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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Hold Training on Functional Fitness, Blood 

Lactate and Physiological Function in Sports Climbing 

Athletes

    Cho, Gye-Ju

    Advisor : Prof. Seo, Young-Hw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subjects were 20 elite sports climbing athletes, and 10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Measurements were made twice week 0 and week 24. For 24 weeks, 

the exercise group conducted hold training, and the control group 

conducted an autonomous exercise. For statistical processing, a t-test 

of the corresponding sample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re and 

post-difference in each group, and a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was used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time and the group. The statistical setting value was α=.05,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In the change of functional fitness, 

muscle strength and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wits, and 

flexibility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results, an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in the measurement time and measurement time* 

group, and a significantly reduced result in agility It was show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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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in the measurement time, group, and 

measurement time* group. Changes in blood lactat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duced results, an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in the measurement time and measurement time* 

group. The change in α-amylase in physiological func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howing a decreased result in the 

exercise group, an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measurement time and the measurement time* group. Taken together, it 

is thought that as a result of applying hold training to elite sports 

climbing athletes, it will contribute to performance improvement by 

improving functional fitness, reducing blood lactate, and decreasing α

-amylase, an indicator of physiological function. If the training method 

is continued by graduall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exercis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will be expected that better results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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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은 원래 자연에서 행해지던 암벽등반 하는 것을 

스포츠화한 것으로써, 2018년에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 

(IFSC)에 등록하고 5개 대륙, 91개국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각 국가에 소속이 

된 전문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은 약 2,500여명에 이른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국제대회는 연간 20여 개의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나 

대중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IFSC, 2019).

이러한 스포츠클라이밍은 1988년에 미국 스노버드에서 주최한 경기에서 11개

국 약 4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사상 첫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와 경기를 

치른 이후부터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대중화가 되면서 참여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고, 1940년경 프랑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적인 산악

인에게 교육훈련을 위해서 인공암벽을 구성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산악

연맹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월드컵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가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다. 1992년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스포츠클

라이밍 월드컵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클라이밍에서의 메이저 

대회를 치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 중의 하

나이다. 또한, 스포츠 클라이밍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인공암벽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선수들이나 동호인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손정준 등, 

2013). 이렇듯, 스포츠클라이밍은 유럽 지역의 프랑스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선수들에게 보다 더 나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전문체력 

훈련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으며(Frederic, 1994), 과거에 사용한 훈련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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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에게 많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의 종목은 리드(Lead)와 볼더(Boulder) 그리고 

스피드(Speed)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리드 경기는 암벽의 높이는 12m 이상, 

폭은 3m 이상으로 설계가 된 인공암벽에 경기의 특성에 맞는 루트(Route)를 

제작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가 등반을 한 거리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스

포츠이다. 볼더 경기는 추락 거리 3m 이내의 짧은 거리에 다양한 등반 루트 과

제를 제시하고, 선수들에게 각 루트의 분석 시간을 제공한다. 그 후 4분 이내에 

제시된 루트를 해결하고, 4분을 휴식한 후 다음 과제를 4분 안에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전에서는 다섯 가지의 등반 루트, 준결승과 결승에서는 

네 가지의 등반 루트가 주어지고, 제한시간 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룬다. 스피드 경기는 15m의 등반 코스를 최단시간으로 통과하는 기록경기로, 

두 개의 라운드로 구성된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각 종목은 라운드별 60분을 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선전은 무선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준결승과 

결승은 하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경기가 진행된다(유주인, 2020).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은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당 

일일 4시간 이상동안을 실내와 실외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암벽장에서 훈련을 하

고 있으며, 주간 이외에 주말이 되면 자연암벽장이나 실내암벽장의 루트와 볼더

링 훈련을 통해 자신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열심히 트레이닝 하고 있다는 설

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은 암벽등반 중에 떨어지게 되면 

팔이 펌핑(pumping)되었다고 한다. 이는 즉, 팔의 근육이 올 아웃(all out)되었

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추락했다는 것이다. 등반(climbing)은 

상승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시간, 간헐적인 상황 속에서 등척성 수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리학적으로 유인한 운동(Sheel, 2004)이라고 하였으며,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의 상체 근육 중에서 암벽에 있는 홀드를 잡을 때 본인의 팔 

중에서 전완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Eric, 1997). 또한, 전완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로 구분되는데 경기 중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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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은 경기의 결과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며, 암벽홀드를 잡을 때

는 암벽홀드상태에 따라 손가락 관절에서의 굴절이 달라지게 되고 근육의 수축 

또한 다르게 작용한다. 

체력은 크게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건강관련체력과 운동의 경기

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체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1), 기술

체력은 각 종목의 특성 따라 요구하는 체력유형과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체력이라고도 한다. 클라이밍선수들의 체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상체근육 중 전완근 사용이 많았으며, 전완근 사용능력이 우수·비우수 선

수의 경기결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Eric, 1997), 일반산악인

과 비교해 근지구력이 뛰어나고(박청휘, 2000),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의 향상

에 영향(Christine et al., 2000)과 특히 오르고 오래 버티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심박수 및 젖산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도형, 김기진, 2003). 하지만 

스피드 종목은 리드와 볼더링과는 다르게 오래 버티는 종목이 아닌 빠르게 오르

는 종목이기 때문에 김도형과 김기진(2003)의 연구의 결과 하고 다르게 계속되

는 고강도운동에 의해 젖산이 일반인과 비교해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혈중 젖산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 중 비교적 짧은 시간과 거리에 의해 

빠르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폭발적인 에너지대사로 젖산시스템

(해당과정)에 최종 부산물로 혈액을 타고 체내 축적 시 강한 피로감과 근육통 

등을 일으켜 운동지속을 방해하게 된다. 젖산이 생성되는 이유는 산소공급이 부

족한 돌발적으로 행하는 운동 시 에너지이용에 대한 공급을 위해 젖산시스템이 

사용되어 ATP를 생성하고 남은 부산물이 강산 산성을 띄어 근육의 정상적인 수

축활동을 억제한다. 즉, 젖산의 생성은 근육 내 산소공급의 부족과 ATP의 재합

성과 소비 간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민형, 2004). 스피드종

목의 선수들은 그 종목 특성상 리드와 볼더 와는 비교적 젖산이 축적되기가 

쉽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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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중 퍼포먼스 향상

을 위한 운동으로 홀드트레이닝을 적용시켜 기능체력과 혈중젖산 및 생리적 기

능(α-아밀라아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실제 엘리트 스포츠클

라이밍 선수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홀드트레이닝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능적인 체력과 

신체조성, 혈중젖산 및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홀드트레이닝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능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

구력, 순발력, 유연성, 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홀드트레이닝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혈중젖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홀드트레이닝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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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 등록된 20명

     (운동그룹 10명, 통제그룹 10명)으로 제한하였다.

