖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젖산 농도의 증가는 

운동강도와 비례하며 인체 산성화를 예측하는 간접지표로써의 활용

성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동으로 유발되는 근육 조직이나 세포 손상은 운동강도와 

운동소요시간 및 운동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0]. 

근 손상은 혈중에 방출되는 근 세포 단백질에 의하여 분석되며, 일반

적으로 크레아틴키나아제(creatine kinase, CK)는 신체 및 근세포의 손

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11]. 

스포츠마사지(sports massage, SM)는 주로 스포츠현장에서 경기 전·

후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피로회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12], 근육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자 특정한 스포츠 부상

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요법이다[13]. 그 효과로서 혈액순환 

촉진, 부종감소, 근 피로회복, 관절가동범위 증가 등이 제안되고 있다

[14]. 하지만 스포츠마사지 처치는 근 피로회복과 관련된 반복적인 운

동수행[15], 고강도 사이클 에르고미터[16], 레그 익스텐션[17] 등의 고

강도 운동 후 대부분 혈중 젖산농도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반면 스포츠마사지 vs. 정적회복 vs. 동적회복[18]을 비교하

는 연구에서는 처치시간[19]에 따라 그리고 최대부하운동[20] 후 혈중 

젖산농도 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스포츠마사지 처치가 혈중젖산농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마사지는 수동적 회복처치이고 개

인마다 근육량과 처치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 회복처치의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1]. 특히, 스포츠마사지는 스스

로 처치하기 어렵고, 경기 전·후에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처치 받기에는 

시간적·경제적 제약이 많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방법이 자가근막이완운동

(self-myofascial release, SMR)이다.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

cine Corrective Exercise Specialist에서 자가근막이완운동은 활성화된 

근섬유를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연성기법이라 정의하였으며

[22], 근막이완운동법의 한 종류로써 임상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근막이완운동을 수행하여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23,24]. 자가근막이완운동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인한 감

정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혈관확장, 근 수축력 증

가, 관절가동범위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25]. 

자가근막이완운동이 근육 이완을 통해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소도구 분류에 따른 폼

롤러[26-29], 롤러[30-32], 볼[33]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 관절가동범위[26,34], 운동수행능력[26,27,29,30] 등 

관련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근막이완운동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기전으로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회복관점에서의 근피로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운동성 피로 유발 후 스포츠마사지

와 자가근막이완운동 회복처치의 직접적 효과 비교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근막이

완운동과 스포츠마사지 처치가 운동수행력과 피로회복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현장에서 적합

하고 효율적인 회복처치방법을 제시하여 선수들의 경기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특별한 질환과 질병이 없는 I시에 소재한 대학교 

남자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참여 전 피험자들에게 위

험요인들과 실험에 대한 목적과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 동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12) Mean±SD Range

Age (year) 23.41±1.24 21.00-25.00
Height (cm) 174.33±6.75 160.00-183.00
Weight (kg) 71.57±9.63 60.00-89.70
BMI (kg/m2) 23.57±3.08 19.60-29.90
Muscle mass (kg) 33.55±3.59 28.00-38.70
Body fat (%) 17.01±6.48 6.10-28.00

Baseline

① ⑦④② ⑧⑤③ ⑨⑥

1st
treatment

2nd
treatment

Recovery
(5 min)

Recovery
(10 min)

240 /̊sec left/right 28 rep., respectively

Blood sampling (①, ④: from vein)

Treatment (Control, Sports Massage or SMR)
Exhausted exercise (Isokinetic or Wingate)

Recovery (5, 10, 15, 30 minutes)

Recovery
(15 min)

Recovery
(30 min)

Isokinetic
Treatment*

Wingate 

Test (30 sec)

Fig. 1.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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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구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I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161025-1A)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12명을 대상으로 3집단(CON, SMR, SM)의 처치를 1주일 

간격으로 3회 반복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을 실시하였다. 이월 효과(carry over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 

교차방법으로 처치 집단별 4명씩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피

험자들을 대상으로 1차 처치(CON, SMR, SM)를 하지부위에 10분간 처

치하였다. 1차 처치 후 등속성 운동 240°/sec 좌우 28회씩 실시한 후 30

초간 윙게이트 테스트(Wingat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최대 운동 

상태(All-out)를 유도한 후, 2차 처치를 10분간 실시하였다. CK를 분석

하기 위하여 안정시, 2차 처치 직후 채혈하였다. 혈중젖산농도 및 기타

변인을 총 9회에 걸쳐 채취 및 측정하였다(안정 시, 1차 처치 후, 등속성 

운동 후, 윙게이트 테스트 후, 2차 처치 후, 회복기 5분, 회복기 10분, 회

복기 15분, 회복기 30분) (Fig. 1).

