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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등속성 근력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진정두¹, 이호성²
¹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의학과, ²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운동의과학과

Effects of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on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Dynamic Balance in Youth Soccer Players
Jeong-Doo Jin¹, Ho-Seong Lee²
¹Department of Sports Medicine, Graduate School of Sports Science, Dankook University, Cheonan; ²Department of Kinesiologic Medical Science, Graduat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on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dynamic balance in youth soccer players.
METHODS: Fourteen youth soccer players were divided into long fascicle length group (LFG, n=7) and short fascicle length group
(SFG, n=7) by fascicle length of vastus lateralis muscle using ultrasound imaging. And measurements of muscle thickness, fascicle pennation angle, and physiological cross-sectional area were taken at the same location. Additionally, maximal isokinetic strength of knee
extensors was assessed at 60°/sec and 120°/sec and a Y-balance test was completed.
RESULTS: Fascicle length and ratio of fascicle length/lower limb length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LFG than that in SFG (p<.001).
Fascicle pennation angle (p<.01) and physiological cross-sectional area (p<.05)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SFG than that in LFG. The
isokinetic maximal strength of knee extensors at 120°/sec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SFG than that in LFG (p<.05). The composite
score of Y-balance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SFG than that in LFG (p<.05).
CONCLUSIONS: Our results show differences i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vastus lateralis. Further, the maximal isokinetic
strength of knee extensors at 120°/sec and the ability of dynamic balance were greater in short vastus lateralis fascicle length of youth
soccer players.
Key words: Vastus lateralis, Fascicle length, Isokinetic strength, Dynamic balance, Youth soccer players

서 론

근력운동을 실시한 후에 초음파 영상(ultrasound imaging)을 통해 근
육의 두께를 분석한 결과, 내측광근(vastus medialis)의 두께가 현저하

근육의 두께(muscle thickness),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CSA) 및

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 Kubo et al. [2]은 남자 프로축구선

근속 각도(pennation angle) 등의 근육의 구조적 특성과 축구 등의 종

수와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주측 하지(dominant leg) 및 비주측

목 특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우수 청소년 남자 축구

하지(non-dominant leg)의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슬와부근

선수를 대상으로 4-15 RM의 2-4세트, 주 3회의 8주간에 걸쳐서 하지

육(hamstring muscles) 및 내전근(adductor muscles)의 CSA를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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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으로 각각 비교한 결과, 양측

특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3]. 하지만 성장기의

하지의 CSA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Ma-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 특히 근속 길

suda et al. [3]의 연구에서도 대학 축구선수의 주측 및 비주측 하지의

이에 따라 등속성 근력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대퇴사두근, 슬와부근육, 내전근, 대둔근(gluteus maximus) 및 장요근

이다. 아울러 축구선수는 주로 외발 자세(unipedal posture)로 슈팅 및

(iliopsoas)의 CSA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

패스 등의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편측 하지의 균형 능력이 중요하며

고하였다. 하지만 Kearns et al. [4]은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주측

[14], 일반인과 비교하여 편측 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높다고

및 비주측 비복근 내측두(medial gastrocnemius)의 근육 두께를 분석

보고되고 있다[15]. 특히, 성장기 축구선수는 경기 중에 움직임에 따른

한 결과, 비주측과 비교해서 주측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

자세 조절(postural control)과 신경근 조절(neuromuscular control) 등

서, 주측 다리의 근속 길이(fascicle length)도 길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의 동적 균형(dynamic balance)이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에 매우 중

였다. 또한 성인 축구선수와 유소년 축구선수의 대퇴근육의 CSA를 분

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유소년 축

석한 결과, 대퇴사두근 CSA의 비율은 성인 축구선수와 비교해서 유소

구선수를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에 따라 동적 균형에 어떠한

년 축구선수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슬와부근육과 내전근 CSA의 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소년 축

