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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형태의 근신경 운동이 MZ세대의 근력, 순발력, 기능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이광진 PhD

충북대학교�체육교육과

서  론

2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은(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2019년 69.2%였으나 2021년에는 63.6%로 5.6% 감소하였다[1]. 특히 9-24

세의 연령대에서 19-24세의 신체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2]. Millennials and Gen Z (MZ) 세대에 해당되는 20대 초반은 

생애 전환의 중요한 시기로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으면서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건

강습관을 만드는 시기이다[3]. 하지만 자율적인 생활 양식이 건강 위험

행동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2월에 발생된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대부분의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운영방

법을 변경하였으며, 그 여파로 MZ세대들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대부

분의 신체활동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4]. MZ세대는 과거 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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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ircuit-type neuromuscular training (CTNT) on strength, power, and functional 
performance among the MZ generation. 

METHODS: Twenty-eight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ircuit-type neuromuscular training group (CTNTG, n=14) or the 
control group (CG, n=14). CTNT was performed for 50 minutes a day, 2–3 times a week, for 6 weeks. The CG only performed activi-
ties of daily living during the study period. Baseline and post measures included isometric muscular strength (knee flexion, knee exten-
sion, back flexion, back extension), vertical jump, 30 m sprint, T-agility, and Y-balance test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T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knee flexion (p=.015), knee extension 
(p=.047), back extension (p=.003), vertical jump (p=.025), T-agility (p=.046), posteromedial (p=.031), posterolateral (p=.022), and 
composite score (p=.032). 

CONCLUSIONS: These findings can be a factor that the strength, power, and functional performance of MZ generation can be suffi-
ciently improved through the CTNT program. This suggests that CTNT is the most appropriate exercise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the strength, power, and functional performance of the MZ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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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태도 및 소비패턴이 다르고 변화하는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시간대비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5]. 따라서 변

화하는 세대에 맞게 체력향상을 위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의 트렌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근신경 훈련(neuromuscular training, NT)은 저항(resistance),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균형(balance), 코어 근력(core strength), 플라

이오메트릭(plyometric) 및 민첩성(agility)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체 요

소들과 컨디셔닝 활동들을 통합하여 체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목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다[6]. 플라이오메트릭과 코어 안정성 훈련은 근신경 

훈련의 핵심으로 이러한 형태의 훈련이 결합되면 특정 신경 적응 즉, 

하행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s), 운동단위(motor units), 근신경 접

합부(neuromuscular junctions) 및 근방추의 반사 잠재력(reflex poten-

tial of the muscle spindles)을 향상시킬 수 있다[7,8]. 특정 신경 적응

(specific neural adaptations)은 신체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근신경 조절

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전략으로 제공되어 내부 또는 외부의 힘에 즉각

적으로 반응하여 신체를 유지하거나 운동수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

움이 된다[9]. 실제로 NT는 인대와 건과 같은 구조적인 조직의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힘의 흡수, 능동적 관절 안정화(active joint stabilization),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 및 기능적 생체역학(functional biome-

chanics)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10,11]. 

일반적인 운동처방에서 저항 훈련은 운동 강도에 따라 운동 사이에 

1-3분의 긴 휴식이 포함된 훈련시간을 권장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

게 최소한의 시간, 장소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들이 주목받고 있다[12,13]. 서킷 저항 훈련

(circuit resistance training, CRT)은 운동 사이에 짧은 휴식 간격으로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14]. 

CRT은 시간 효율적인 운동방법(time-effective modality)으로 피트니스 

및 웰니스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으며,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15]. CRT의 운동 횟수(exact number), 양

(volume), 부하(load), 휴식시간(rest-interval length), 훈련 기간(length of 

training phase)은 훈련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상자

의 건강, 운동의 목적, 운동선수의 훈련 목적에 의해 CRT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16].   

한편, 신경세포의 수초화(myelination)는 생후 6개월부터 급격한 변

화에 있는 성장기에 주로 일어나지만 20대 후반까지 계속된다[17,18]. 