3. 측정 방법

1) 사전검사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의 현재 신체조성과 근기능 능력을 파악하기 위

하여 체성분 분석기(Inbody 620, Inbody Co., Korea)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 가벼운 복장으로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 팔을 벌리고 편안하게 정면

을 응시한 채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2) 자가근막이완운동 처치

본 실험에 사용할 자가근막이완운동법은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 (NASM)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22]. 롤러는 

910 mm ×150 mm로 된 원형 폼롤러(EVA Foam roller, AZUNI Co., 

Taiwan)를 사용하였으며, 처치 부위는 Fig. 2와 같다.

3) 스포츠마사지 처치

스포츠마사지 처치는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Region: Gsstrocnemius/Solues
Treatment: left/right 90 sec 
 (total 3 min)

Region: Hamstring
Treatment: left/right 60 sec 
 (total 2 min)

Region: Iliotibial band
Treatment: left/right 90 sec 
 (total 3 min)

Region: Tensor Fascia Latae
Treatment: left/right 60 sec
 (total 2 min)

Fig. 2. Self-myofascial release treatment (total 10 minutes treatment). Fig. 3. Sports massage treatment.

Region: Gsstrocnemius/Solues
Treatment: left/right 90 sec 
 (total 3 min)

R egion: Biceps Femoris Long 
Head

Treatment: left/right 60 sec 
 (total 2 min)

R egion: Biceps Femoris Short 
Head

Treatment: left/right 90 sec 
 (total 3 min)

Region: Tensor Fascia Latae
Treatment: left/right 60 sec 
 (total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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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10분씩 처치하였다. 전문가가 수기로 엎드린 상태에서 표면 후

방선, 외측선, 나선형선, 후방기능선을 마사지하였다. 처치 부위는 Fig. 

3과 같다.

4) 등속성 운동 테스트

등속성 근력 측정 장비(Cybex Norm TMC & Humac, CSMi Medical 

Solution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위별 자세와 측정 장비의 

세팅이 완료되면 선수들에게 측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후 몇 번

의 연습을 실시한 후 측정하였다. 각근력은 각속도 240°/sec 좌 ·우 각

각 28회씩 측정하여 근지구력, 최대파워, 총일량을 산출하였다.

5) 윙게이트 테스트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피험자 체중의 0.075 kp/kg 부하의 저

항을 이용하여, 2분간 50 rpm으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1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작신호와 함께 30초간 최대 운동 상태를 유도하였다. 이 테스

트를 통해 최대파워, 평균파워, 피로지수, 총일량 등을 산출하였다[35,36].

6) 혈중젖산농도

혈중젖산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회(안정 시, 1차 처치 후, 등속

성 운동 후, 윙게이트 테스트 후, 2차 처치 후, 회복기 5분, 회복기 10분, 

회복기 15분, 회복기 30분) finger tip방법으로 혈액을 수집하여 자동젖

산 분석기(YSI 1500-L, YSI,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 CK 

정맥채혈을 통하여 UV assay방법으로 실험설계 기준 총 2회(안정시, 

2차 처치 직후)에 걸쳐 혈액을 채혈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CK 전용시약

을 이용하여 Cobas C702 (Roche, German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피험자의 나이, 신체조성 및 운동관련 

변인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

였다. 둘째, 처치별(CON vs. SMR vs. SM) 등속성 운동, 윙게이트 테스

트 관찰변인들을 one-way repeated measured ANOVA를 이용하여 차

이를 검정하였다. 셋째, 처치별 혈중젖산농도 및 CK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two-way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실시하였다. 처치에 

따른 측정변인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사후검사로 시기간은 종

속 t-test와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한 일원변량 반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은 독립 t-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속성운동과 윙게이트 운동

의 처치 전후 각각 1차와 2차(CON, SM, SMR) 처치를 실시하였고, 이

때 혈중 젖산과 CK의 농도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

가근막이완운동과 스포츠마사지가 운동수행력과 피로회복 및 근손

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경기력 향상과 피로회

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Table 2. Comparison of isokinetic exercise test variables between groups                        (Unit: Nm) 

Variable Treatment Position Right Left F p

Muscle endurance CON
SMR
SM

EX
69.66±6.56
68.66±5.44
66.16±4.50

66.41±5.10
66.58±5.35
65.91±5.19

R: 1.316
L: .099

R: .289
L: .907

CON
SMR
SM

FL
75.16±6.67
75.33±8.16
72.83±7.23

74.41±4.64
74.33±6.77
76.33±5.48

R: .470
L: .575

R: 631
L: .571

Peak torque CON
SMR
SM

EX
114.41±16.26
117.91±17.42
116.66±18.98

115.66±14.00
118.75±17.76
118.66±18.49

R: .558
L: .790

R: .580
L: .466

CON
SMR
SM

FL
85.75±13.27
89.16±19.46
88.58±14.67

86.91±14.49
91.66±19.30
88.25±15.73

R: .399
L: .810

R: .676
L: .458

Total work CON
SMR
SM

EX
2,901.16±473.33
2,965.00±406.42
2,902.50±490.04

2,919.33±407.56
3,176.58±623.13
2,978.91±508.28

R: .228
L: 2.397

R: .798
L: .114

CON
SMR
SM

FL
2,585.41±376.57
2,677.33±451.82
2,513.00±334.10

2,546.66±331.12
2,639.50±550.48
2,470.33±311.68

R: 1.064
L: .801

R: .362
L: .462

CON, non-treatment; SMR, self-myofascial release; SM, sports massage; R, right; L,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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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속성 운동 테스트

