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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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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구 경기에 있어서 다양한 체력요인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알

려져 있으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체력 요인은 무산소성 능력으로 보

고되고 있다[1]. 구체적인 예로 90분간 진행되는 축구경기 중 선수들의 

에너지 생산은 주로 유산소성 대사(Aerobic Metabolism)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점프(Jump), 전력질주(Sprint), 슈팅(Shooting), 태클

(Tackle) 등 경기흐름에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하는 움직임 패턴 및 에

너지 대사는 근 파워와 관련된 무산소성 대사(Anaerobic Metabolism)

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축구선수는 90분 경기에서 약 11%의 전력질주를 수행한다고 분석

되었고, 이는 90초마다 단거리의 전력질주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과 같다고 보고되고 있다[1,6,7]. 이러한 단거리 전력질주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가속 능력 및 강한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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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oft tissue stiffness on joint range of motion and athletic performance in 
soccer players. 

METHODS: Fifteen adult male soccer play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fter the warm-up, calf muscle and Achilles tendon stiffness 
were measured. Subsequently, range of motion of the ankle joint and 30 m sprint and vertical jump were performed. Exercise perfor-
mance was assessed as a field test to create an experimental environment similar to that of actual training and competition.

RESULTS: Achilles tendon stiffnes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30 m sprint and the vertical jump (p<.05). A moderat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30 m sprint and the vertical jump(p<.01). Soleus muscle stiffn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30 m sprint(p<.05). No other correlations were observed. 

CONCLUSION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Achilles tendon stiffness affects exercise performance. In a follow-up study, it wa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stiffness of various soft tissues on exercis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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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1]. 단거리 전력 질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mfort et al. [8]은 백 스쿼트(Back Squat)의 

수행능력이 증가할수록 전력질주의 속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Wisløff et al. [7]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프 스쿼트 능력은 축구

선수들의 전력질주 능력에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스쿼트 수행능력은 수직 점프(Vertical Jump, 

VJ)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단거리 전력질주 능력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즉, 축구선수들의 전력 질주 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높은 수준의 근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높은 수

준의 운동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일수록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10-12].

운동학(Kinesiology)적 측면에서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은 하

지의 3가지 주요관절 즉,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신전능력

(Triple Extensor)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13,14]. 특히, 발목관절

의 발바닥 굽힘(Plantar Flexion) 근력은 전력질주 초기에 30%, 이후 50-

6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4,15], 이러한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에 기여하는 근육은 장딴지근(Gastrocnemius) 및 가자미

근(Soleus)이며 두 근육은 공통된 힘줄인 발꿈치 힘줄(Achilles Ten-

don)로 구성되어져 있다.

한편, 관절의 움직임에 기여하는 연부조직의 생역학적 특성인 강직

도(Stiffness)가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Foure & Cornu [16]의 연구에서는 14주간 플라이오메트릭(Plyo-

metric) 운동이 19세 남성들의 발꿈치 힘줄 강직도를 증가시켰으며, 이

로 인해 점프능력이 향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erkhausen et al. [17]의 연구에 의하면 10주간의 발목관절 발바닥 굽

힘근(Plantar Flexor)에 등척성 훈련을 적용한 후, 성인 남성 및 여성의 

발꿈치 힘줄 강직도 증가와 근력 향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고강도 근력운동을 이용한 준비운

동 후 일시적으로 근 파워가 향상되는 근 활성화 후 상승효과(Post Ac-

tivation Performance Enhancement, PAPE)의 기전 중 하나라고 보고되

기고 한다[18]. 예를 들면, Pozarowszczyk et al. [19]의 연구에서 농구선

수들의 PAPE를 위한 고강도 저항성 훈련 후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 증

가를 나타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Walshe & Wilson [20]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부조직 특히,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수직 점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ubo et al. [21]의 연구에서 장딴지

근과 가자미근의 강직도가 낮을수록 전력질주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

로 관찰되었으며, Cristi et al. [22]은 축구선수와 비축구선수 간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관절 운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 제한 시켜 오히려 운동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요소

로 작용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24].

전술한 바와 같이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증가되면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부조직의 강직도

가 증가될수록 ROM이 감소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구선수들의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예: 단거리 전력질주, 

수직 점프)이 경기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작용한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운동수행능력 및 ROM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전력

질주 및 수직 점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부조직(장딴지근, 가

자미근,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및 30 m 단거

리 전력질주, 수직 점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시합 전 실시되는 

준비운동 및 훈련프로그램의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N소재 K7아마츄어 축구팀 15명으로 선

정하였다(연령 30.13 ± 5.95 years, 신장 175.2 ± 5.48 cm, 체중 72.87±

10.06 kg, BMI 23.66 ± 2.37 kg/m2). 대상자는 모두 엘리트 축구선수 경

력 7년 이상의 선수들이며, 부상으로 인해 운동수행능력 측정이 불가

능한 인원은 제외하였다. 실험 참여 전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연구참여로 인한 이익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동