  2. 대상자들의 측정과 운동방법, 생활습관은 최대한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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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용어의 정리 

  1. 스포츠클라이밍

  산악 등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암벽등반을 인공적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건물의 벽면이나 암벽을 연상하게 하는 

거대한 합판, FRP 등의 구조물 면에 인공 홀드를 설치하여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의 홀드를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이다.

  2. 리드(Lead)

  안전벨트(하네스)에 로프를 걸어서 높이 12m 이상 그리고 경사 90~180도의 

암벽을 오르는 경기로써 제한시간 안에 가장 높게 오르는 선수가 승리를 하는 방식

이다. 등반 중에는 홀드를 놓치게 되면 그 전까지 오른 높이를 최종 기록으로 치며,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완등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도달한 선수가 이긴다.

  3. 스피드(Speed)

  높이 15m와 경사 95도의 암벽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높이를 더 빨리 올라가

는 선수가 이기는 속도전으로, 정상 터치패드를 빨리 찍으면 승리한다.

  4. 볼더링(Bouldering)

  장비 없이 4~5m의 높이 암벽을 오르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과제들을 수행

하는 경기로써, 다양한 난이도 경로를 더 많이 수행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볼더링은 제한시간 안에 암벽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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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스포츠클라이밍

  1. 스포츠클라이밍의 개념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암벽을 등반

하고 인공 시설물을 사용하여 즐기는 스포츠종목 중 하나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건물의 외관벽면이나 암벽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합판과 FRP 등의 구조물에 

인공 홀드를 부착하여 손과 발만을 이용해 루트에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이다. 

또한, 인공암벽등반을 포함하고, 평상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인

공암장에서도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진다. 암벽장의 높이는 약 30m이내로 난이

도 종목은 대체로 매우 높은 편이다(손정준 등, 2004). 

스포츠클라이밍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8년 영국 리즈대학에서 최초의 인공암

벽이 세워지고, 수많은 국제대회 개최가 이루어졌으며, 1986년 보안블랭 대회에

서는 최초로 실내에서 세워진 인공암벽에서 경기가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프

랑스에서 개최된 데스까라데대회는 높이가 19.5m의 인공암벽에서 수많은 일반

인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클라이밍의 예술성과 스포츠로서 흥미진

진함을 더해왔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각 나라마다의 인공

암벽에서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1987년 국제산안연맹(UIAA)에서는 스포츠클라

이밍 등반대회에 관한 규정집을 제정하고 스포츠경기로서의 면모 또한 확립하였

다.  또한 암벽등반은 등산과 함께 시작하였고, 산을 오르는 도중에 만나는 곤란

한 지점에서 암벽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등산에 대한 발전을 

통해 성장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과거 등반에 대한 

개념은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도전적인 수단이었는데 험난한 루트를 개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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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의 개발이었다면 현재는 등반의 행위 자체가 풍부한 예술적인 표현이 

넘치는 세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시도가 암벽등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가

고 있다(대한산악연맹, 2016). 따라서 암벽등반은 오르는 방식에 따라서 자유등

반과 인공등반 그리고 스포츠클라이밍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대한산악연맹, 

2007). 

암벽은 산의 일부로 등반자가 암벽을 스포츠 시설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해서는 자연암벽등반 또한 스포츠클라이밍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다(대

한산악연맹, 2012).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서는 자연암벽 대신 인

공암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 벽의 높이는 낮지만 그 경사도와 각도에 

따라서(Long & Gaines, 2006). 암벽등반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인정한 스포츠클라이밍의 한 형식으로 일정한 경기의 규칙과 순위, 

상금 그리고 관중이 있는 경기라는 사실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클라이밍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대한산악연맹, 2016). 이러한 스포츠클라이밍의 루트는 개척하

는 선수나 루트세터가 많은 반복적인 등반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인을 최소화시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학습한다면 어느 누구나 스포츠클라

이밍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다(Thomas, 1995).

  3. 스포츠클라이밍 경기특성

스포츠클라이밍의 경기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방법은 같은 루트를 등반하게 

되면 오르는 방법과 사람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달라지게 된다. 온사이트는 

어떠한 루트를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선택하여 클라이머가 어려운 루트에 대하

여 사전정보가 없어도 암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첫 번째 시도 만에 완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래싱은 온사이트와 조금 다른 개념의 방식으로 그 루트를 

등반하기 이전에 다른 클라이머가 오르는 것을 보거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동작들로 루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도 되는 점이 있다. 또한, 

레드포인트는 온사이트와 플래싱과는 다르게 여러 번의 등반 혹은 사전연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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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등반방법을 의미한다. 톱로핑은 등반이 끝나는 지점에 고정물을 확보

하여 설치하고 그 고정된 확보물에 로프를 통과시킨 후에 등반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등반에서 파생된 스포츠 경기종목(Sheel, 2004)으로 

컴퍼티션 클라이밍이라고도 한다(이용대, 2006). 스포츠클라이밍은 초창기에 

실내·실외에서 실시하는 자연암벽 등반을 위해서 실시하는 수련방법으로 인식

되어져 왔으나(Booth et al., 1999)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자리 잡았다(김도형, 2002).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취미활동과 더불어서 스

포츠 경기에서 정식종목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한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출발

점은 1947년에 러시아(구소련)에서 코카서스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돔바이 

지역에서 자연암벽을 등반하는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후에는 인공암벽에서 실

시하는 스포츠로 바뀌었다(손정준, 2003). 