처치별 운동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등속성 운동 테스트를 실시

하여 근지구력, 최대파워, 총일량을 분석하였다(Table 2). 

신전시 좌우 처치 간(CON, SMR, SM) 근지구력(Right: p=.289, Left: 

p=.907), 최대파워(Right: p=.580, Left: p=.466), 총일량(Right: p=.798, 

Left: p=.36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굴근시 좌우 처치 간(무처치, 

자가근막이완운동, 스포츠마사지) 근지구력(Right: p =.631, Left: 

p=.571), 최대파워(Right: p=.676, Left: p=.458), 총일량(Right: p=.362, 

Left: p=.46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신전 및 굴근의 좌우 근지

구력, 최대파워, 총일량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윙게이트 테스트

처치별 운동수행력의 측정과 피로유발을 유도하기 위해 30초간 최

대 노력(all-out)으로 윙게이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처

치별 평균파워(p=.116), 최대파워(p=.214), 피로지수(p=.236), 총일량

(p=.108)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각 처치별 비교하

였을 때 모두 유사한 피로가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Table 3).

3. CK

처치별 안정시, 2차 처치 직후 2회에 걸쳐 정맥혈로부터 혈액을 수집

하여 CK를 분석하였다. Fig. 4는 처치별 처치 간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

로 처치, 처치×시기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기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4. 혈중젖산농도

처치별 혈중젖산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안정 시, 1차 처치 직후, 등속

Table 3. Comparison of Wingate test variables between groups                 (Unit: Watt/kg) 

Variable Treatment Mean±SE F p

Mean power CON
SMR
SM

450.38±17.14
451.94±15.30
440.05±17.68

TR: 2.381 .116

Peak power CON
SMR
SM

594.54±92.82
609.00±89.25
593.74±86.94

TR: 1.655 .214

Fatigue index CON
SMR
SM

34.31±6.27
35.54±8.70
37.45±4.89

TR: 1.541 .236

Total work CON
SMR
SM

1,385.26±182.24
1,389.62±162.68
1,352.80±188.15

TR: 2.461 .108

CON, non-treatment; SMR, self-myofascial release; SM, sports massage; TR, treatment.

Fig. 5. Comparison of lactate concentration over time points in treatments. 
CON, non-treatment; SMR, self-myofascial release; SM, sports massage; 1st 
TR, first treatment; IAI, immediately after isokinetic exercise; IAW, immedi-
ately after Wingate test; 2nd TR, second treatment; Rec, recovery. 
Within-treatment analyses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of time on the 
blood lactate levels (p<.001) but no significant group (CON vs. SMR vs. SM, 
p=.644) and interaction (TR ×T, p=.894) effect.
TR, treatment effect; T, time effect; TR ×T, interaction effect of treatment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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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직후, 윙게이트 직후, 2차 처치 직후, 회복기 5분, 회복기 10분, 회복

기 15분, 회복기 30분 총 9회 채혈하여 혈중젖산농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처치별 처치 간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로 처치, 처치×시기 상호

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0).

논 의

본 연구는 질환이 없는 남자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휴식

을 취하고 10분간 1차 처치(CON, SMR, SM)를 받게 한 뒤 운동수행력 

및 근 손상, 혈중젖산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등속성 운동, 윙게이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윙게이트 테스트 직후 2차 처치(CON, SMR, 

SM)를 실시한 후 회복기의 혈중젖산농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회복기 5

분, 10분, 15분, 30분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자가근막이완운동과 스

포츠마사지가 운동수행력과 피로물질 및 근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1. 각 처치별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수행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

속성 운동의 신전, 굴곡의 각각 근지구력과 최대파워를 그리고 윙게이

트 테스트에서는 평균파워, 최대파워, 피로지수를 비교하였으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inderoth [37]의 연구결과에서는 하지부위의 동적스트레칭과 폼롤

러 처치가 20 m 스프린트의 운동수행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Su et al. [38]의 연구에서도 폼롤링, 동적스트레칭, 정적스트레칭 후 

등속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하지 유연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하

지 근력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윙게이트 테스트 후 스포츠마사지 처치시간[39], 처치종류[40]에 따른 