의서를 작성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발목관절에서 발바닥 굽힘의 움직임에 기여하는 연부조

직의 강직도가 ROM 및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실제 경기 및 훈련중의 상황과 

비슷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운동과 경기를 진행한 실외 천

연잔디 구장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은 20분간 FIFA 11+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5]. 준비운동이 끝

난 대상자부터 연부조직의 강직도 및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의 

ROM을 측정하였다. 그 후,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을 알아보

기 위해 30 m 전력질주를 실시한 후, 수직 점프를 실시하였다. 운동수

행능력 측정 간 10분간의 능동적 휴식을 통해 근 피로를 제거하는 휴

식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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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항목

1) 연부조직 강직도(Soft Tissue Stiffness)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의 움직임을 만드는 연부조직의 강직도 측

정을 위해 근 긴장도 측정기(Myotonpro, Myoton AS, Estonia)를 이용

하였다(Fig. 1). Myotonpro은 근육과 건 등 연부조직의 강직도를 비침

습적 및 정량적인 방법으로 알아보는 측정 장비이며 신뢰도가 높은 장

비로 보고되고 있다(Fig. 2) [22]. 대상자들의 발꿈치 힘줄, 가자미근, 장

딴지근의 강직도는 모두 엎드린 자세(Prone Position)에서 측정하였다. 

Myotonpro의 Probe를 측정지점의 피부 위 수직으로 맞춘 후, 가볍게 

압박하여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변인 중 3% 이상 

오차범위가 생길 경우 삭제한 후, 다시 측정하였다.

2) 관절 운동범위(Range of Motion, ROM)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RO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발목관

절의 ROM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준비운동이 끝난 후, 강직도를 측

정하였고 이어 ROM을 측정하였다. ROM측정은 앉은 자세에서 무릎

관절을 90도 굴곡한 후, 능동적으로 발목관절을 움직여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을 실시하였다[26]. 측정자는 Goniometer를 사용하여 

ROM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축을 발목의 가쪽 복사뼈의 중앙에 두고 

종아리뼈의 긴축을 정렬한 후, 다섯 번째 발허리뼈와 평행하게 정렬하

여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의 능동적 ROM을 측정하였다.  

3) 단거리 달리기(30 m Sprint) 

축구선수들에게 필요한 전문 체력 요인 중 단거리 전력질주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 m 달리기를 측정하였다[27]. 측정 전 대상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70-80%의 속도로 1회 반복하여 준비한 후 측정자의 신호

에 맞춰 30 m를 전력질주 하였다(Fig. 3). 총 2회 실시하여, 빠른 기록으

로 선정하였다.

4) 수직 점프(Vertical Jump, VJ) 

하지 근관절의 근파워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인 수직 점프는 양팔

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최대한 수직 위로 점프하는 방법인 카운터 무브

먼트 점프(Counter Movement Jump, CMJ)를 실시하였다(TKK-5406, 

TAKAI, Japan) [1]. 양 발을 골반 넓이로 벌린 후 최대한의 높이로 점프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총 2회의 기록 중 높은 기록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자료는 SPSS 22.0 ver.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연부조직의 강직

도가 ROM 및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

관관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αlpha =.05의 유의수준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부조직 강직도

연부조직의 강직도를 Myotonpro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발꿈치 

힘줄과 가자미근은 각각 929.13 ± 99.1 Nm, 331.93 ± 56.87 Nm으로 나타

났다. 장딴지근은 내측과 외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각각 290.4 ±

43.13 Nm, 321.6 ± 51.64 Nm로 나타났다(Table 1).

2. 관절 운동범위

장딴지근, 가자미근 및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발목관절의 ROM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힘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발등 굽힘(Dorsi Flexion)과 발바닥 굽

힘(Plantar Flexion)은 각각 17.27± 6.66 degree, 53.67±10.27 degree로 나

타났다(Table 2).

Fig. 1. Myotonpro.

Fig. 2. Soft Tissue Stiffness.

Fig. 3. 30 m Sprint.

Table 1. Soft Tissue Stiffness

Variables n=15

Achilles Tendon (Nm) 929.13±99.1
Soleus (Nm) 331.93±56.87
Gastrocnemius Medial (Nm) 290.4±43.13
Gastrocnemius Lateral (Nm) 321.6±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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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수행능력

축구 선수들의 핵심적임 체력 요인으로 보고되는 근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30 m 전력질주와 수직 점프를 실시한 

결과, 30 m 전력질주는 3.37± 0.14 sec로 나타났으며, 수직 점프는 60.27

± 5.27 cm로 나타났다(Table 2).

4.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부조직의 강직도와 발목관절 ROM, 30 m 전

력질주, 수직 점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꿈치 힘줄과 30 m 전

력질주 및 수직 점프는 각각 R2 = -.601 (p< .05), R2 =.582 (p< .05)로 유

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Figs. 4, 5). 또한, 30 m 전력질주와 

수직 점프는 R2 = -.659 (p< .01)로 중정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Fig. 

