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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 comparedthedifferenceofisokineticmuscularstrength
betweentwogroups;onecomprisedof5healthymalesand5healthy
femalesbetween theageoften to early twenties,and theother
comprisedof10professionalswimmers,5malesand5females,who
havebeen swimming formorethan 5years.Thepurposeofthis
studywastoprovidebasicmaterialstohelpswimmersortrainerson
safetyprecautionsandsafetraining.Wehavereachedthefollowing
conclusion.

1.peaktorqueandpeaktorque% bodyweight
1)Between thepeak torqueofthemaleswimmergroup and male



- vi -

generalgroup,there showed significantdifference in leftinternal
rotationmuscleat60〬/sec,andrightinternalrotationmuscleat120〬
/sec.At60゚/sec,therewassignificantdifferenceonlyattheleftside
ofinternalrotationmuscularstrengthinpeaktorquebybodyweight.
At120〫/sec,therewassignificantdifferenceonly attherightside
of internalrotation muscular strength in peak torque % body
weight.(p<.05)
2)Betweenthefemaleswimmergroupandfemalegeneralgroup,there
showednosignificantdifferenceinpeaktorqueandpeaktorque%
bodyweight.

2.TotalWorks
1)Betweenthemaleswimmergroupandmalegeneralgroup,there
showed significantdifferencein totalworks,in both theleft/right
internalrotation muscle and externalrotation muscle at 60〫/sec.
(p<.05)At120〫/sec,thereshowedsignificantdifferenceonly inthe
left/rightinternalrotationmuscle.(p<.05)
2)Between thefemaleswimmergroup and femalegeneralgroup,
thereshowedsignificantdifferenceintotalworks,only intheleft
internal rotation muscle at 60〫/sec. At 120〫/sec, th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left/right internal rotation
muscle.(p<.05)

3.reciprocalratio
1)Thereshowed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maleswimmer
groupandmalegeneralgroupinreciprocalratio.
2) Ther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emale
swimmergroupandfemalegeneralgroupinreciprocal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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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ficitRation
1)Thereshowed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maleswimmer
groupandmalegeneralgroupindeficitratio.
2) Ther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emale
swimmergroupandfemalegeneralgroupindeficitration.

Synthetically,therewasgreaterdifferencebetween swimmersand
generalpeople in internalrotation muscle than externalrotation
muscle,and showed difference in total works which was not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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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모든 신체 활동은 근 수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근 기능은 운동선수
들의 경기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특히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체력,
경기기술,지적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에서 근력은 운동능력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흥환,1992).
수영 선수들에게 있어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기력

향상의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 보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보다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고,더 나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서종연,2003).
경영경기는 영법별,거리별 세부 종목으로 나눠지는데,각 종목에 따라
하체 동작과 상체 동작의 추진력에 대한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다,평영
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들은 하체 동작보다는 상체 동작을 이용해 추진력
을 얻는다,그러므로 수영선수에게 있어서 상지근력은 경기력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이와 같이 운동선수의 경기 능력은 체력,경기기술,
지적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며,이 중 행동체력은 근력,순발력,유연성,평
형성,민첩성,지구성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근력은 운동능력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흥환,1992).이처럼 근력
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근 기능의 강화가
요구 되고 있다.
근 수축 양식에 의한 저항운동은 등척성 ,등장성,등속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미국 Hislop 등(1967)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isokineticexercise(등속성 운동)은 일정한 운동 속도로 근 수축을 행하
는 것으로 iso는 same을,kinetic은 speed를 의미 한다.(정덕자,2000).
이에 여러 가지 다른 운동 에 비해,전 운동 범위에 걸쳐 근력이 발휘
할 수 있는 최대 근력의 부화를 제공하고,피검자의 근육계에 과부하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적으며,등속성 기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속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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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속근 지근 모두에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사용될 수 있는 등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등속성운동이 등장성이나 등척성 운동에 비해 그 운
동효과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있어 근 관절 측정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
한 측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napik,1983;motzkin,1991).
등속성 운동은 근력 강화의 한 가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학,
재활의학 그리고 정형외과 의 영역에서 관절 수술,골절,근육이나 건 및
인대의 손상후의 평가나 재활치료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
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선수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많
이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등속성 운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근육에 부
화를 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근력을 객관화 할 있다(조종현 등
1999).
견관절부에 상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관절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정
으로 인하여 견관절에서 운동이 일어날 경우 회전근개를 포함함 작은 근
육들이 큰 부하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수영은 상지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다.수영선수들에게는 물의 저항을 거슬러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근
력이 필요하다.그러므로 근력이 강한 선수일수록 좋은 기록을 낼 수 있
는 것이다.(서경미,2005)
그러나 수영선수들의 견관절의 상해 원인으로 근력의 약하나 불균형
그리고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따라서
최근에는 스포츠 관련 상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 기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로 운동선수나 일반인의 근육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근력과 근지구력에 관한 중요성이 모든 기술적인 면에 앞서 요
구되든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일반인과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상지
(견관절)의 근 기능을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트레이닝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하여 등속성 장비를
이용한 근 기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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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수영선수군 10명과 일반인 10명 총 20명을 비교 분석하여 선
수들의 경기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력을 파악하여 향후
수영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안전성이 확보된 트레이
닝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1.최대힘효율과 체중당 최대힘효율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peaktorque와 peaktorque%