이 기간의 기본적인 운동 기술과 근력을 개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

기이다. 하지만 근력과 기본적인 운동 기술의 부족은 낮은 운동 자신

감으로 이어지고 앉아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19]. 자율적으로 자

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20대 시기에 이러한 행동은 건강 위

험행동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NT가 강조된 훈련

은 인지와 운동능력의 가소성을 만들고 적절한 나이에 운동 중재의 

참여와 운동 발달 및 체력 수준 향상에 유익하다[6]. 게다가 CRT 형식

의 운동방법과 결합할 수 있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중

요시하게 여기는 MZ 세대의 체력 수준과 건강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NT와 CRT가 결합한 서킷 형태의 근신경 훈

련(circuit type neuromuscular training, CTNT)이 MZ세대의 근력, 순

발력, 기능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C지역 20대 28명(남자 22명, 여자 6명)이며, CTNT 그

룹 14명(CTNT group, CTNTG; age, 21.3 ± 0.4 years; height, 174.6 ±7.0 

cm; weight, 71.9 ±10.2 kg; BMI, 23.4 ±1.9 kg/m2), 통제 그룹 14명(control 

group, CG; age, 20.8 ± 0.7 years; height, 173.5 ± 5.9 cm; weight, 69.1± 9.51 

kg; BMI, 22.8± 2.1 kg/m2)이 각각 배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심혈관계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사람, (2)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사람, (3) 6개월 안에 저항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 연구 대

상자 수는 G ·POWER 3.1.9.4를 이용하여(효과 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산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실험 전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참가 동의

를 받았다.   

2. 연구 절차

측정은 근력, 순발력 및 기능적 수행력을 사전과 6주 후에 각각 측

정하였다. 측정 전 동적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5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근력, 순발력, 기능적 수행력 검사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자는 측정 전날 과격한 신체활동과 음주를 제한하였다. CTNTG는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6주간 2-3회/주 일 50분 CTNT를 실시 하였으며

[20], CG는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3. 측정 항목

3개의 체력 요인을 측정하였다(근력, 순발력, 기능적 수행력). 모든 측

정 변인은 각각 2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사용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력 요인을 측정하였다.

 

1) 근력

근력은 등척성 근력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무릎의 폄과 굽힘 및 허

리의 폄과 굽힘의 근력을 측정하였다. 등척성 근력 측정은 도수근력검

사기(Lafayette Instrument Company, Lafayette, IN, US)로 측정하였다. 

무릎의 폄은 대상자를 테이블 위해 앉게 한 후 무릎의 각도를 10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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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고정한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무릎의 굽힘은 대상자가 테이블에 

엎드린 후에 무릎의 각도를 120° 정도로 고정한 제세에서 측정하였다. 

허리의 굽힘은 앙와위(supine position) 자세에서 30° 굽힘 시킨 후에 흉

골 상부 노치 아래(under the suprasternal notch)에 휴대용 근력기를 배

치하여 측정하였다. 허리의 신전은 엎드린 자세에서 평가하였다. 대상

자는 손을 머리 뒷부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휴대용 근력기를 흉추 4

번 지점에 배치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등척성 근력 측정은 5초간 최대

로 힘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21,22]. 

2) 순발력

30 m sprint는 구간 스피드 측정기(SR500, Seedtech, Kore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출발 위치에서 서서 자신이 출발 여부

를 스스로 결정한다. 출발 전에 대상자는 출발선 바로 뒤에 앞발을 위

치시키고 팔이나 상체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23]. Vertical jump는 

수직 점프 측정기(Jump-MD T.K.K.5406, Takei Instruments Co., Ltd, 

Niigat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허리에 측정을 위한 

측정용 벨트를 착용한 후에 플레이트에 위치한다. 플레이트에 위치한 

대상자는 연습 점프를 1회 실시한다. Vertical jump는 90° 무릎을 굽힘 

시킨 후 최대 높이로 점프하였다. 점프 전과 후에 양손은 장골능 상부

에 위치시킨다[24]. 