6). 가자미근의 강직도는 30 m 전력질주와 R2 =.546 (p< .05)로 부정적

인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는 발목관절

의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힘과 각각 R2 =.05, R2 = -.1 나타났으며, 가자

미근의 강직도는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힘과 각각 R2 = -.216, R2 =.185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딴지근의 강직도는 발등 굽힘 및 발바닥 굽

힘과 각각 R2 = -.285, R2 = -.028로 관찰되어 연부조직의 강직도는 발목

관절의 ROM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 움직임에 기여하는 연부

조직(장딴지근, 가자미근,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발목관절의 ROM 

및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는 것이며, 그에 따라 축구선수들의 준비운동 및 훈련프로그램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은 

선수들이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수직 점프 능력이 높은 선수들이 단거리 전력질주가 빠른 것

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연부조직의 강직도와 ROM은 상관관계가 관

찰되지 않았으며, 장딴지근의 강직도는 운동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자미근은 강직도가 높을수록 단거리 전력질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것처럼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Foure & Cornu [16], 

Werkhausen et al. [17]이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다. 발

꿈치 힘줄과 운동수행능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유는 

3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 움직임에 기여하는 근육의 근력이 증

가될수록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에 

Table 2. ROM & Sports Performance  

Variables n=15

Dorsi Flexion (degree) 17.27±6.66
Plantar Flexion (degree) 53.67±10.27
30 m Sprint (sec) 3.37±0.14
Vertical Jump (cm) 60.2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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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파워를 생성해야 하는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에 

발꿈치 힘줄의 높은 강직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Warneke et al. [28]은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 근력이 강한 농구선수

들이 수직 점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근력이 강한 선수들이 운동단

위(Motor Unit)의 활성화(Activation)에 의한 힘의 생성(Power Output)

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Charcharis et al. [29]은 힘줄의 강직도가 근력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하지의 근력과 힘줄의 강직도를 함께 

평가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근력과 힘줄의 강직도는 양(+)의 상관관

계가 보고되고 있기에 강직도가 높은 선수들은 발바닥 굽힘 근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30-33].

둘째,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근육-건 단위(Muscle-Ten-

don Unit)의 신전-단축 주기(Stretch-Shortening Cycle, SSC) 속도를 증가

시켜 에너지 반환시스템(Energy Return System)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Markovic & Mikulic [34]은 SSC에 의한 에너지 

반환시스템은 근육의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으로의 빠른 전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urner et al. [35]이 SSC의 향상 방법을 보

고한 연구에서 힘줄은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수행 시 탄성에너지

(Elastic Energy)의 저장을 위한 연부 조직이며, 저장된 탄성에너지의 크

기는 강직도와 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

구로 Davies [36]은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신장성 수축에

서 골지 건기관(Golgi Tendon Organ)이 억제됨으로 인해 단축성 수축

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Arampatzis et al. [37]은 강직도가 높

은 힘줄이 SSC의 속도를 증가시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SSC에 의한 에너

지 반환시스템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탄성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하

여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수행 시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Ground Contact Time, GCT)

이 감소되어 운동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GCT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예로 들면, Arampatzis et al. [37], Morin et al. [38]의 

연구에서 점프 수행 시 발목의 강직도와 GCT사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Abdelsattar et al. [39]은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GCT가 감소되어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이에 따라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가 높을수록 배구, 농구, 축구와 같

이 점프 및 단거리 전력질주가 경기 승패의 중요한 체력적 요인으로 작

용되는 스포츠 종목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GCT감소를 위해 발

꿈치 힘줄의 강직도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종합하자면, 발목관절의 발바닥 굽힘에 기여하는 장딴지근 및 가자

미근의 근력이 강할수록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는 근력과 비례하여 증

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 증가는 SSC에 의한 에

너지 반환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탄성에너지의 크기를 증가시

키고 이로 인해 GCT의 감소를 유발하여 근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

력이 증가된다는 일련의 3가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구

선수들은 시합 전 실시되는 준비운동 및 훈련 시 발꿈치 힘줄의 강직

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 측정된 발꿈치 힘줄은 강직도가 높을수록 단거리 전력

질주 및 수직 점프의 높이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단거리 

전력질주 및 수직 점프 능력과 같은 근 파워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

은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주요한 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축구선수들

은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플라

이오메트릭 운동(Plyometric Training)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발꿈치 힘줄의 강직도는 시합 전 실시되는 준비운동 및 훈련 프로그램

시 참고해야 할 주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교적 적

은 수의 대상자로 시행한 예비 연구로, 무릎관절 및 엉덩관절의 신전

에 기여하는 다른 연부조직의 강직도를 측정하여 운동수행능력 및 해

당 관절의 ROM과 비교.분석 하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다양한 연부조직의 강직도가 운동수행능

력 및 ROM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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