BW 차이가 있을 것이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peaktorque와 peaktorque%

BW 차이가 있을 것이다.

2.일의 총량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차이가 있을 것이

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차이가 있을 것이

다.
3.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의 동측 최대 힘효율비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

율)차이가 있을 것이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

율)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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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측 최대우력비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이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차이가 있을 것이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차이가 있을 것이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최대 능력을 발휘하도
록 하였지만,피험자의 심리적 ․ 생리적 상태 및 환경적인 요인 등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2)개개인간의 체격 및 신체조성과 유전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3)본 연구의 대상은 20대 초반의 수영선수 10명과 일반인 10명으로 제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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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peaktorque(최대우력):등속성 근력 측정에서 사용되는 근력의 최대
일량으로 한 지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와 작용점에서 수직으로 작용하
는 근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며,측정 단위로서 Nm,ft-Ib을 사용한다.

2)peaktorque% bodyweight(체중에 대한 최대우력):체중에 대한 최
대 우력치를 백분율(peaktorque/bodyweight×100)나타낸 것이며,단위
는 %이다.

3)totalwork(전체 일량):등속성 근 수축에 의한 반복운동이 일정한 시
간 동안 발휘된 전체 운동량을 의미 하며,이때 단위는 joule을 사용하
다.

4)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율):내회전 근력과 외회전 근력 비율을 말
하며,(externalpeaktorque/internalpeaktorque×100)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5)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비):주로 사용하는 쪽의 최대 우력에 대한
반대쪽의 최대 우력치를 배분율로 환산값을 말한다.

6)아이소키네틱(isokinetic):등속성이란 용어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부하방법이 속도에 의한 저항으로 근 수축 운동 시 발휘되는 근력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조절되는 근력 부화 방법이며 이때 근수축
시 부하는 기기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7)속도 저항(velocityresistance):등속성 운동 시 저항을 주는 방법으로
일정한 속도로 기기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초당 일정한 각 속도로 회전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sec에서 450〬/sec까지 부하속도를
통제할 수 있으나 100〬/sec이하의 속도를 저속 부하,100〬/sec에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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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이상의 속도를 고속이라 부르고 있다.

8)등척성 수축(isometriccontraction):신체 활동에 있어 근력을 발휘하
고도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즉 등척성 수축이란 근섬
유의 길이 변화 없이 장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9)등장성 수축(isotoniccontraction):근육이 수축할 때,근육에 주는 부
하는 변하지 않는데 근육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를 등장성 수축
혹은 동적 수축이라고 한다.

10)등속성 수축(isokineticcontraction):등속성 수축은 속력을 고정시키
고 저항이 조절되는 수축으로 수축 시 근에서 발생하는 장력은 운동 전
범위에 걸쳐 모든 관절간이 최대로 나타난다.즉 관절간의 동일한 속도
로 운동하는 수축을 말한다.

11)근력(musclestrength):근력은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근
수축 (musclecontraction)에 의해 발휘된 장력이다(tension)