율은 유소년 축구선수와 비교해서 성인 축구선수에서 보다 높게 나타

구선수를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에 따라 등속성 근력 및 동적

났다고 보고하였다[5,6]. 따라서 축구 훈련은 슬와부근육과 내전근의

균형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장을 보다 발달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골격근의 근속 길이는 근육의 천건막(superficial aponeurosis)
과 심건막(deep aponeurosis) 사이에 근속(muscle fascicle)이 교차하는
길이로 근육의 최고단축속도(maximal shortening velocity)와 관련이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있으며[7], 유소년 축구선수의 외측광근(vastus lateralis)은 슈팅 시 장

이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 소재 C축구센터 유소년 축구 클럽에 참

요근과 함께 최고 구속(maximal ball velocity)을 결정하는 근육이기 때

가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축구 경력이 1일 2시간, 주 5회 및 1

문에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는 슈팅 능력을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축구선수 14명을 선정한 후 초음파 영상을 통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속 길이는 신장성 운동(eccentric exercise)에

해 측정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를 기준으로 상위 50%의 근속 길이가

의해 근섬유가 신장(stretch)하여 직렬 근절(sarcomere in series)이 증가

긴 집단(longer fascicle length group, LFG; n=7) 및 하위 50%의 근속 길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8], 근속 각도는 근육의 해부학적 단면적(ana-

이가 짧은 집단(shorter fascicle length group, SFG; n =7)으로 분류하였

tomical CSA), 즉 근속 각도가 작을수록 수축 속도가 빨라져서 힘 전

다[3]. 모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

달(force transmission)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Baroni

한 후 참가 동의를 얻었다. 실험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력 상태를 확인

et al. [10]은 남자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등속성 동력계(isokinetic dy-

하여 실험 진행에 제한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namometer)를 이용하여 12주간의 슬관절 신전근의 신장성 운동(knee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tensor eccentric training)을 실시한 후에 외측광근과 대퇴직근(rectus
femoris)의 구조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관찰한 결과, 근육 두께

2. 연구 절차

는 약 7-10% 정도, 근속 길이는 약 17-19%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근육 두

타났으나, 근속 각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근육의 구

께, 근속 각도 및 근속 길이), 등속성 근력 및 동적 균형을 다음과 같은

조적 특성과 등속성 근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24명

순서로 측정하였다. 먼저, 1일차에는 신체 조성을 측정한 후 초음파를

의 남자 대학 운동선수의 요근(psoas muscles)의 단면적 크기가 각속도

이용하여 외측광근의 두께와 근속 각도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근속 길

240°/sec에서 고관절 굴곡 근력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

이는 삼각형 빗변 공식{Fascicle length =Muscle thickness/Sin (Penna-

고하였다[11]. Reeves & Narici [12]는 남녀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전경골

tion angle)}을 사용하였다. 7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2일차에는 등속

근(tibialis anterior)의 구조적 특성과 등속성 단축성 근력(isokinetic

성 근력(60°/sec, 120°/sec)을 측정하였고, 재차 7일간의 휴식 후에 3일차

concentric strength)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근속 길이가 길수록 각

에는 동적 균형(Y-Balance) 및 하지 길이를 측정하였다.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근속 각도가 클수록 각속도는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균일한 근육의 구조적 특성 및 대퇴의 얕은 부분에 위
치하고 있는 외측광근은 초음파 영상 측정이 용이하여 근육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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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은 체성분 측정기(Inbody 770, Korea)를 사용하여 체중,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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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roup (n)

Height (cm)

Weight (kg)

BFP (%)

SMM (kg)

BMI (kg/m2)

Fascicle length (cm)

LFG (7)
SFG (7)

153.19±4.02
149.69±6.17

44.19±6.43
46.06±7.71

16.31 ± 3.75
19.70 ± 4.89

19.79 ± 2.17
19.97 ± 3.52

18.76 ± 2.02
20.46 ± 2.24

7.40 ± 0.72
5.15 ± 0.29

Values are means and SD.
BFP, Body fat percent; SMM, Skeletal muscle mass; BMI, Body mass index.

