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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적, 정적 스트레칭을 적용하여 점프 높이와 점프동안의 근활성도를 측
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0명의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2 group으로 각각 10명씩 나누었다. 각 각 다른 그룹에 동적, 정적 스트레칭을 적용하였다. 

스트레칭 적용 전후에 점프 높이와 점프동안의 외측광근과 비복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처리는 공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과는 동적 스트레칭이 정적 스트레칭보다 점프높이(p<.05)와 점프 동안의 외측광근의 
근 활성도(p<.05)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동적스트레칭을 준
비운동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수직점프, 근활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methods of stretching in sports 
activities. The subjects were normal adults, the applied exercise was dynamic and static stretching and the 
research methods were measuring the jump height and muscle activity during jumping with subsequent data 
comparison and analysis. Twenty normal adul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and each group performed 
dynamic or static stretching. Jump height and the vastus lateralis and gastrocnemius muscle activities were 
measured during jumping, which was performed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stretch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 analysis of covari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dynamic stretching was more effective than 
static stretching with respect to both jump height (p<.05) and muscle activity of the vastus lateralis (p<.05). 
Consequently, it was believed that dynamic stretching should be applied as a warm-up exercise for athletes who 
need to build and maintain high musc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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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트 칭은 일반 으로 지연성 근육의 통증(soreness)

을 경감하거나[2], 방[3], 에 한 운동범 를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4] 한 짧아진 근육으

로 인한 손상의 험을 방지하기 하여 사용된다[5]. 그

리고 보편 으로 신체  활동을 하기 에 심신 비의 

목 으로 보편 으로 사용된다[6]. 정  스트 칭은 선수

들의 수행(performance)력 강화와 부상 험을 감소시키

기 한 비 운동으로 자주 이용된다[7]. 정 인 스트

칭은 가장 일반 인 방법이며[8], 을 끝 지 까지 통

증의 발생 이 까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7]. 그리고 

가동범  증가와[9], 가동범 의 극 화를 통해 

의 응(coordination)을 개선하여 수행을 향상시킨

다[10]. 한 건과 근육섬유의 순응도, 힘용량의 증가로 

인해 근-건부 (musculoten -dinous unit)에 손상을 방

지하는 방법으로 지지되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 정  스트 칭이 부상 험을 일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정 인 증거들은 부족하며[11],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정  스트 칭 용 후에 근육의 근력

이 감소한다고 하 다[12][13][14][15]. 

최근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운동의 일환으로 동  

스트 칭이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  스트

칭은 체온상승, 근 류량 증가, 신경 도 속도 개선 효

과로 인하여 수행력 향상에 정  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16]. 한 신경근 활동의 감소 없는 의 운동을 

통하여 유연성을 증가 시키며[8], 신경근 기능의 증진과 

응  균형의 증진을 가져온다[17]. 동  스트 칭은 

실제 스포츠 동작과 유사한 움직임 패턴을 사용하기 때

문에 응성 증가는 물론, 스포츠 련 기술의 행연습

을 한 기회를 제공한다[18]. 동  스트 칭은 워킹런지

(walking lunge), 무릎 높이들기(high knee pulls), 카오리

카(carioca)와 같은 운동들을 진 으로 가속화 하면서 

수행한다[7]. 사  연구에 의하면, 동 인 스트 칭 이후 

달리기 [19], [20] 그리고 최  힘 생성 능력[21]에 효

과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정상 성인들을 상으로 정  스트 칭과 

동  스트 칭 용후의  시 최  높이와 근 활성도

를 비교함으로써 스트 칭에 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다. 동작은 하지의 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인 운동과제로써 신체추진을 한 근골격계의 동

역학  기 과 운동 제어등 다양한 기 들을 규명하기 

해 사용되며[22][23], 간단하면서 신뢰도 있는 운동 과

제이다[1]. 수직 동안 시 신체 심  높이와 속도는 

스포츠 활동과 교육의 장에서 근육의 응  신체  능

력을 평가하는 기능  방법으로 흔히 이용된다[24].

비록 스포츠 역에서 정  스트 칭과 동  스트 칭

이 각 각의 연구는 진행 되고 있으나 정 , 동  스트

칭에 용후의 수행능력의 간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상으로 정 , 동  스트

칭후의 성 효과를 알아 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스트 칭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실험방법

2.1 연구 대상자

이 연구의 상자는 S 학교 재학 인 건강한 남성 

20 를 상으로 하 다. 상자는 동  스트 칭그룹과 

정  스트 칭그룹으로 각각 10명씩으로 구성하 다. 연

구 상자은 22-24세 미만으로 모두 근골격계 질환이 없

는 건강한 상태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한 

실험하기 24시간 에 강렬한 운동을 피하도록 지시하

다. 무작  추출법을 통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Characteristics DSG SSG t p

Number 10 10

Age(years) 24.10±1.37 23.30±0.94 -.1.52 .996

Height(cm) 174.30±5.77 173.60±4.38 -.044 .443

Body 

weight(kg)
73.70±3.68 75.50±3.13 -.784 .146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lues are mean±SD

 DSG: Dynamic Stretching Group

 SSG: Static Stretching Group

2.2 실험과제 및 절차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상자의 신체  

특성을 측정한 후 두 그룹으로 무작  추출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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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정하 다.  높이와  시 근활성도를 측정하

다. 동  스트 칭(n=10)과 정  스트 칭(n=10)을 

용 후에  높이의 변화와 근활성도의 변화율 측정하

다. 스트 칭 로토콜은 Talyor 등[25]의 연구를 근거

로 시행하 다. 동  스트 칭은 12가지 방법으로 구성

하 다(Table 2). 각 각의 스트 칭에 10-15 간의 휴식

을 제공 하 으며, 총 15분 동안 시행하 다. 