12)최대 운동 범위 :토크 테스트를 위한 반복 중에서 가장 큰 운동범위
의 양 방향끝점의 각도를 표시하여 주고,각각의 테스트에서 결과를 출
력한다.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일 때의 운동 범위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빠른 속력에서는 신체 분절이 반대 근육조직의 수동적 정항에 대하여 주
동근이 더 큰 범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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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근근근력력력과과과 수수수영영영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peakperformance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경기능력’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어째든 스포츠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의미한다.또한 peakperformance를 이전
부터 ‘경기력’이라 하여 ‘경기력=기술*체력’의 공식이 있다.때문에 peak
performance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 스포츠 기술만으로 부족하므로
여기에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은 생각은 세계적으로 일
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다 알고 있듯이 체력은 근력,전신지구력,유
연서,민첩성,평형성,순발력,근지구력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 되고
있다.따라서 이들 체력 요소의 모두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 또한
전문 스포츠의 기술이 고수준에 있을 때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
다.이들 체력 요소 중에서도 특히 근력과 파워,전신지구력,유연성의
각 요소는 스포츠 선수의 대부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정덕자,
2001)
인체의 각 관절을 중심으로 발휘하는 근력을 강하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은 동작 수행이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이 실시되었을
때 근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Frank,1980.Daniel,
1982.PipesandWillmore,1975).
그러나 근 수축 속도와 장력 발생의 관계가 고려된 트레이닝 실시가 보
다 우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
현장에서 실시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경우 무게 부화를 이용한 등장성 훈
련이 대부분이라 볼 부 있다.그러나 등장성 훈련의 경우 기기설비의 용
이 및 이용의 간편화로 많은 인원을 훈련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훈련 시 나타나는 동작이 경기에서 요구되는 동일 동작 및 근육
군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 운동 속도나 형태가
유사하지 않은 훈련의 특이성이 결여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이 보완된 훈련이 등속성 운동으로 활동 시 근수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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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부하 속도 및 동작에 의해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기존 방법보다 높
은 근력 향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David,1988.Tomihiroet
al,1984.Gary,1984).
수중에서 정상적인 스트록이나 킥을 할 경우 물 굵기와 킥의 마지막에
힘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무튜브를 사용하면 고무튜브가
늘어날수록 강한 저항이 생김으로써 좋은 자항이 생김으로써 좋은 훈련
성과를 얻을 수 있다(스포츠과학연구원,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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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등등등속속속성성성 운운운동동동

isokinetic은 ‘등속성’또는 ‘동력운동성’이라고 변역되어지기도 하나 일
정한 운동속도에서 근수축을 행하는 의미에 ‘등속성’이라 부르는 것이 타
당하다.
등속성 운동은 부하나 본인이 발현하는 근력과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각속도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특수한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
으며,이러한 각속도는 등속성 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특수한 기계에 의
하여 조절된다.등속성 운동이 1960년 후반에 새로운 운동방법의 하나로
소개된 이래 미국 Cybex사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되고,또한
최근 10여 년간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면서 오늘날 등속성 운동
은 등척성 운동,등장성 운동과 함께 독립된 운동방법의 하나로 인정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운동은 근수축시 운동에 동원되는 골격근
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근수축시 발생하는 장력은 운동부
위에 가속도를 발생시켜 속도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따라서 운동속도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장력은 관절 운동각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이
러한 원리를 제거하기 위해 가속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위적인 기기를
이용하여 제거해버리고 일정한 속도에서 근수축 운동이 일어나도록 근육
에 일정하고 강한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근수축 양식이 등속성 원
리이며 최대 장점은 관절의 운동 전 범의를 통하여 최대로 근 군이 운동
되는 것이다(Thiste등 1967,Hislop,1964).등속성 운동은 이러한 근 생
리 및 생체 역학적 현상을 기초로 실시하는 운동 방법으로 종래의 등장
성 저항운동과 달리 운동 속도를 밀리 설정한 기계에서 실시하는 저항
운동이다.
등속성 운동이 등척성 운동이나 등장성 운동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여
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등속성 운동은 다른 어떤 검사 보다 객
관서이 있는 관절 평가를 할 수 있으며,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재활 치
료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스
포츠 의학 및 재활의학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임사에서 근력이
란 일정한 무게의 물체를 들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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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능력은 근섬유에서 생성된 for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이 때 근육
에서 발생하는 force는 운동 속도와 관절 각도에 의해 달라진다.(강세윤,
1987).운동속도가 빠르면 근육의 힘은 적어지고 운동 중 관절의 각도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섬유 길이 및 생체 역학적 면에서 지레대의 길
이가 달라지게 되어 힘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따라서 관절 운동시 근육
에서 발생하는 힘은 일정하지 않으며,또한 일정한 무게의 저항을 주고
실시하는 등장성 운동에 근육이 맡은 저항도 달라지게 된다(하권익,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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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등등등속속속성성성 운운운동동동과과과 근근근 기기기능능능 평평평가가가