Superficial aponeurosis Muscle fascicle

SA

Fascicle length

MT

DA

FL

PA

A

Deep aponeurosis

Muscle thickness

Pennation angle

B

Fig. 1.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vastus lateralis at full extension of knee joint. (A) Ultrasound image in sagittal plane using linear array transducer Bmode 5 MHz, SA: superficial aponeurosis, DA: deep aponeurosis, FL: fascicle length, PA: pennation angle (θ), MT: muscle thickness. The arrowless yellow
line indicates partial muscle fascicle. (B) Mimetic diagram of ultrasound image. The dotted lines indicate muscle fascicles.

지방률, 골격근량 및 신체질량지수를 측정 및 산출하였다. 대상자는

5. 근육의 구조적 특성

간편한 복장으로 전해질 티슈를 이용하여 손바닥과 발바닥을 깨끗이

이 연구에서 의료영상정보저장 소프트웨어 내의 측정 프로그램을

닦은 후 발 전극을 정확히 밟고, 손 전극을 쥔 후 겨드랑이가 닿지 않

이용하여 초음파 영상으로 촬영한 외측광근의 두께와 근속 각도를

게 양팔을 30° 정도 넓힌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

측정하였다. 근속 길이는 근속이 천건막에서 심건막까지 교차한 거리

하기 위해 측정 4시간 이전에 식사 및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였고 측정

이며, 근육 두께는 근육의 천건막과 심건막 사이의 수직거리이다. 근속

12시간 내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제한하였다.

각도는 근속이 심건막에 닿는 각도로 정의하였다(Fig. 1).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대부분 탐촉자의 가로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4. 초음파 영상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Ema et al. [20]은 선형 외삽법(linear ex-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은 초음파 영상 시스템(EPIQ 7G, Philips,

trapolation)을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Alegre et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실험대상자가 측정 침대에 바로

al. [21]의 삼각함수법을 이용하여 근속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공식

누운 상태(supine position)에서 무릎을 해부학적 자세(0°)로 만든 후

은 다음과 같다.

외측광근의 초음파 영상을 촬영하였다[17]. 실험 전에는 알코올 솜으

Fascicle length=Muscle thickness/Sin (Pennation angle)

로 피부 위를 소독한 후 잉크 펜으로 근육의 위치를 피부에 표시하였
으며, 외측광근은 대퇴골 대전자(greater trochanter of femur)와 대퇴골

근육의 단면적에는 해부학적 및 생리적 단면적(physiological CSA,

외측상과염(lateral epicondyle of femur) 사이 거리의 먼쪽 30% 지점에

PCSA)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탐촉자의 가로 길이의 제한

서 측정하였다. B-mode 5 MHz 선형탐촉자(linear-array transducer)에

으로 인해 해부학적 단면적을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선행연구에서

투과젤(Aquasonic® 100, Parker Laboratories, Fairfield, NJ, USA)을 발라

사용된 생리적 단면적의 지표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공식은 다음

서 피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초음파가 피부층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과 같다[22].

하였다[18]. 탐촉자를 피부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근육의 시상면

PCSA Index=Muscle thickness²/Fascicle length

(sagittal plane) 및 횡단면(transverse plane)의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
였다[19]. 저장된 초음파 영상은 의료영상정보저장 소프트웨어(ViewRex,

근속은 대부분 직선 형태였으나 형태에 따라서 완만한 곡선(fascicle

TechHeim,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근육 두께 및 근속

curvature)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곡선의 길이 중 직선

각도는 시스템에 내재된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에 가까운 부분에 접선(tangent line)을 형성하여 그 접선이 심건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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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는 근속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vastus lateralis
Variables

6. 등속성 근력
이 연구에서 등속성 근력은 등속성 장비(Primus RS, BTE Tech, USA)
를 사용하였으며, 수축 모드(concentric mode)로 주측 하지 슬관절 신
전근의 근력을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실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동력
계는 지면과 평행하게 하여 회전축과 대퇴골 외측상과염(lateral epicondyle of femur)을 일치시켰으며, 어댑터의 조정 축 거리를 비골(fibula)과 일치하게 조정한 후 가동범위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부하 각속
도는 60°/sec에서 3회, 120°/sec에서 3회 중 최대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
였다[23,24]. 1회 측정 시마다 1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다음
각속도를 측정하기 전 3분간 휴식을 취하였다[23]. 실험대상자의 최대
등속성 근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등속성 운동 시 연구자의 성량을 크