인공암벽에서 행해지는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의 방식을 구분하면 난이도, 

속도, 볼더링으로 나뉘어진다(손정준, 2003). 속도(Speed)경기는 톱 로프를 

확보한 상태로 출발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목표지점을 터치하여 완등하는 경기

방식이며, 난이도경기는 안전벨트(Safe Belt)를 착용하여 제한시간 동안 가장 

높은 지점까지 도달하여 완등하는 경기방식이고, 볼더링경기는 안전벨트, 로프 

및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과제를 풀어가면서 제한된 손의 

홀드를 사용하는 경기로써 목표지점이 속도와 난이도와는 다르게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 경기방식이다(성봉주, 2009). 스포츠클라이밍

은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장점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연 암벽등반과는 다르게 기상여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암벽

을 등반하는데 필요한 기초기술 훈련이 가능하다(Burbach, 2004; 이용대, 

2006). 

스포츠클라이밍은 대부분 30m이내로(손정준, 2003) 인공암벽에서 행해지며 

암벽에 부착된 홀드를 손이나 발로 잡거나, 딛고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운동

이다(Booth et al., 1999). 이러한 인공암벽 클라이밍 구조물을 활용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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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드의 사이즈와 경사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기술연마가 가능하다(Mermier et al., 1997).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사용하여 홀드를 잡아 체중을 지탱하면서 가파른 벽을 

타고 오르는 운동의 특성에 따라 스포츠 클라이밍은 상체를 비틀거나 뻗는 

동작이 많으며 신체 근육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이다(손정준, 2003). 

다양한 각도로 신체근육을 최대한 사용해야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수행 효과로

는 지구력, 순발력, 균형감각, 유연성 향상과 같은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

라 집중력과 자신감, 성취감 등 정신적 건강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

츠이다(성봉주, 2009). 

스포츠클라이밍이 주는 신체적 유익함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실내 스포츠 클

라이밍이 근지구력과 심폐를 단련시키는 데 적합한 운동이라고 보고하였으며

(Mermier et al., 1997),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포츠클라이

밍이 악력과 상완 지구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ala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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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오픈그립

Figure 2. 포켓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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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핀치그립

Figure 4. 크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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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랩

Figure 6.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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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인사이드 등반

Figure 8. 인사이드 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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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아웃사이드 등반

Figure 10. 니바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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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토우 훅 등반

Figure 12. 토우 훅 등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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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토우 훅으로 딛기

Figure 14. 더블 토우 훅으로 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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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스리어링으로 딛기 1

Figure 16. 스리어링으로 딛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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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힐 훅으로 딛기

Figure 18. 힐 훅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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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힐 훅 등반 1

Figure 20. 힐 훅 등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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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두발 띄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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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능체력

체력이란 ‘힘’이라고 나타내는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력은 사람이 생존과 동시에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방위체력

과 행동체력이다. 방위체력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환경에 대

해서 생리학적인 방어기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면역력이나 자연치유

력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행동체력은 자신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인 작업능력이며, 근육과 관절, 신경 및 골격 등을 

주체로 한 기능을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

  1. 근력과 근지구력

근력은 근육이 동작을 수행할 시에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Force)을 말

한다. 그 힘의 크기는 근육의 횡단면적에 의해 비례한다. 체력의 대표적인 요소로

서의 근육은 절대적인 근력이기 보다는 상대적인 근력 즉, 절대적인 근육을 체중

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고 할 수 있다. 근력의 측정은 대표적으로 

악력이나 배근력, 복근력 및 각근력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최대의 힘을 발휘

하는 근육의 수축형태들은 정적인 수축과 동적인 수축으로 구분되고, 동적인 수축

에 의한 근력은 저항되는 물체들을 이동시키게 되며,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휘되는 힘을 말한다. 근지구력의 형태는 특정근이나 

근력의 일정부하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운동 강도로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영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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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심폐지구력은 순환계와 호흡계가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과 활동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체력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

체에 필요한 산소를 몸속 각 기관과 근육에 공급하여 장기간 지속된 운동 후에 

생기는 노폐물과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장기는 폐와 혈관 그리고 심장의 효과적인 기능들이 포함된다(이지현, 2009).

순발력은 체력 요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운동경기에 있어서 운동능

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높이뛰기와 멀리

뛰기, 단거리달리기 및 포환던지기 등이 순발력을 기초로 한 운동의 형태이다. 

힘 이외의 근육에서 강력성이나 유연성이 있어야만 빠른동작 즉, 높이 뛴다거나 

멀리 뛰고, 빠른 동작을 하거나 할 때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한정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순발력이다(박찬호, 1995). 

  3. 민첩성과 유연성

민첩성은 대게 중추신경계의 판단과 반응속도에 의해 자극전도 속도신경과 근 

협조성 그리고 근 수축의 속도 등의 요인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의 선택적 소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근력은 민첩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근력의 근육수축의 속도를 증진시켜주고, 재빠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성명은, 2010).

유연성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동적유연성과 정적유연

성으로 구별한다. 정적인 유연성은 속도를 배제하고 동작의 가동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중력과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외적인 도움을 받아서 관절이 

최대의 관절가동범위까지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적인 유연성은 요구되고 있는 

움직임에 필요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신체동작의 범위를 말한다(김광준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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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혈중젖산

1. 젖산의 이해

젖산은 혈중에 존재하는 피로물질로 Lactate라고 동의어로 부르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젖산은 고강도의 운동 수행 시 발생하는데 글루코스가 무산소성 에너

지 대사과정인 해당작용을 통해 분해되면서 산소의 공급부족으로 초성포도산과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NADH가 수소이온을 초산포도산에 

공급하면서 젖산이 생성하게 되고 근조직의 산화를 야기해 피로를 유발한다.