등속성이란(isokinetic)이란 단어는 ‘동등한’또는 ‘일정한(iso)'이라는 의
미와 ‘움직임(kinetic)'의미를 합성한 것이다.
현재 근육과 관계된 체력요인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정적인
상태에서의 절대 근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무게를 이용한 모
든 운동은 움직이면서 근력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의 동적 근력 평가가가 스포츠 상항에서 필요한 자료이므로 동적 근력평
가를 위한 장력 측정이 절대근력 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인구,2002).
등속성 운동에 있어 부화 형태를 같은 동적 근 출력 트레이닝인 등장성
트레이닝과 비교 했을 때 등장성 트레이닝에는 일정의 중량물을 움직이
려는데 있어서 외적으로 근육에 가해질 수 있는 부하는 일정하다.더욱
이 근의 출력이 각 관절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근 수
축 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범위는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자
시작의 관절 각도에 있어 들어올릴 수 있는 부화를 선택하기 위해 관절
각에 의해서는 최대의 트레이닝 부하가 근육 속도에 따라 최대로 발휘하
는 힘이 저항이 된다(김용권,1997).
일반적으로 등속성 근력 측정은 각 관절을 축으로 일어나는 신체 부위
별 근력을 측정한다.따라서 측정 시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운동범
위를 각으로 정하고,운동에 대한 부하를 각속도 단위로 속도저항이 주
어지게 한다.일정하게 주어진 속도 저항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힘,즉 가
속력을 일으키는 힘이 토크 (Torque:Nm)로서 표현된다(윤성원,1992).
각 신체부위의 근력측정 시에는 다른 부위의 근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운동 부위를 제외한 신체를 고정시켜야 한다.등속성 근
력측정에 의한 근육의 기계적 운동 결과는 우력(peaktorque),근 파워
(musclepower),근 지구력(muscleendurance)외에도 순간 가속도 에너지
(torque accelation anergy),일량(work),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력비
(reciprocalratio),좌우 근력차이(bilateraldifference)등을 짧은 시간에
측정하여 근기능을 평가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Davies,
1985.Kannus,1991.Davies,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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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속성 운동을 이용한 평가,즉 부하속도에 의한 근육 장력을
평가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이를 이용한 동적 근력 평가가 이용되고 있
다.이는 동적 근력 평가시 트레이닝 특이성을 고려하여,스포츠 현장에
서 근 수축의 움직임과 동일한 속도에서 근력을 평가할 수 있어 각 종목
별 스포츠 선수에게 근기능의 평가가 매우 정확 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종목별 스포츠 선수에게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 타당도가 매우 높
아 널리 이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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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운동 제한이 없
는 건강한 10-20대 초반의 일반인 남녀 각각 5명과 광주C고등학교 남
녀 각각 5명씩 총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자세한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1.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

222...연연연구구구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측정은 2007년 8월 D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에서 실시하였다.

1)문 헌 조 사:2007.3.2-2007.7.1
2)대상자 선정:2007.7.1-2007.7.10
3)실 험 기 간:2007.8.1-2007.8.15
4)통계처리 및 자료정리:2007.8.15-2007.9.20
5)논 문 작 성:2007.9.21-2007.10.15

성별 나이(년) 신장(cm) 체중(kg) 선수 경력(년)

수영 선수
남자 15.60±11.14 174.80±49.7 62.80±7.69 5.40±2.51

여자 15.80±3.42 166.80±5.54 59.00±4.69 6.20±3.42

일반인
남자 19.20±2.38 166.20±7.46 66.40±13.75

여자 21.00±2.23 160.20±2.16 5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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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 항항항목목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측정 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구는 표2에서 보는 보와 같다

표2.측정 기구

그림1.X-scanplus2& Fit-KEY&PrimusRS

실험 장치 제조 회사(국가) 측정 항목

X-scanplus2
PrimusRS

Fit-KEY

Jawan(한국)
BTE(bltimoreTherapeutic

Equipment,미국)
SCIFT(scientificsolutions
forFitness,캐나다)

체성분 분석기

PeakTorque,Totalwork등

상지에르고니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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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깨 관절 근력 측정
등속성 근력 측정은 부하속도[shoulder(ER/IR):60도/초 ;120도/초]를 각
속도마다 5회 실히 하여 근력 측정 하였는데 먼저 피검자가 최대한 등
속성 근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략 5분 정도
상지 에르고니미터를 사용하여 준비 운동을 했고 측정자가 측정시 기기
의 생소감이나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외회
전 및 내회전 운동을 3회 예비 운동을 실시한 후 본 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시 피험자가 최대 의지력으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험자가 피
검자 옆에서 독려 하였다.