LFG

Table 3. Difference of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gular velocity
60 (°/sec)
120 (°/sec)

LFG (Nm)

Table 4. Difference of dynamic balance

가쪽(posterolateral)의 3가지 방향의 측정값을 종합점수(composite score)
로 산출하였다. 동적 균형은 방향마다 2회를 실시 후에 최댓값을 기록
하였으며, 균형을 잃어서 발이 바닥에 닿거나 시작 자세로 돌아오지

p

-1.815
-2.211

.095
.047*

LFG

SFG

t

p

49.81 ± 5.91
65.94 ± 4.85
62.56 ± 6.50
73.89 ± 5.55

52.40 ± 7.77
69.14 ± 4.96
64.84 ± 5.85
81.01 ± 3.83

-.701
-1.220
-.692
-2.795

.497
.246
.502
.016*

Direction
Anterior (cm)
Posteromedial (cm)
Posterolateral (cm)
Composite score

t

SFG (Nm)

545.44 ± 75.17 638.77 ± 113.43
440.21 ± 100.50 569.56 ± 117.74

7. 동적 균형

면서 주측 하지가 이동한 앞쪽(anterior), 뒤안쪽(posteromedial) 및 뒤

.000***
.000***
.767
.697
.001**
.043*

Values are means and SD.
LLL, Lower limb length; PCSA, Physiological cross-sectional area.
*p< .05, **p< .01, ***p< .001.

Values are means and SD.
*p< .05.

FM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비주측 하지 발로 균형을 유지하

p

Fascicle length (cm)
7.40 ± 0.72 5.15 ± 0.29 7.672
Fascicle length/LLL (%)
9.18 ± 0.71 6.68 ± 0.23 8.879
Muscle thickness (cm)
2.01 ± 0.24 1.97 ± 0.25
.303
Muscle thickness/LLL (%) 2.49 ± 0.29 2.55 ± 0.26 -.398
Fascicle angle (°)
15.91 ± 2.77 22.50 ± 2.72 -4.488
PCSA (index)
0.56 ± 0.15 0.76 ± 0.18 -2.265

게 하여 청각적 자극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동적 균형은 동적 균형 측정 키트(Y-Balance Test Kit,

t

SFG

Values are means and SD.
*p< .05.

못하는 경우는 실패로 판단하여 재측정을 실행하였다. 또한, 3가지 방
향에서 측정된 기록의 합을 측정 하지 길이에 3을 곱한 값으로 나눈

생리적 단면적(p <.05)은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

후 100을 곱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으며[25], 하지 길이는 대상자가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육 두께 및 근육 두께/하지 길이의 비율은 집

실험 침대 위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실험용 줄자를 이용하여 전상장

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에서 비골 내과(medial malleolus of tibia)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26].

2. 등속성 근력
등속성 근력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속도 120°/sec

8. 자료 처리

의 슬관절 신전 동작에서 등속성 근력은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

이 연구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Ver. 25.0 (SPSS Inc., Chi-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하지만 각속도 60°/sec의 슬관절

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연구 가설을 통

신전 동작에서 등속성 근력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계학적으로 검정 및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

나타나지 않았다.