3) 기능적 수행력

T-agility 검사는 출발선에서 5 m 떨어진 곳에 콘을 놓고 좌, 우 2.5 m 

간격으로 2개의 콘을 설치한 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출발선에서 첫 

번째 콘까지 전력 질주를 한 뒤에 좌, 우 콘까지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

한다. 그 다음 첫 번째 콘까지 사이드스텝으로 이동한 후에 출발선 까

지 뒤로 전력질주한다[25]. Y-balance test (YBT)는 YBT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한쪽 발을 중심판 위에 지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발을 이용하여 전(anterior, AN), 후 내측(posteromedial, PM) 및 후 외

측(posterolateral, PL)으로 다리를 뻗어 표시판을 최대로 멀리 보냈다. 

양손은 골반에 올린 상태에서 맨발로 측정하였다. 연습 회는 3번씩 부

여하였으며, 2번 측정한 뒤에 가장 높은 기록을 사용하였다. 종합 점수

(composite score, CS)는 측정된 값을 공식에 적용하여 구하였다. 대상

자의 하지 길이는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crest)에서 안

쪽 복사뼈(medial malleolus)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22]. 

 Composite score = {(anterior+posteromedial+posterolateral)/(3× limb 

length)}×100

4. 서킷 형태의 근신경 훈련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CTNT은 Klika와 Jordan [26]이 제안한 CRT와 Trajković

와 Bogataj [27]가 사용한 NT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TNT는 코어, 플라이오메트릭 및 균형 훈련을 강조한 프로그램이며, 

준비운동(10분), 본 운동(30분), 정리운동(10분)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강도는 운동 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 12-16로 설정하

였으며, 2주 간격으로 운동 세트 수를 증가하였다. 참가자들은 CTNT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 운동 동작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CG는 

CTNT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 수준의 활동만을 수행하였다. 

CTNT 프로그램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5.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 ± SD)를 산출하였다. 집단과 시기 간의 상

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repeated 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근력의 변화

6주간의 CTNT가 등척성 근력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무릎의 굽힘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 6.789, p=.015) 효과

가 나타났다. 시기(F =3.326, p=.080)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집단 간(F =.007, p=.934)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릎의 폄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 4.339, p=.047) 효

과가 나타났다. 시기(F =2.961, p=.097)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집단(F =.134, p=.718)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허리의 굽힘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270, p=.608)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F =2.427, p=.131)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F = 4.298, p=.048)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의 폄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F =10.828, 

Table 1. Circuit type neuromuscular training program

Time Type Intensity Frequency

Warm-up 
(10 min)

Dynamic Stretching

Main exercise Squat
Russian twist with  

medicine ball
For-way jump

Opposite Arm and Leg 
Lift

Lunge with medicine 
ball

Medicine ball throw 
(side)

Box jump

1-2 week: 2 set
3-4 week: 3 set
5-6 week: 4 set
Set rest: 3 min

2-3 week 
during 6 

weeks

(30 min)

Cool-down 
(10 min)

Static Str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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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3)가 나타났다. 시기(F = 4.812, p=.037)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으며, 집단(F =.022, p=.884)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순발력의 변화

6주간의 CTNT가 30 m sprint와 vertical jump에 미치는 효과는 Ta-

ble 3에 제시하였다. 30 m sprint는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1.231, 

p=.277)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F =.173, p=.681) 간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F =.001, p=.981)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ertical jump는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

(F =5.639, p=.025) 효과가 나타났다. 시기(F =10.027, p=.004)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F =.587, p=.451) 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기능적 수행력

6주간의 CTNT가 T-agility와 YBT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4에 제시

하였다. T-agility는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 4.411, p=.046) 효과

가 나타났다. 시기(F = 6.381, p=.018)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집단(F =.015, p=.903)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YBT의 AN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755, p=.322)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시기(F =2.098, p=.124)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집단(F = 4.737, p=.039)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YBT의 PM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5.190, p=.031) 효과가 나