3)근력 검사 자세
어깨관절의 외회전근과 내회전근 검사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피검자의 상체를 견고하게 고정 시키고 어깨 90〬 외전 주관
절 90〬 굴곡한 자세에서 했다.근력은 내회전 60도와 외회전 90도 사이인
150도 범위에서 내회전과 외회전을 검사 하였다.

그림2.견근력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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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 처처처리리리

본 연구 결과의 통계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SION12.0)를 이
용하였으며 각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 t-test를 적용하였으면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을 P<.05
로 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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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C고등학교 수영선수와 일반인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peck
torque,pecktorque% BW,totalwork,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율),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비)에 대하여 등속성 근력 기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최최최대대대힘힘힘효효효율율율과과과 체체체중중중당당당 최최최대대대힘힘힘효효효율율율

수영 선수와 일반인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였을 때의 어깨 외회전근과
어깨내회전근의 구심성 수축시 발휘되는 최대 힘효율과 체중당 힘효율의
결과는<표 3>와<표 4>에서 보는바와 같다.

1)남자 수영선수와 일반인집단간의 pecktorque와 pecktorque% BW
비교

표3.남자 수영선수와 일반인집단간의 peck torque와 peck torque%
BW 비교

*p<.05

Item peaktorque(Nm) peak torque %body
weight

right left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217.6±56.4 225.6±70.5 344.9±72.8 357.8±102.7
일반인 182.4±111.4 153.4±63.6 262.9±122.8 222.2±90.4
t-value 0.286 0.022* 0.201 0.038*

60〬/sec p-value 0.352 0.032* 0.257 0.042*

외회전근
수영선수 201.0±82.2 175.8±56.8 324.4±138.8 281.4±92.5
일반인 181.64±123.8159.4±128.6 262.3±134.7 227.0±131.9
t-value 0.831 0.831 0.831 1.00
p-value 0.914 0.913 0.9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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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0〬/sec최대힘 효율(남자)

그림4.60〬/sec체중당 최대 힘효율(남자)

60〬/sec에서 최대 힘효율의 외회전근력 좌우측 모두 수영선수와 일반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최대 힘효율의 내회전 근력에서는
좌측에서만 남자 수영 선수가 225.6±70.5Nm,일반인이153.4±63.6Nm으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6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
효율의 내회전근력은 우측에서만 남자수영선수가 357.8±102.7%,일반인이
222.9±90.4%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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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20〫/sec최대 힘효율(남자)

그림6.120〫/sec체중당 최대 힘효율(남자)

Item peaktorque(Nm) peak torque %body
weight

right left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272.4±80.1 218.0±43.6 349.8±100.4 344.8±70.9
일반인 187.0±90.5 215.2±191.2 267.5±128.2 299.8±190.6

0.041* 0.394 0.012* 0.522
120〬/sec 0.049* 0.476 0.021* 0.610

외회전근
수영선수 176.2±87.6 199.2±36.6 278.9±136.7 325.4±88.8
일반인 162.8±108.6 166.6±75.6 236.5±120.6 252.4±100.0

1.00 0.831 1.00 0.670
1.00 0.914 1.00 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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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sec에서 최대 힘효율의 외회전근력 좌우측 모두 수영선수와 일반
인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최대 힘효율의 내회전근력에서 우
측에서만 남자 수영 선수가 272.4±80.1Nm,일반인이187.0±90.5Nm으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2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효율 내회전근력 우측에서만 남자 수영
선수가 349.8±100.4% 일반인이267.5±128.2%으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pecktorque와 pecktorque%
BW 비교

표4.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pecktorque와 pecktorque
% BW 비교

Item peaktorque(Nm) peaktorque
%bodyweight

right left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159.6±19.8 171.4±54.1 273.9±56.3 298.8±103.9
일반인 178.0±89.2 156.0±76.1 335.0±166.8 294.7±143.4
t-value 0.754 0.602 0.465 0.754

60〬/sec p-value 0.841 0.690 0.548 0.841

외회전근
수영선수 130.0±23.7 125.8±36.7 222.5±46.8 216.9±75.6
일반인 199.2±104.8 157.2±80.4 376.5±198.5 296.2±151.1
t-value 0.117 0.754 0.076 0.251
p-value 0.151 0.841 0.09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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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0〫/sec최대 힘효율(여자)