운동중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즉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이나 산소공

급의 능률이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유산소성 대사과정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하게 사용하게 되는 무산소 대사를 통한 에너지 공급 중 

발생하는 피로유발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PT와 재합성간의 산

소공급부족에 의한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고강도 운동으로 생성되는 Lactate는 인체 내 체액을 산성화 시키고, 산성화는 

혈액과 근육의 pH농도를 감소시켜 에너지 대사의 둔화 및 억제되어 결국 근활

동을 억제하고 피로를 유발해 운동수행력을 저하시키게 된다(한은상 등, 2019). 

또한 운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

되는 속도가 분해하는 속도를 초과하면 인체 내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근육의 산성화로 이어지고,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는 활동이 억제를 

받게 되면서 피로를 유발함과 운동지속을 할 수 없게 된다(송낙훈과 윤우상, 

2007). 

이처럼 젖산은 피로 물질로 부각되고 체액의 산화를 불러일으켜 신체 산화에 

의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산성물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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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젖산의 회복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중 산소부족이 젖산의 생성 

및 축적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높아진 젖산은 회복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체의 항상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산화되어 배뇨 및 땀 배출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만 반복적,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젖산은 만성화로 이어져 

신체 산성화의 원인이 되며, 근육에 염증유발, 신장결석, 각종 암과 같은 질

병의 원이 될 수 있다(한은상 등, 2018). 

이러한 젖산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레이닝론 측면에서 Cool-Down

을 통한 활동성 회복방법과 영양학접인 접근의 신체 산성을 막기 위한 각종 

항산화제 복용 및 피로회복을 위한 아미노산, 단백질 섭취 또는 젖산의 제

거를 높이기 위한 마사지나 침수환경, 생리학적인 연구에서는 충분한 산소 

공급과 LDH를 통한 전신유산소성 활동회복으로 간에서 당 신생과정을 이용

해 젖산을 다시 ATP로 재 환원하는 Energy Recycle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송윤경 등(2017)의 연구에서는 젖산을 세포 내에서 ATP항상성 유지의 

중요한 매개체인 물질로 글루코스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

는 젖산이 강한 산성을 지닌 피로물질이지만 환경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윤재량과 전해섭(1991)의 젖산회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최대운동에 의한 젖산 축적의 50%정도가 제거되는 데는 활동휴

식 시 약 12분, 비활동 휴식 시 약 28분가량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젖산 회

복에 비활동성 휴식인 완전한 휴식 보다 활동성 휴식이 효과가 높음을 제시

하였다.

반복적인 고강운동이 불가피한 엘리트 선수들에게 젖산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실제경기에서 자신의 최대 경기력 발휘에 있어 치명적일 수 

있으며, 피로유발과 근육활동력을 저하시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체 

산성화를 유발시켜 각종 질병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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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

ɑ-아밀라아제는 타액을 통해 검사가 가능한 스트레스의 한 지표이다. 기타 

소화효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효소이며, 췌장의 말단까지 효소활성

화를 유지하고 식이녹말을 물분자가 작용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가수분해를 

통해 인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타액(salivary 

type)과 췌장(pancreatic type)의 형태로 분비되며, 전분이나 글리코겐, 아밀

로펙트 등의 다당류 글리코시드의 결합을 가수분해 하는 효소의 총칭을 뜻한다

(Chatterton et al., 1996). 일반적으로 ɑ-아밀라아제는 췌장염등 췌장조직에 

관한 질병의 진단이나 관찰에 사용되고 있지만 Kondo 등(1988)의 연구에서는 

비만인이 일반인보다 ɑ-아밀라아제가 높게 측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Cortisol과 Catecholamine을 혈액을 통해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져 왔다. 하지만 혈관 침습적인 측정방법은 혈액채취 자체만

으로도 스트레스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타액을 통한 비침습

적인 측정방법이 고안되어졌다(이상호, 2008). 이후 최근 연구에서는 타액을 

통한 ɑ-아밀라아제 측정이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

하고 있다. 

아밀라아제의 분류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

되며, 다음과 같다.

(1) ɑ-아밀라아제 (2) β-아밀라아제 (3) γ-아밀라아제 (4) iso-아밀라아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아밀라아제 중 ɑ-아밀라아제만이 존재하며, 사람의 타액 

ɑ-아밀라아제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상승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에 감소하게 

나타난다(Yamaguch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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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 내 α-아밀라아제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교감신경계에서의 새로운 지표

로서 타액선이 포함되어 있는 α-아밀라아제로 착안하고 있다. 타액 내의 

α-아밀라아제 분비는 SAM system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경작용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타액 내 α-아밀라아제를 잘 이용하면 타액선이 저 농도

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코르티솔보다도 신속한 

반응으로 스트레스에 뛰어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춘양, 2008).

  <Table 1> α-amylase Reference Table

연번 Stress 범위 기준

1 0 ~ 30 kIU/L Stress 없음

2 31 ~ 45 kIU/L Stress 약간 있음

3 46 ~ 60 kIU/L Stress 있음

4 60 kIU/L 이상 Stress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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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선수

경력 5년 이상인 대상자로 운동그룹 10명, 통제그룹 10명으로 구분하였고, 홀드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시 중에 특정 약물 혹은 보조제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신체적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Item

Group
Height(cm) Weight(kg) Bodyfat(%)

Exercise 

Group(n=10)
175.75±4.80 64.03±2.40 9.23±7.93

Control

Group(n=10)
176.16±4.65 65.20±4.27 8.13±3.0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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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항목 및 방법

1.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과 도구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surement Item and Instrument

Item Measurement Instrument Country

Body 

Composition
InBody 370 Biospace KOREA

Functional 

Fitness

InBody U town

Biospace
Biospace KOREA

Blood Lactate Lactate Pro2 Arkray JAPAN

α-amylase Nipro Nipr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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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방법

  a. 신체조성 측정

체지방율 측정은 체지방량을 체중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고, 

신체질량지수(BMI)의 측정방법은 BMI(kg/㎡)=체중(kg)/신장2(㎡)의 공식이 입

력된  Biospace사의 In-Body 370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측정법은 생체전기

저항분석법으로 최근 실험연구에서 신체 성분 분석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체내로 신호를 주면 그 전기를 통해 도전성이 제일 높은 수분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

Figure 22. InBody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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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능체력 측정

    1) 근력(악력) 

악력계를 잡고 올바로 서서 5초간 최대한 힘을 유지하고, 측정은 양손을 2회

씩 측정을 하며 각각 최고기록 값을 0.1kg 단위로 기록한 뒤 상대악력 산출법에 

따라 결과 값을 구한다.