타났다. 시기(F =1.373, p=.252)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집단(F =.793, p=.381)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YBT의 PL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F =5.964, p=.022) 효과가 나

타났다. 시기(F =2.978, p=.096)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집단(F =.009, p=.927)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YBT의 CS는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F =5.115, p=.032)가 

나타났다. 시기(F = 4.853, p=.037)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으며, 

집단(F =.111, p=.742)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운동 부족(lack of exercise)은 만성질환과 죽음의 실제적인 원인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공공 보건(major public health)의 문제이다. World 

Table 2. Changes in isometric muscle strength

Variables Group Baseline Post F p

Knee flexion (N·m/kg) CTNTG 0.32±0.03 0.33±0.03 T 3.326 .080
CG 0.33±0.05 0.32±0.05 G .007 .934

T*G 6.789 .015*
Knee extension (N·m/kg) CTNTG 0.37±0.03 0.39±0.04 T 2.961 .097

CG 0.38±0.04 0.37±0.04 G .134 .718
T*G 4.339 .047*

Back flexion (N·m/kg) CTNTG 0.30±0.06 0.31±0.06 T 2.427 .131
CG 0.36±0.07 0.36±0.06 G 4.298 .048*

T*G .270 .608
Back extension (N·m/kg) CTNTG 0.033±0.06 0.35±0.05 T 4.812 .037*

CG 0.034±0.04 0.33±0.04 G .022 .884
T*G 10.828 .003*

Means±SD,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CTNTG, circuit type neuromuscula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G indicates a main effect of groups and T indicates a time effect. Asterisks (*)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5.

Table 3. Changes in 30 m sprint and vertical jump

Variables Group Baseline Post F p

30 m sprint (sec) CTNTG 4.68±0.56 4.64±0.51 T .173 .681
CG 4.65±0.43 4.67±0.36 G .001 .981

T*G 1.231 .277
Vertical jump (cm) CTNTG 53.2±14.4 56.2±15.8 T 10.024 .004*

CG 58.0±8.27 58.4±8.0 G .587 .451
T*G 5.639 .025*

Means±SD,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CTNTG, circuit type neuromuscula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G indicates a main effect of groups and T indicates a time effect. Asterisks (*)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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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Organization (WHO)는 MZ세대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체력 및 운동 기술 발달 저하로 MZ세

대의 신체활동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8].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적인 생활 패턴을 촉진하는 운동 중재의 개

발 및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20-30대에 해당되는 MZ세대의 

운동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CTNT

가 MZ세대의 근력과 운동 기술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CTNT는 고전적인 운동방법에 비해 짧은 시간과 공간의 사용 

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MZ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

는 대안적인 운동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CRT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근력의 향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제지방량 증가[29], 체지방량 감소[30] 및 심폐 체력[14]의 향상 이외에 

서킷 운동이 근력의 증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서킷운동관련 연구가 근력의 향상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는 근력의 

증가이며,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전신의 근력 향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8가지 운동으로 

구성된 서킷 저항운동은 대학 1학년(freshman)의 악력과 하지 근력 향

상에 효과가 있었으며[31], 머신을 이용한 서킷 운동은 좌식생활을 하

는 20-30대의 상체와 하체의 최대 근력 개선에(1RM) 효과가 있었다

[15]. 또한 유압식 장비를 이용한 서킷 운동은 등척성 무릎 폄과 굽힘 

힘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CTNT

는 코어와 하지를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의 선행연

구들과 유사하게 무릎 폄과 굽힘 및 허리 폄 근력이 증가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CTNT의 프로그램 구성요소에는 일상생활과 스포츠에서 필요한 

순발력과 기능적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대

상자들은 요추-골반-엉덩관절 복합체(lumbar-pelvic-hip complex)와 

하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점프 및 착

지 시 무릎과 엉덩관절의 굽힘을 증가시켜 무게 중심을 낮추도록 하였

다[8]. 선행연구에서도 코어, 엉덩관절 및 하지 근육의 활성화의 중요성

을 강조한 FIFA 11+ 근신경 훈련 프로그램은 하지의 근신경 조절 능력

과 countermovement jump (CMJ)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7]. 또한 허리 