운동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처치 간 운동수

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반면, 본 연구

결과와 달리 Peacock et al. [41]에 의하면 동적스트레칭과 자가근막이

완운동의 처치 비교에서 자가근막이완운동 처치 시 파워, 민첩성, 근

력 및 스피드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등속성 

운동 전에 실시한 스포츠마사지가 운동수행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42].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가근막이완운동 및 스

포츠마사지 처치의 부위, 소요시간, 소도구 종류의 차이로 기인한 것

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MacDonald et al. [26]의 경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퇴사두근 부위에 폼롤링을 2세트(세트당 1분씩, 30초 휴

식)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절가동범위는 향상되었지만 대퇴사두근

의 근력발현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반면 Halperin et al. [31]의 경우 취미

로 운동을 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처치 없이 정적 스트레

칭과 자가근막이완운동을 30초씩 3세트를 실시하여 발목 관절가동범

위(range of motion, ROM), 최대수의적수축(maximum voluntary con-

traction, MVC), 밸런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절가동범위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가근막이완운동처치에서 근력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운동처치 전 운

동수행력 관찰을 위해 자가근막이완운동과 스포츠마사지를 실시하

였고, 운동처치 직후 피로회복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가근막이완운동

과 스포츠마사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설계의 차이가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기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스포츠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가근막이완운동의 생리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한 운동종목

의 운동수행력을 고려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각 처치별 근 손상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근 손상 지표인 CK를 관찰하기 위해 안정 시와 운동종

료 후 10분간의 2차 처치 직후 두번째 정맥채혈을 실시하였다. 각 처치

(CON, SMR, SM)에 따른 처치 간(p=.731), 처치×시기간(p=.800)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 사후검정결과(종속 t-test), 3집단 모두 안정 시에 비해 운동

종료 후 2차 처치 직후 모두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달리 Cha et al. [43]의 장시간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근 피로 회복요법으로 아로마법, 냉요법, 마사지요법을 비교하는 연구

에서는 마사지요법이 혈중젖산농도와 CK의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효

과적인 요법으로 보고하였다. Lee와 Lee [44], Um [45]의 연구에서도 마

사지 처치집단이 비마사지 처치집단에 비해 혈중 CK 활성도의 감소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Smith et al. [46]도 마사지가 편심성 수축운동 후 

CK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처치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Evasn & Joseph 

[47]는 운동수행 후 자가근막이완운동이 근손상을 줄여준다고 제안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근 활동 시 일어나게 되는 

근 통증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에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고, 근

육에서 파생된 CK의 혈장 활성도 또한 운동 후 즉시 증가되어지지 않

고 운동 후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에서 최대치에 도달하기 때문일 수 

있다[48]. 즉,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CK의 채혈시기를 2차 처

치 직후 실시하였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운동 후 최소 6시간 이후에 채

혈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3. 각 처치별 혈중젖산농도 차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처치, 자가근막이완운동 처치, 스포츠마사

지 처치 간의 혈중젖산농도에서는 처치 간(p =.644)과 처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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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94)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사후검정(one-way repeated measure ANO-

VA with Bonferroni correction) 결과, 세 집단 모두 동일한 시기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Hemmings et al. [15]은 복싱 에르고미터를 실시한 후 마사지와 수동

적 휴식을 각각 실시하여 비교하였을 때 혈중젖산농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bertson et al. [49]과 Ogai et al. [50]

은 마사지가 고강도 사이클 에르고미터 운동 후 혈중젖산농도에 유의

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의 혈중

젖산농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반면에 Pearcey et 

al. [5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가근막이완운동은 혈류속도를 증가시

켜 혈중젖산농도뿐만 아니라 부종을 감소시키며 근육으로의 산소공

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Wiltshire et al. [52]의 연구에서도 운동

수행 후 마사지를 실시하였을 때 젖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가근막이완운동 및 스

포츠마사지 처치의 처치시간, 운동처치의 강도 차이, 피험자의 특성(연

령, 선수 또는 일반인)으로 사료된다. 특히, 젖산의 반감기(a half-life) 와 

관련하여 피험자를 탈진상태로 유도하여 혈중젖산농도를 상당히 높

은 수준으로 증가 시킨 후 10분간의 일회성 처치로 빠른 시간 내(30분

이내)에 혈중젖산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가근막이완운동, 스포츠마사지 처

치는 등속성 운동의 근지구력, 최대파워를 포함한 윙게이트 테스트 변

인인 평균파워, 최대파워, 피로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

다. 또한 근손상 지표인 CK와 혈중젖산농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운동전·후 각각 10분 정도의 자가근막이

완운동과 스포츠마사지 처치는 운동수행력을 포함한 30분 이내의 즉

각적인 피로감소 및 피로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처치시간, 운동강도 재설정 및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하여 실험설계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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