Figure 23. Muscle Strength Measurement

    2)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등을 매트에 대고 누운 다음 가슴위에 양팔을 겹쳐올린다. 다리를 고정시킨뒤 

시작소리에 맞춰 양족 팔꿈치를 허벅지에 닿도록 하고 1분간 실시한다.

Figure 24. Muscular Endur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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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폐지구력(20m 왕복오래달리기)

선 뒤에 준비 후 출발 신호를 보내면 CD음악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들리기 전

에 20m 반대편에 도달하도록 하고, 다음 신호음이 울릴때까지 기다린 후 신호

음이 울리면 다시 출발한다. 이러한 달리기를 본인의 체력의 수준에 맞게 달리고 

신호음이 울릴 때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횟수를 측정단위로 작성한다.

Figure 25. Cardiopulmonary Endurance Measurement

    4)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검사대상은 발구름판 위에 어깨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준비자세를 취한 뒤 몸과 

팔, 다리에 반동을 주어 최대로 멀리 뛴다. 발꿈치 기준으로 기록을 측정한다.

Figure 26. Pow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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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첩성(왕복달리기)

피험자는 라인 바깥쪽에서 출발준비를 하고 시작신호에 따라 반대편 패드를 

누르고 다시 반대편의 패드를 누른 뒤 또 다시 반대편의 패드를 누르고 반대편에 

있는 출발라인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 한다.

Figure 27. Agility Measurement

    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피험자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 상체를 숙여 최대한 앞으로 

멀리 밀어 2회 측정 중 좋은 기록을 기록한다.

Figure 28. Flexibil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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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혈중젖산 측정

혈중젖산 측정은 Latate Pro2를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알콜솜으로 손끝을 소독 

후 채혈한 다음 젖산 검사지를 기기에 결합 후에 채혈된 혈액을 측정 검사지에 

흡수 시키면 측정기에서 신호음이 나오면 약 5초 후에 측정 결과가 나온다. 

Figure 29. Blood Lactate

Figure 30. Blood Lactat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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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 측정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 측정방법은 NIPRO(JAPAN)로 사용하여 측정시

약을 피험자 혀 밑 부분에 넣고 충분하게 침이 측정지에 묻으면, 그 측정기를 받

아 측정 스트립을 뒤로 당겨 딱 소리 한번 날 때 까지 당겨서 측정기기의 옆에 

삽입을 하고, 레버를 올린 후 10초간 스트립을 확인 후에 레버를 내리고 측정시

약을 다시 한 번 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당긴 후에 기다리면 자동 검사 결과 

값이 나온다.

Figure 31. α-amylase Measure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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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홀드트레이닝 운동을 일일 100분, 주 5회, 총 24주간 운동프로

그램을 실시하였고, 0주와 24주에 각각 기능체력과 혈중젖산 그리고 α-아밀라아

제를 측정하였다. 연구절차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rocess of Study

Selection of Subjects

․ Sports Climber

․ Exercise Group(N=10), Control Group(N=10)

↓

Pre-Test

․ Body Composition(Height, Weight, Bodyfat%)

․ Functional Fitness

․ Blood Lactate

․ α-amylase

↓

Hold Training Program

․ Exercise Type : Hold Training

․ Exercise Intensity : 70-85% HRmax

․ Exercise Time : 100min / a day

․ Exercise Frequency : 5times / a week

․ Exercise Period : 24weeks

↓
Post-Test

․ Body Composition(Height, Weight, Bodyfat%)

․ Functional Fitness

․ Blood Lactate

․ α-amylase

↓

Statistic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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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홀드트레이닝은 <Table 5>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총 24주

간 주 5회 1일 100분(준비운동 10분, 홀드트레이닝 80분, 정리운동 10분)을 실

시하였다.

  Table 5. Hold Training Program

Period Exercise Time Intensity Frequency

Warm-up 10min(stretching)

1-12

weeks

Mon: Hold 80times*20set

Tue: Pull-up

     300times, 5min*10set

Wed: Hold 5min*20set

Thr: Pull-up

     300times, 5min*10set

Fri: Hold 100times*15set

80min

70-75%

5 times / 

a week

13-24

weeks

Mon: Hold 5min*10set

Tue: Hold 40times*10set

Wed: Pull-up

     300times, 5min*10set

Thr: Hold 40times*10set

Fri: Hold 60times*10set

75-85%

Cool-down 10min(str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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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준비운동 1.

Figure 33. 준비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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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준비운동 3.

Figure 35. 준비운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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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준비운동 5.

Figure 37. 준비운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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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준비운동 7.

Figure 39. 턱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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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턱걸이 2.

Figure 41. 턱걸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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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턱걸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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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통계처리

통계처리방법은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결과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고,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20명을 운동그룹(n=10)과 

통제그룹(n=10)으로 구분하고, 홀드트레이닝을 통하여 기능체력과 신체조성, 

혈중젖산 그리고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 요인들의 측정기간에 따른 변화

와 두 그룹 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에서

는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

적인 유의수준 값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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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24주간 엘리트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홀드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능체력과 신체조성, 혈중젖산 및 생리적 기능(α-아밀라

아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위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기능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24주간 홀드트레이닝 참여로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근력의 변화는 <Table 6>, 

<Figure 43>와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43.70±4.96kg에서 사후 47.25±4.65kg

으로 증가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45.26±6.83kg에서 사후 44.86±6.10kg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력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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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Paired Sample t-Test of Muscular Strength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uscular 

Strength

(kg)