그림8.60〫/sec체중당 최대 힘효율(여자)

60〬/sec에서 최대 힘효율 및 체중당 최대 힘효율 내회전근력 외회전근
력 좌우측 모두 수영선와 일반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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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120〫/sec최대 힘효율(여자)

그림10.120〫/sec체중당 최대 힘효율(여자)

Item peaktorque(Nm) peak torque %body
weight

right left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157.6±25.4 160.6±36.3 270.0±56.43 276.6±80.5
일반인 188.2±87.46 147.8±70.3 353.87±162.5279.0±132.1
t-value 0.754 0.465 0.456 0.754

120〬/sec p-value 0.841 0.548 0.548 0.841

외회전근
수영선수 129.4±19.7 126.6±39.9 219.6±36.4 218.7±80.4
일반인 186.2±78.7 162.8±111.7 352.4±150.5 306.9±210.0
t-value 0.117 0.754 0.628 0.917
p-value 0.151 0.841 0.6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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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sec서 최대 힘효율 및 체중당 최대 힘효율 내회전근력 외회전근력
좌우측 모두 수영선와 일반인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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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의의의 총총총량량량

수영선수와 일반인의 내회전근과 외회전근의 totalwork에 대한 결과는
<표 5>와<표 6>에서 보는바와 같다.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비교

표5.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비교

*p<.05

그림11.60〬/sec일의 총량(남자)

Item Totalwork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890.0±295.6 928.4±267.3
일반인 464.8±274.3 365.8±250.0
t-value 0.011* 0.011*

60〬/sec p-value 0.010* 0.010*

외회전근
수영선수 746.8±147.7 701.8±235.41
일반인 358.8±184.0 326.0±135.3
t-value 0.011* 0.011*
p-value 0.0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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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sec에서 totalwork는 내회전근 우측 수영선수890.0±295.6일
반인 464.8±274.3 좌측 수영선수928.4±267.3일반인365.8±250.0외
회전근 우측 수영선수746.8±147.7일반인358.8±184.0좌측 수영선수
701.8±235.42일반인326.0±135.3로 양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p<.05

그림12.120〬/sec일의 총량 (남자)

120〬/sec에서 내회전근 우측 수영선수 920.0±323.5일반인 400.2
±289.6좌측 수영선수 946.2±265.2일반인399.4±272.9 양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Item Totalwork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920.0±323.5 946.2±265.2
일반인 400.2±289.6 399.4±272.9
t-value 0.011* 0.011*

120〬/sec p-value 0.010* 0.010*

외회전근
수영선수 614.4±92.5 652.8±312.1
일반인 400.2±205.7 376.6±192.7
t-value 0.051 0.055
p-value 0.058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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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비교

표6.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비교

*p<.05

그림13.60〬/sec일의 총량 (여자)

60〬/sec에서 totalwork는 내회전근 좌측에서 수영선수745.0±198.5일반
인317.6±118.0로 양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Item Totalwork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594.2±218.7 745.0±198.5
일반인 345.6±149.6 317.6±118.0
t-value 0.117 0.009*

60〬/sec p-value 0.151 0.005*

외회전근
수영선수 572.4±10378 533.0±135.8
일반인 413.6±236.8 334.6±166.2
t-value 0.117 0.076
p-value 0.151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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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그림14.120〬/sec일의 총량(여자)

120〫/sec에서 totalwork는 내회전근 우측에서 수영선수708.2±163.6 일
반인 355.6±137.1좌측 수영선수746.2±176.5일반인 273.6±104.8로 양 집
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Item Totalwork
right left

내회전근
수영선수 708.2±163.6 746.2±176.5
일반인 355.6±137.1 273.6±104.8
t-value 0.016* 0.009*

120〬/sec p-value 0.016* 0.008*

외회전근
수영선수 612.0±80.7 562.6±161.7
일반인 373.6±158.8 359.8±225.4
t-value 0.047 0.076
p-value 0.056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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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내내내회회회전전전근근근과과과 외외외회회회전전전근근근간간간의의의 동동동측측측 최최최대대대 힘힘힘효효효율율율비비비

견관절 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율)에 대한
결과는 <표 7>와<표 8>에서 보는바와 같다.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 (동측근력
비율)비교

표7.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 (동측근력
비율)비교

60〬/sec120〬/sec에서 동측 근력 비율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Item reciprocalratio
right left

60〬/sec
수영선수 82.35±57.2 70.98±72.51
일반인 92.58±55.77 92.32±58.19
t-value 0.201 0.052
p-value 0.257 0.058