및 하지의 근력과 점프 운동을 강조한 NT는 수직 점프와 Modified T-

test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좋은 운동 능력은 운동 참여 

참여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로서 잠재적인 건강 관련 혜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7]. 특히 근신경계 수행력 강화를 위한 

단시간 서킷 형태의 근력과 순발력 훈련 프로그램은 CMJ, R+L CMJ, 

drop jump 및 한발 뛰기 민첩성(single-leg jumping agility) 검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 연구는 근신경 훈련

을 서킷 형태로 선수 경력이 없는 MZ세대에게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 

수직 점프와 민첩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체력 감소와 운동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MZ세대에게 CTNT는 

체력의 향상과 함께 운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운

동방법 중 하나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코어의 불안정성과 허리와 하지 안정근의 감소된 협응력이 체간의 

고유 감각 및 근신경 조절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33,34]. 여러 연구

에서는 하지 부상의 발생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근신경 훈련과 같은 

Table 4. Changes in T-agility and Y-balance test

Variables Group Baseline Post F p

T-agility (sec) CTNTG 7.60±1.20 7.37±1.07 T 6.381  .018*
CG 7.54±0.98 7.52±0.94 G .015 .903

T*G 4.411  .046*
Y-balance test

AN (cm) CTNTG 57.5±5.3 60.1±5.8 T 2.098 .124
CG 54.2±6.6 54.8±5.3 G 4.737  .039*

T*G .755 .322
PM (cm) CTNTG  98.1±13.7 101.9±11.6 T 1.373 .252

CG 97.0±8.9 95.8±8.8 G .793 .381
T*G 5.19  .031*

PL (cm) CTNTG  95.3±14.7  99.9±12.9 T 2.978 .096
CG 97.6±9.3 96.8±8.3 G .009 .927

T*G 5.964  .022*
Composite score (%) CTNTG  91.1±10.3 95.5±7.0 T 4.853  .037*

CG 92.3±8.8 92.3 ±7.9 G .111 .742
T*G 5.115  .032*

Means±SD,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CTNTG, circuit type neuromuscular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G indicates a main effect of groups and T indicates a time effect. Asterisks (*)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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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YBT는 동적 안정성과 부상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지의 협응성, 균형, 유연성 및 근력

과 같은 근신경계 능력이 필요하다. Benis et al. [9]은 체중을 이용한 근

신경 훈련이 YBT의 PM, PL 및 CS를 개선 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불

안정한 지면에서 체중을 이용한 근신경 훈련은 YBT의 AN, PM 및 PL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5]. 또한 비대면 수업방법으로 12주

간의 Tabata 운동이 YBT의 CS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36]. 이 연구에서

는 체간과 하지의 근신경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코어 운동과 플

라이오메트릭 운동을 CTNT에 반영하였으며, 자세 교육 및 적절한 운

동 동작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 결과 서킷 운동 형식의 저항 운동이 

YBT의 PM, PL 및 CS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하지

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a)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프로그램은 운동선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b)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운동 참여 증가 및 운동 자신감은 측정 변인에 포함

되지 않았다. (c) 부상 예방 및 감소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결  론

CRT는 시간 효율적인 운동방법으로 젊은 층에서 지지하고 있는 피

트니스 트렌드이며, 기능 및 경제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운동 중재 방법

이다. 이러한 피트니스 트렌드에 맞추어 이 연구는 코어 운동과 플라이

오메트릭 운동을 강조한 NT를 CRT 형식으로 MZ세대에 적용하였으

며, 허리와 무릎 근력, vertical jump, T-agility 및 YBT의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CTNT는 운동 참여 부족과 Covid-19 팬

데믹에 따른 체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MZ세대의 체력 및 

운동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운동 중재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CTNT가 운동 자신감, 부상 예방 및 감소, 운동선

수의 수행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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