Exercise

Group
43.70±4.96 47.25±4.65 -7.526 .001***

Control

Group
45.26±6.83 44.86±6.10 .759 .48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7> 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 of Muscular Strength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14.884 1 14.884 19.825 .001

Time*Group Linear 23.404 1 23.404 31.714 .000

Error(Time) Linear 7.508 10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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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Muscular Strength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49186.760 1 49186.760 762.191 .000

Group 1.000 1 1.000 .016 .903

Error 645.334 10 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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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re-Post Test of Muscul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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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지구력의 변화

24주간 홀드트레이닝 참여로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근지구력의 변화는 

<Table 9>, <Figure 44>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48.83±8.06times에서 사후 

57.67±7.71times로 증가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53.00±4.81times에서 사후 52.50±5.89times로 감소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지구력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Table 10,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Paired Sample t-Test of Muscular Endurance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Muscular 

Endurance

(times)

Exercise

Group
48.83±8.06 57.67±7.71 -16.279 .000***

Control

Group
53.00±4.81 52.50±5.89 .324 .75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0>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Muscular Endurance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104.167 1 104.167 24.934 .000***

Time*Group Linear 130.667 1 130.667 32.531 .000***

Error(Time) Linear 10.167 10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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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Muscular Enduranc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67416.000 1 67416.000 773.563 .000

Group 1.500 1 1.500 .017 .898

Error 871.500 10 8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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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re-Post Test of Muscular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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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지구력의 변화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Table 12>, <Figure 45>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63.00± 

8.06times에서 사후 75.33±4.96times로 증가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63.17±7.33times에서 사후 60.83±7.98times

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심폐지구력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Table 13,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Paired Sample t-Test of Cardiovascular Endurance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Cardiovascular

Endurance

(times)

Exercise

Group
63.00±8.06 75.33±4.96 -4.936 .004**

Control

Group
63.17±7.33 60.83±7.98 2.767 .04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3>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Cardiovascular Endurance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150.000 1 150.000 14.377 .004**

Time*Group Linear 322.667 1 322.667 30.927 .000***

Error(Time) Linear 104.333 10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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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4>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Muscular Enduranc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103228.167 1 103228.167 1109.185 .000

Group 308.167 1 308.167 3.311 .099

Error 930.667 10 9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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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Pre-Post Test of Cardiovascular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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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발력의 변화

순발력의 변화는 <Table 15>, <Figure 46>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232.00± 

17.85cm에서 사후 251.33±7.25cm로 증가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236.61±13.01cm에서 사후 236.67±13.18cm

로 미비하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순발력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6,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Paired Sample t-Test of Power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Power

(cm)

Exercise

Group
232.00±17.85 251.33±7.25 -4.010 .010**

Control

Group
236.61±13.01 236.67±13.18 -.361 .73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6>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Power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590.042 1 590.042 15.634 .003**

Time*Group Linear 532.042 1 532.042 14.097 .004**

Error(Time) Linear 377.417 10 3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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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7>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Power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1371382.042 1 1371382.042 4290.821 .000

Group 165.375 1 165.375 .517 .488

Error 3196.083 10 31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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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Pre-Post Test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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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첩성의 변화

민첩성의 변화는 <Table 18>, <Figure 47>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9.833± 

.43second에서 사후 9.15±.15second로 감소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9.95±.34second에서 사후 10.15±.58second

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첩성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9, 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시기, 그룹, 측정시기*그룹 간 모

든 요인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Paired Sample t-Test of Agility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Agility

(second)

Exercise

Group
9.833±.43 9.15±.15 4.853 .005**

Control

Group
9.95±.34 10.15±.58 -1.417 .21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9>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Agility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358 1 .358 6.153 .033*

Time*Group Linear 1.157 1 1.157 19.906 .001***

Error(Time) Linear .581 10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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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0>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Agility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2291.847 1 2291.847 8284.756 .000

Group 1.887 1 1.887 6.822 .026*

Error 2.766 1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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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re-Post Test of Ag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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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연성의 변화

유연성의 변화는 <Table 21>, <Figure 48>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13.60± 

8.57cm에서 사후 19.30±6.78cm으로 증가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12.80±8.40cm에서 사후 13.50±8.31cm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연성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22,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Paired Sample t-Test of Flexibility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Flexibility

(cm)

Exercise

Group
13.60±8.57 19.30±6.78 -3.239 .023*

Control

Group
12.80±8.40 13.50±8.31 -.750 .48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2>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Flexibility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61.440 1 61.440 10.323 .009**

Time*Group Linear 37.500 1 37.500 6.300 .031*

Error(Time) Linear 59.520 10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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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3>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Flexibility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5256.960 1 5256.960 42.509 .000

Group 65.340 1 65.340 .528 .484

Error 1236.6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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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re-Post Test of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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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중젖산의 변화

혈중젖산의 변화는 <Table 24>, <Figure 49>과 같이 운동그룹에서 사전 11.26± 

4.78mmol/L에서 사후 5.98±3.16mmol/L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9.11±2.43mmol/L에서 사후 8.23± 

2.02mmol/L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젖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25, 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 Paired Sample t-Test of Blood Lactate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Blood 

Lactate

(mmol/L)

Exercise

Group
11.26±4.78 5.98±3.16 5.822 .002**

Control

Group
9.11±2.43 8.23±2.02 1.122 .31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5>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Blood Lactate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57.042 1 57.042 26.337 .000***

Time*Group Linear 29.040 1 29.040 13.408 .004**

Error(Time) Linear 21.658 10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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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6>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Blood Lactat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1795.740 1 1795.740 93.186 .000

Group .015 1 .015 .001 .978

Error 192.705 10 1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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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re-Post Test of Blood Lac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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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의 변화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의 변화는 <Table 27>, <Figure 50>와 같이 운동그룹

에서 사전 35.67±13.67kIU/L에서 사후 27.17±14.04kIU/L으로 감소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통제그룹에서는 사전 33.67±14.12kIU/L에서 

사후 34.00±14.91kIU/L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α-아밀라아제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Table 28,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

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7> Paired Sample t-Test of α-amylase               M±SD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t p