120〬/sec
수영선수 61.9±56.9 86.91±61.95
일반인 78.3±59.3 78.6±47.97
t-value 0.201 0.831
p-value 0.25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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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율)비교

표8.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 (동측근력
비율)비교

60〬/sec120〬/sec에서 동측 근력 비율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444...양양양측측측 최최최대대대우우우력력력비비비

견관절 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비)비교에
대한 결과는 <표 9>와<표 10>에서 보는바와 같다.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이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비교

Item reciprocalratio
right left

60〬/sec
수영선수 85.65±74.4 85.9±91.5
일반인 109.4±85.9 103.1±82.8
t-value 0.251 0.117
p-value 0.310 0.151

120〬/sec
수영선수 88.6±70.1 72.9±90.72
일반인 109.3±82.9 95.5±95.8
t-value 0.175 0.119
p-value 0.222 0.118



- 30 -

표9.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이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비교

60〬/sec120〬/sec에서 양측 최대우력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비교

표10.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
력비)비교

60〬/sec120〬/sec에서 양측 최대우력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Item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비)
60〬/sec 120〬/sec

내회전근
수영선수 99.91±18.84 100.33±28.03
일반인 118.26±33.2 97.5±40.1
t-value 0.915 0.201
p-value 0.914 0.257

외회전근
수영선수 116.8±34.5 94.1±53.1
일반인 120.9±39.6 91.5±24.3
t-value 0.286 1.00
p-value 0.352 1.00

Item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비)
60〬/sec 120〬/sec

내회전근
수영선수 103.0±34.2 100.0±11,7
일반인 116.16±286 129.8±28.4
t-value 0.346 0.059
p-value 0.421 0.056

외회전근
수영선수 114.9±42.4 126.5±79.6
일반인 128.1±19.1 126.4±28.5
t-value 0.754 0.347
p-value 0.84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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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등속성 운동은 저항 운동의 한 형태로서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지
금은 스포츠의 한 분야나 재활의학 분야에서 근골격계 상해환자에 대한
평가나 재활치료 그리고 전문 운동선수들의 관리를 위해 폭 넓게 이용
되고 있다.
등속성 장비를 이용한 근기능 평가 및 운동은 신체 대부분의 관절에서
가능 하지만 국내의 경우 등속성 평가에 대한 기준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외국의 자료를 참고하고 평가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영선수들과 일반인의 내회전근 및 외회전근의
등속성 운동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변인들 중,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변인인 최대우력 주동근과 길항근의 비율,양측 최대 우력비등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111...최최최대대대힘힘힘효효효율율율과과과 체체체중중중당당당 최최최대대대힘힘힘효효효율율율

본 연구에서 남자 최대 힘효율의 내회전근력은 좌측 부하 속도 60〫
/sec에서 남자 수영 선수가 225.6±70.5Nm,일반인이153.4±63.6Nm으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120〬/sec에서는 최대 힘효율의 내회전근력에서 우측에서만 남자 수영선
수가 272.4±.80.1Nm,일반인이187.0±63.6Nm,으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여자 수영선수와 일반인 집단간에서 60〬/sec,120〬/sec에서 최대힘효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남자는 내회전 근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여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수영 영법 중에서 배영을 제외한 나머
지 자유형,평형,접영은 스트록을 할 때 외회전근력 보다 내회전근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또한 운동
속도에 따른 peak torque의 변화에 대하여 견관절부 근육들의 peak
torque는 강세윤등(1991)은 듣는 쪽의 모든 근육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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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하였으며,슬관절에 관한 연구에서 운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등속성 peaktorque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감소율을 보였다.
perrine(1993)은 peaktorque는 사용 근육의 최대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할 용 된다고 보고한 바,있으며 또한 torque혹
은 발현된 힘을 총체중의로 나룰 경우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운동선수의 신체적 크기(bodysize)나 체형에 따라 개인별
peaktorque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합리적인 등속성 평가를 위해 피검자
의 체중으로 나누어 산출해야 한다.
6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효율의 내회전근력은 우측에서만 남자수영선
수가 357.8±102.7%,일반인이222.9±90.4%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12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효율 내회전근력 우측에서
만 남자 수영 선수가 349.8±100.4% 일반인이267.5±128.2%으로 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여자 수영선수와 일반인 집단간에서 60〫/sec,120〫/sec에서 체중당 최
대힘효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22...일일일의의의 총총총량량량