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동적 균형

연구 결과
1.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외측광근의

동적 균형의 차이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동적 균형의 종합
점수는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05). 하지만 모든 방향의 점수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속 길이 및 근속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
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또한, 근속 각도(p <.0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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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하였으며[21], Brechue & Abe [33]는 20명의 성인 남자 운동선수의 외측
광근의 근속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은 평균 17.00-21.00%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등속성

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근속 길이/

근력 및 동적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외측광

하지 길이의 비율은 SFG (평균 6.68%)와 비교해서 LFG (평균 9.18%)에

근의 근속 길이 및 근속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은 근속 길이가 긴 집단

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소년 축구선수는 근속

(LFG)에서, 반면에 근속 각도 및 생리적 단면적은 근속 길이가 짧은 집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이 현재보다 약 2-3배 정도 발달할 가능성이 있

단(SFG)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속도 120°/sec의 슬

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 신전 동작에서 등속성 근력과 동적 균형의 종합 점수는 LFG와

Abe et al. [28]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 두께는 천건막과 심건막 사이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소

의 수직 거리로서 근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성인의 근육 크기

년 축구선수는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및 하지 길이와 유의한 경향의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근속 길이와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짧은 집단의 유소년 축구선수는 등속성 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comb et al. [31]은

력 및 동적 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남녀 유소년 운동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두께를 분석한 결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골격근의 구조적 특성은 근육의 기능을 결

과, 평균 2.08 cm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외측광근의 두께는 성인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4]. 일반적으로 근속 길이는 근속이 천건막에

의 하지 근력 및 파워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측

서 심건막까지 교차한 거리로 직렬 근절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광근의 두께는 LFG에서 평균 2.01 cm 및 SFG에서 평균 1.97 cm로 집

며, 근절의 이동 범위가 3.65μm 보다 커지면 액틴(actin)과 미오신(myo-

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Alegre

sin)은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근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고, 근절이 비정

et al. [21]은 성인 남녀 62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두께를 분석한 결

상적으로 신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렬 근절 수가 증가하며[27], 근단

과, 남자에서 평균 2.30 cm로 나타났으며, Reeves et al. [8]은 성인 남녀

축 속도 및 힘 생성(power output)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9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두께를 분석한 결과, 1.80 cm로 나타났다

있다[4].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소년 축구선수의 비복근 내측두의 근

고 보고하였다. Zaras et al. [34]은 폭발적인 근력운동을 한 집단만이

속 길이가 비주측과 비교해서 주측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

외측광근의 두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Spineti et al. [1]은 20

속 길이는 훈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28], 저항 운

세 이하의 남자 청소년 축구선수 22명을 대상으로 복합 운동을 실시

동에 의해 근육의 유의한 구조적 적응 현상은 약 12주 정도가 걸리는

한 결과, 외측광근의 두께는 운동 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것으로 보고하였다[29]. 또한, 하지 근육의 근속 길이는 우수 마라톤

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소년 축구선수의 외측광근의 두께는 성

선수와 비교해서 우수 단거리 육상 선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 및 훈련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 보고하였으며[28], Fukutani & Kurihara [30]는 16명의 국가대표 급

Alegre et al. [21]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 두께/하지 길이의 비율은 근

운동선수와 11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를 분석

육 크기의 상대적 값이라고 하면서, 성인 남녀 62명을 대상으로 외측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Abe et al.

광근 두께/하지 길이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평균 6.00%로 나

[28]은 단거리 육상 선수는 훈련 등의 외적 환경 인자(environmental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측광근 두께/하지 길이의 비율은

factor)보다는 유전적 인자(genetic factor)가 보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

LFG에서 평균 2.49% 및 SFG에서 평균 2.55%로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

고 보고하였다. Secobm et al. [31]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연령 14.80세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의 남녀 유소년 운동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유소년 축구선수는 외측광근 두께/하지 길이의

분석한 결과, 평균 7.14 cm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

비율이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 축구선수의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는 SFG (평균 5.15 cm)와 비교

한편, 근속 각도는 근속이 심건막에 닿는 각도이며, 근속 각도가 커

해서 LFG (평균 7.40 cm)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질수록 힘 전달의 효율(efficiency)이 저하한다고 보고하였다[35]. 또한,

에서 유소년 축구선수는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근속 각도의 증가는 근비대(muscle hypertrophy)와 관련이 있으며, 건

사실을 확인하였다.