α-amylase

kIU/L

Exercise

Group
35.67±13.67 27.17±14.04 5.937 .002**

Control

Group
33.67±14.12 34.00±14.91 -.219 .83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8> Tests Within-Subjects Contrasts of α-amylase

Source Tim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Linear 100.042 1 100.042 15.293 .003******

Time*Group Linear 117.042 1 117.042 17.892 .002******

Error(Time) Linear 65.417 10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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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9>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of α-amylas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Intercept 25545.375 1 25545.375 64.410 .000

Group 35.042 1 35.042 .088 .772

Error 3966.083 10 3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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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Pre-Post Test of α-am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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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홀드트레이닝을 총 24

주간 실시하여 기능체력과 혈중젖산 그리고 스트레스지표인 α-아밀라아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 분석하여 퍼포먼스향상을 목적으로 홀드트레이

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A. 기능체력의 변화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은 중력의 역방향으로 등반하는 종목으로 리드종목

에서는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등이 요구되며, 스피드 종목에서는 순발력

과 민첩성과 같은 순간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체력적인 요인들이 필요

하다. 스포츠클라이밍 경기 특성상 암벽을 오르게 되고, 매달리기 위한 상

지와 하지의 근육 그리고 코어근육이 동시에 사용된다. 특히 홀드를 잡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완근 사용과 체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코어

근육 또한 동원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hillips et al., 

2012). 전완근의 최대근력은 악력측정으로 확인할 수 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근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은 근력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alas et al., 201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근력측정으로 악력을 실시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두 그

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는 통제그룹보다 별

도의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그룹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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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맞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근력을 강화하는 목적으

로 수행되는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현재(2018)는 근력강화 트레이닝을 통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들의 근력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한울(2020)의 연구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근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근지구력은 근육의 운동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며, 근지구력이 우수한 선수는 심각한 피로를 잘 극복하고 장시간 

운동을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

창국, 박기주, 1999), 스포츠클라이밍과 같은 루트에서 행해지는 오랜 시간 

수행할 때, 근지구력이 중요하다. 또한, 근지구력은 근피로가 발생이 될 때 

까지 동일하게 운동을 반복수행을 한다거나 오랜 기간 동안의 일정하게 긴

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그 측정은 운동의 

반복 횟수, 시간, 유형, 그리고 거리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한국운동생리학

회, 2010).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윗몸일으키기측정으로 근지

구력을 실시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증가한 결

과를 나타냈고, 두 그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일(2019)은 서

킷트레이닝을 통한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근지구력 향상이 되었다고 보

고하였으며, 조승운(2020)도 근력강화 운동을 통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

의 근지구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홀

드트레이닝의 특성상 근력과 근지구력의 향상은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 더 

향상시켜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심폐지구력은 순환계와 호흡계가 장시간 운동이나 일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폐지구력은 스포츠클라이밍 리드경기 시에 장시

간 암벽위에서 경기 시에 필요한 체력적 요소 중 하나이다. 위의 내용과 관

련하여 본 연구에서 심폐지구력 측정으로 왕복오래달리기를 실시하였는데, 



- 64 -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두 그

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수행되는 스포츠클라이밍의 리드 경기에서의 심폐

지구력은 매우 중요한데 홍길동(2017)은 스포츠클라이밍을 수행한 집단에

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Sheel et al.,(2004)도 

경사도와는 상관없이 난이도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순발력은 근육의 섬유가 순간적으로 수축을 할 때 발휘되는 최대의 근력

을 의미하는데, 이 순발력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 스피드 종목에서의 출발 

신호와 함께 짧은 시간동안 폭발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체력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순발력은 기능적인 체력과 관련된 요소로 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

에서 순발력측정으로 제자리멀리뛰기를 실시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

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두 그룹간의 효과에서는 측

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포츠클라이밍의 경우에도 홀드와 홀드 사이를 이동할 때에 강한 순발력이 

요구되는데, 손정준(2013)은 경력에 따라 난이도 동작을 수행하는 경력이 

높을수록 순발력이 높은 수준을 발휘된다고 하였고, 김현재(2018)는 근력

강화 트레이닝이 순발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순간적인 파워를 낼 수 있는 형태의 홀

드트레이닝의 장점을 부각시켰다고 생각된다.

민첩성은 운동 수행 시 신속하게 움직임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신체의 방향

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주로 신경전달의 속도와 근육의 수축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신경전달속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첩성 차이는 근 수축 속도와 시냅스에 

의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정길상, 2004).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민첩성측정으로 10m 왕복달리기를 실시하였는데, 홀드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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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두 그룹간의 효과

에서는 모든 요인(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 그리고 그룹)에서 상호작

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승운(2020)의 연구에서 

스피드종목 선수들의 근력향상 운동이 민첩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였으며, 김한울(2020)의 연구에서도 코어운동이 민첩성에도 긍정적인 향상

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유연성은 인체의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의 범위를 의미

하는데, 관절의 구조와 연결 조직의 신축성,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탄

력성 그리고 긴장으로 인한 이완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유연성은 신체의 과제를 능률적으로 수행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연성의 결핍은 부적절한 동작을 빈번하게 야

기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연성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이다(고영완, 

김종언, 2004).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유연성 측정으로 윗몸앞

으로굽히기를 실시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증

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두 그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인

(2016)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난이도 스포츠클라이밍이 유연성

을 향상시켜주었다고 보고하였고, 문지연(2018)은 10주간 스포츠클라이밍

이 노인 여성들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홀드트레이닝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각 세부 종목마다 필요한 기능적인 체력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 방법을 장기간 운동처방 요소의 질적, 양적요소

에 맞게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여 진행한다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퍼

포먼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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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중젖산의 변화 

신체에 피로감을 주는 혈중 젖산은 운동을 수행하는 초기에 비교적 고강도 

단시간의 운동에서 인체 내에서의 제거율보다 축적률이 높아 피로감을 유발

시킨다고 하였으며, 젖산이 생성되거나 제거될 때에는 운동의 부하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 빈도 그리고 운동의 지속시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혈중젖산에 대한 해석 또한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신

중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수행 할 때, 혈중젖산은 운동을 

수행하는 그룹이 낮게 나타나게 되지만, 최대 하 운동을 수행 할 때는 운동을 

수행하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성준, 2012).