등속성 근수축에 의한 반복운동이 일정한 시간동안 발휘된 전체 운동량
을 의미 하여 이때 단위는 joule로 표시 하였다.
반복 운동 중 근육이 한 일의 총량으로 Distance×force의 총합이다
같은 운동을 하였을 겨우 peaktorque증가하게 되면 Force값을 증가
시켜 단위시간당 실행하는 일의 양이 증가 되게 된다.이러한 증가는 근
력 증가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반복 횟수를 시행하며 peaktorque값이 키,체중,체표
면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표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총 일량이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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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내내내회회회전전전근근근과과과 외외외회회회전전전근근근간간간의의의 동동동측측측 최최최대대대 힘힘힘효효효율율율비비비

Ivey등(1985)은 굴근과 신근간의 힘효율비와 부상발생가능성과의 관계
에 대해서 언급 하였으며,굴근과 신근간의 힘효율비는 운동선수군에서
는 운동종목에 따라 달라진다는 보고들이 있다(Etheridgeetal,1979
;richard& Hinton,198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영선수의 견관절 등속성 근기능 역시 슬관절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다만 선행 연구에서 실제 운동동작을 응용한
견관절 등속성 근기능 평가의 대분이 굴곡과 신전 근력을 평가가 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60〬/sec에서의 평가보다 120〬/sec에서 효율이 높다고 생각되
므로 실재 스포츠현장에 의미 있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특히 대부분 선행연구는 운동동작이나 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회
전이나 내회전의 근기능을 평가 하지 않았었다...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
의 동측 최대 힘효율비가 예를 들어 신길수(1997)는 대학 야구선수와 핸
드볼선수의 굴곡과 신전 근력을 홍순모와 이강우(1994)의 연구 역시 투
창 선수들의 신전근력과 굴곡근력을 펴가 하는 등 주로 굴곡과 신전 시
의 근기능 평가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두 근육군이 균형 있게 발달하였
는지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회전과 외회전의 비율을 본 연구에서 제시
하여 향후 선수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운동 속도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수영선수 모두가 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의 동측 최대 힘효율비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운동 선수
에게 훈련으로 인하여 내회전근의 근력 증강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 된
다.향후 부상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적
절한 보완이나 재활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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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양양양측측측 최최최대대대우우우력력력비비비
Nicholas등(1989)육상 선수들의 경우 하지의 좌우 결하비가 10% 이상
이면 대쉬동작시 상해 위험이 크다고 하였으며,특히 약한 부위에서 좌
상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또한 박수연(1998)도 양측 근력의 균
형을 강조하였으며 양측 근력이 10%이상 차이가 있을 때 부상당할 가
능성이 많다고 하였다.이 수취는 약해진 쪽의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또는 손상 예방 및 기능적 회복을 위한 균형 유지 평가 기준
으로 써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견관절의 좌우측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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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초반 10대 중반의 일반인 남,여 각각 5명과 수
영 운동 경력이 5년 이상 된 수영선수 남녀 각각 5명을 대상으로 등속성
근력 측정을 통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1.최대힘효율과 체중당 최대힘효율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최대힘효율은 60〬/sec에서 좌측

내회전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120〬/sec에서 우측 내회전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6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효율의 내회전 근
력은 좌측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20〬/sec에서 체중당 최대 힘효
율 내회전근력 우측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최대힘효율과 체중당 최대 힘

효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일의 총량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s는 60゚/sec에서 좌

우측 내회전근 외회전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20〫/sec에서는 좌우측 내회전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totalworks는 60゚/sec에서 좌

측 내회전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20゚/sec에서 좌우측 내회전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내회전근과 외회전근간의 동측 최대 힘효율비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

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reciprocalratio(동측근력 비

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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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측 최대우력비
1)남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이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여자 수영선수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deficitratio(양측 최대우력

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영선수들과 일반인간의 차이는 외회전근
보다 내회전근에서 많이 나타났고,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일
의 총량에서 차이를 보였다.결론적으로 등속성 근기능의 강화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통해 발달된 신경근이 원활하게 유지 될 때 부상의 위험
을 줄이고 경기력을 향상 시킨다.따라서 선수에게 경기 종목 특성에 따
라 최상의 근력,근파워,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개인
특이성이 고려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고 사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수가 수영선수 10명 일반인10명으로 전체 수영
선수를 대변하는 결과라 볼 수 없으며 더 많은 등속성 변인들을 비교하
자 못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그러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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