막(tendon aponeurosis)을 따라 수축 성분(contractile material)을 많이

일반적으로 근속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의 상대적인 값은 근속 길이

포함하고, 병렬 근속 수가 증가하여[8] 동일한 근육량을 가진 힘줄에

의 상대적인 발달 정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32]. 선

더 큰 벡터 힘(vector force)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Reeves

행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녀 62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

et al. [8]은 성인을 대상으로 단축성 수축운동 및 신장성 수축운동을

하지 길이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평균 22.00%로 나타났다고

실시하여 근속 각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근속 각도는 신장성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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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비교해서 단축성 수축운동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urkholder et al. [38]은 실험용 생쥐 후지 근

하면서, 신장성 수축운동에 가한 기계적 스트레스(mechanical stress)

육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속 길이가 감소할수록 근력이 증

의 절대량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축성 수축운동에서 근속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Reeves et al. [8]은 성인을 대상으로 5 RM의 2

각도가 증가한 것은 병렬 근속의 증가로 인해 대사 스트레스(metabol-

세트, 주 3회의 14주에 걸쳐서 슬관절 신전근의 등속성 신장성 수축운

ic stress)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녀 유소년

동(isokinetic eccentric contraction exercise) 및 등속성 단축성 수축운

운동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근속 각도를 분석한 결과, 평

동(isokinetic concentric contraction exercise)이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

균 17.27°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 근력(maximal muscle force)의 생성

및 등속성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속 길이는 운동 전과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1]. 이 연구에서 근속 각도는 LFG

비교해서 운동 후에 약 20%와 약 8% 정도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평균 15.91°)과 비교해서 SFG (평균 22.50°)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으며, 등속성 신장성 근력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후에 각속도에

나타났다. Kumagai et al. [37]은 운동 수행력의 변화는 근속 길이의 증

따라 약 9-17% 정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등속성 단축성 근력은

가 및 근속 각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각기 다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후에 각속도에 따라 약 22-27% 정도 유의하

른 저항성 운동에 의해 근육의 형태가 변화하여 긴 근속 길이를 가진

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속성 신장성 수축운동은 저

근육은 근단축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짧은 근속 길이를 가진 근육은

항이 근섬유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주어 신장시키고, 직렬 근절이 추가

생리적 단면적도 크기 때문에 보다 큰 근력을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되는 근원성 반응(myogenic response)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8]. 이

[31]. 따라서 유소년 축구선수의 외측광근의 근속 각도는 근속 길이와

연구에서 각속도 120°/sec의 슬관절 신전근에서 등속성 근력은 LFG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440.21 Nm)와 비교해서 SFG (평균 569.56 Nm)에서 유의하게 높

일반적으로 생리적 단면적은 근속 사이의 수직 거리의 면적을 모두

게 나타난 것은 유소년 축구선수의 근육 두께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

더한 값으로서 근력은 생리적 단면적과 근속 각도가 높고 근속 길이가

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근속 각도 및 생리적 단면적은 LFG와

낮은 근육에서 높게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37]. 또한 생리적 단면적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tan-

저항 운동에 의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0], Alegre et al. [21]

dring [39]의 연구에 의하면, 짧은 근속 길이는 생리적 단면적이 크고,

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녀 62명을 대상으로 외측광근의 생리적 단

근속 각도가 높게 나타나서 근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생리적

면적을 분석한 결과, 외측광근의 생리적 단면적은 21-34%를 차지하였

단면적과 근속 각도는 근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따

으며, 근속 각도와 지수분포(exponential relationship)를 나타냈다고 보

라서 유소년 축구선수의 등속성 근력은 근속 길이와 관련이 있다고

고하였다. 아울러 Blazevich et al. [22]은 성인 남녀 31명을 대상으로 대

생각된다. 하지만 생리적 단면적의 차이가 등속성 근력의 각속도에 어

퇴사두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측광근의 생리적 단면적은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0.22 index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근육량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이 연구에서 동적 균형은 외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Y-Balance 검사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리적 단면적은 LFG (평균 0.56 index)와 비