또한, 근육운동의 무산소성 대사에서의 부산물로서 점증적인 운동부하에 따

라서 혈중젖산농도의 적저는 근육안의 세포 속에 수소이온의 증가로 세포의 

질 pH가 감소하게 되고 세포에서의 산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효소의 활성이 

억제가 되고 근육의 수축작용 능력이 저하되게 되며, 이는 근육의 피로를 통

해서 운동의 능력 장애를 야기 시킨다(Wasserman, Whipp, & Koyal, 

1973). 따라서 운동의 부하를 통해 혈중젖산의 농도 적저는 근육의 피로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다(Sahlin, 1986). 혈중젖산은 글루코스의 무산소성 대

사 결과에서 생성되는 강한 산성의 물질로 인체 내에 축적이 되면 조직세포와 

혈액에 국소적으로 산성화 등이 일어남에 따라서 운동에서의 피로를 발생시키

는 중요한 물질이 되며(정일규 등, 2006), 유산소성 운동을 지속하게 될 때에

는 에너지원으로서의 혈중젖산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Donovan & 

Brooks, 1983). 운동 중에 혈중젖산이 0.4%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소이온농

도에 의해서 pH가 감소하게 되고 혈중젖산이 높아짐에 따라서 간에서의 혈중

젖산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피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중젖산의 

증가는 운동의 기능이나 강도를 감소시키게 되고, 근육의 통증을 유발시키게 

된다(Stegmann & Kindermann, 198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혈중젖산 측정으로 침습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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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LT-1730 기기로 측정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

동그룹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두 그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

여 이혜원(2019)의 연구에서 바벨컬 운동이 운동부하 형태의 차이에서 혈

중젖산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운성(2018)의 연구에서도 

순환운동이 검도선수들의 혈중젖산을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한 본 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손정준(2007)은 남자고등학교 스

포츠클라이밍 선수의 체력 수준에 따라 혈중젖산 농도가 다르다고 하였고, 

이성재(2014)는 볼더링 경기 중 다양한 회복처치에 따라 혈중피로물질이 

다르게 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홍일(2019)의 연구에서 서킷트레이

닝이 혈중젖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근력강화트레이닝을 적용한 조승운

(2020)과 김현재(2018)의 연구에서도 혈중젖산의 감소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듯, 집중적으로 실시된 홀드트레이닝은 스포

츠클라이밍 선수들의 혈중젖산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홀드트레이닝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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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리적 기능(α-아밀라아제)의 변화

최근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체력적인 요인들

과 신체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물질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듯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

켜준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홀드트레

이닝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적용하여 선수들의 기능적인 체력과 혈중젖산에 대

한 관계 그리고 생리적 기능을 하는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포함되는 타액 

α-아밀라아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신체는 스트레스라는 자극에 노출이 되면 비특이적인 호르몬을 방출

시키게 되는데(신경희, 2013), 급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부터 뇌하수체까지 자극하고 교감신경계를 통하여 부신수질 안에서 에피네프

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인 카테콜아민 분비하게 된다(고경봉, 2008). 또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은 외적 스트레스의 자극에 의해서 변화하는 호르몬

이며, 경기력 향상을 요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퍼포먼스를 저하시켜 심리적

인 요인과 함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적 스트레스지표인 타액 α-

아밀라아제가 혈중 카테콜아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α-아밀라아제

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 하였고(곽승현 

등, 2015), 스트레스는 단순한 환경적인 자극이나 개인적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Seo, et al., 2015). 현대인들에

게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만성질환이나 사

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Seo et al., 2017). 최근의 연구에서 모든 질병에서 약 80% 정

도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Ryu & Kim, 2012) 이

로 인한 음주와 약물 그리고 사고 등의 경제적인 손실과 2차적인 사고로 이어

지게 되어 사회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재수 등, 1998).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생리적 기능 측정으로 타액 α-아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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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를 측정하였는데,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운동그룹에서 감소한 결

과를 나타냈고, 두 그룹간의 효과에서는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 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울(2020)은 코

어트레이닝이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의 스트레스 지표인 α-아밀라아제의 감

소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전아영(2019)의 연구에서도 골프운동이 중년여성들

의 α-아밀라아제의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김우찬(2010)의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면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

다고 하였고, 서영환(2020)도 점핑운동이 중년비만여성들의 α-아밀라아제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운동의 방법에 따라서도 α-아

밀라아제 감소를 볼 수 있는 연구들이 대다수 있는데, 이승원(2020)의 연구

에서 코어운동이 축구선수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고강도 다빈치바디보드 운동

이 중년여성들의 α-아밀라아제를 감소시켜준다는 윤수미(2019)의 연구결과

와 일치된 결과들을 보였다. 

따라서 홀드트레이닝은 엘리트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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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연구대상자는 엘리트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20명으로 운동그룹과 통제그룹

으로 각각 10명씩 무작위 배정하여, 0주와 24주 측정을 2회 실시하였다. 24

주 동안 운동그룹은 홀드트레이닝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자율적 

운동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각 그룹 내의 사전과 사후 차이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측정시기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방법(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통계설정 

값은 α=.05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능체력의 변화에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그리고 유연성

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보였고, 측정 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첩성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였고, 

측정시기, 그룹, 측정시기*그룹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혈중젖산의 변화는 감소한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측정시기, 측정시기*그룹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리적기능에서 α-아밀라아제의 변화는 운동그룹에서 감소한 결과를 나타

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측정시기와 측정시기*그룹에서 상호작용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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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엘리트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홀드트레이닝

을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기능체력 향상과 혈중젖산의 감소 그리고 생리적 기

능의 지표인 α-아밀라아제의 감소를 보여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트레이닝 방법을 장기간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홀드트레이닝을 지속한다면 보다 더 나은 경기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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