를 사용하였으며, 축구선수는 킥킹, 패스의 중요 기술을 시행할 때 편

교해서 SFG (평균 0.76 index)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외

측 하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40]. 동적 균

측광근과 같은 깃털 모양의 근육은 근속이 각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건

형은 유소년 운동선수가 운동기술 습득, 운동능력 향상, 그리고 부상

막에 부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짧은 근속은 높은 근속 각도를 형

방지에 중요하며[16], 축구선수는 균형을 유지할 때 무게 중심(center of

성하게 되며 근속이 부착될 공간이 확장되고 병렬 근절이 증가하여

gravity)의 진동수(frequency)와 시각 의존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생리적 단면적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41]. 이 연구에서는 외측광근의 종합점수는 LFG (평균 73.89점)와 비

선행연구에 의하면, 골격근의 구조적 특성은 근육/관절의 회전력 발

교해서 SFG (평균 81.01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균형 능력과

생 시스템과 힘/속도의 관계(force/velocity relationship)에 중요한 영향

근육의 구조적 특성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경골근의 근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4], Kumagai et al. [37]은 근속 길이는 등속성 근

속 길이는 직립 상태와 비교해서 줄어든 기저면(base of support)과 전

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be et al. [28]

방 기울임(active sway)상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42], Onamblele

은 근육의 구조적 특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상대적으로 긴 근속

et al. [43]은 비복근 두께와 일렬 자세(tandem stance) 시 전후 방향의

은 근절 사이의 단축 거리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보다 낮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이동거리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은 속도로 작은 거리를 단축하여 근절 힘/속도 곡선에 부합한다고 보

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Y-Balance 검사 시 발끝을 멀리까지 뻗기

고하였다. Kearns et al. [4]은 유소년 축구선수에서 주측 하지의 긴 근

위해서 슬관절을 단위 시간(t) 동안 최대 각도(full range of motion; °)로

속 길이는 주측 하지의 큰 근력과 관절 회전력(joint torque)을 생성할

신전시키기 때문에 등속성 근력이 높은 SFG에서 동적균형의 종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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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Differences in thigh muscularity and dynamic torque between junior
and senior soccer players. J Sports Sci. 2009;27(2):129-38.

결 론

6. Kanehisa H, Ikegawa S, Tsunoda N, Fukunaga T. Strength and crosssectional areas of reciprocal muscle: Groups in the upper arm and thigh

이 연구에서는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등속성

during adolescence. Int J Sports Med. 1995;16(1):54-60.

근력 및 동적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외측광

7. Bodine SC, Roy RR, Meadows DA, Zernicke RF, Sacks RD, et al. Ar-

근의 근속 길이 및 근속 길이/하지 길이의 비율은 근속 길이가 짧은 집

chitectural, histochemical, and contractile characteristics of a unique

단(SFG)과 비교해서 긴 집단(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

biarticular muscle: The cat semitendinosus. J Neurophysiol. 1982;48(1):

속 각도 및 생리적 단면적은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게

192-201.

나타났다. 또한, 각속도 120°/sec의 슬관절 신전근 등속성 근력 및 동적

8. Reeves ND, Maganaris CN, Longo S, Narici MV. Differential adapta-

균형의 종합점수는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tions to eccentric versus conventional resistance training in older hu-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소년 축구선수는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

mans. Exp Physiol. 2009;94(7):825-33.

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가 짧은 집단의 유

9. Van Eijden TMGJ, Korfage JAM, Brugman P. Architecture of the hu-

소년 축구선수는 등속성 근력 및 동적 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man jaw-closing and jaw-opening muscles. Anat Rec. 1997;248(3):464-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측광근뿐만 아니라 하지 근육의 구조

74.

적 특성과 근력 등의 운동능력과의 상관성을 보다 상세히 밝힐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Baroni BM, Geremia JM, Rodrigues R, Azevedo FR, Karamanidis K,
et al. Muscle architecture adaptations to knee extensor eccentric training: Rectus femoris vs. vastus lateralis. Muscle Nerve. 2013;48(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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