정  스트 칭은 9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모든 스트 칭은 30  동안 시행 하 고, 스트 칭은 

각 양쪽 하지에 용하 으며, 총 15분 동안 시행하 다. 

스트 칭 용 후 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수직 

와  동안에 근 활성도를 측정하 다(Figure 1). 

Pre-Test

Vertical Jump & Surface EMG (n=20)

Dynamic Stretching

(n=10), 15min

Static Stretching

(n=10), 15min

Post-Test

Vertical Jump & Surface EMG (n=20)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tudy 
design and testing procedures used.

1. High Knees X 3(over 20 m)

2. Butt flicks X 3(over 20 m)

3. Carioca x 2 (over 20 m)

4. Dynamic hamstring swings x 10 each side

5. Dynamic groin swings x 10 each direction

6. Arm swing-forwards/backwards x 10 each direction

7. Faster high knees (shorter stride)over 10m x 4

8. Side stepping over 30 m x 2

9. Spiderman walks over 20 m

10. Sideways low squat walks x 10 steps each direction

11. Upper body rotation x 10 each direction

12. Run through over 20 m: 70% x2, 80% x2 (over 10 m)

<Table 2> Dynamic stretching method

1. Standing calf stretch

2. Kneeling Achilles tendon stretch

3. Seated hamstring stretch

4. Seated gluteus maximus stretch

5. Standing quadriceps stretch

6. Lying lower back stretch

7. Seated groin stretch

8. Kneeling hip flexor stretch

9. Quadratus lumborum stretch

<Table 3> Static stretching method

수직  유형은 이행섭 등[26]의 연구에 세 가지 유

형 에   팔의 스윙과 무릎 반동(Arm with 

countermove ment)을 이용한 수직 를 수행하 다

(Figure 2). 참가자들은 실험 일주일 에 비디오 교육을 

통하여 동 , 정  스트 칭과 수직 에 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  연습을 통해 과제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하 다. 참가자들은 스트 칭 에 3회의 최  수직

를 측정 하 다. 동  스트 칭과 정  스트 칭 수행 후 

최  수직  3회를 측정하 다. 각각의 스트 칭 용 

후 5분후에 평가되었으며, 조건에서의 수행 간에는 1

분의 휴식을 하도록 하여 피로 요인을 통제 하 다. 참가

자들은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탄력성 하의만을 입은 채 

실험에 참가 하 다(Figure 2). 

[Fig. 2] Jump test 
(A. Preparatory stage, B. Jump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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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 SSG

t 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Jump Height (cm) 44.94±3.58 53.32±4.20 46.10±3.02 49.65±3.57 8.73 .01*

Values are mean±SD, *p<.01

DSG: Dynamic Stretching Group

SSG: Static Stretching Group

<Table 5> Comparison of vertical jump height of each stretching method.

2.2.1 운동역학적 자료의 수집  

의 높이는 G-jump(BTS Inc, Italy)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G-jump의 측정은 G-sensor를 벨트의 주머

니에 고정 후 요추 5번부 에 착용 후  높이를 측정

하 다. 측정된 높이는 G-Studio를 통하여 분석하 다. 

2.2.2 근전도 자료의 수집

오른쪽 하지의 외측 근(Vastus laterlis; VL)과 비복

근(Gastrocnemius; GCM)에 부착하 다(Table 4).  

동안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하여 MP 100 무선 근

도 시스템(Biopac System Inc, USA)을 이용하 다. 피

부 항을 감소시키기 하여 부착부 의 털을 제거하고 

가는 사포로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하 다.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하여 피부를 깨끗이 닦은 후 이극 표면 

극(bipolar electorde)를 각각의 근육의 부착하 다. 측정

된 신호는 Acqknowledge 3.91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처리 하 다.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Hz로 설정하 고, 잡음을 최소화하기 하여 역 

여과 필터(notch filter) 60 Hz 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 30Hz~500Hz를 사용하 고, 수집된 신호는 완 정

류 한 후 RMS(root mean square)처리 하 다.

Muscle Location

Vastus lateralis 

Approximately 10cm superior an 6 to 8 lateral 

to the superior border of the patella, and 

orientated 15 to the vertical. 

Gastrocnemius
Distal from the knee and 2cm medial or lateral 

to midline.

<Table 4> Location of electrodes  

2.3 자료분석

스트 칭 방법에 따른  높이와 시 근활성도

를 비교하기 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 으며, 독립표본 T로 정규성 검정

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win 17.0을 이용

하 다. 통계학  유의수 은 =.05로 하 다.  

3. 결과

3.1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점프 높이의 비교

스트 칭방법에 따른  높이의 변화는 동  스트

칭 그룹은 44.94±3.58cm에서 53.32±4.20cm로 높이 변

화가 일어났으며, 정  스트 칭 그룹은 46.10± 3.02cm에

서 49.65±3.57cm로 높이 변화가 나타났다. 스트 칭 방법

에 따른  높이의 변화는 통계학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able 5)(p<.01).

3.2 스트레칭 방법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스트 칭 방법에 따른 동안의 외측 근의 변화는 

동 스트 칭 그룹은 90.57±11.25㎶에서 114.51±3.57㎶로 

근활성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정  스트 칭 그룹은 

96.27±10.93㎶에서 113.85±17.97㎶로 근활성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비복근의 변화는 동  스트 칭 그룹은 

93.60±4.17㎶에서 114.02±15.20㎶로, 정  스트 칭 그룹

은 93.21±4.65㎶에서 112.15±12.06㎶의 변화가 나타났다.

스트 칭 방법에 따른  동안의 외측 근은 통계

학  유의성이 있었으나(p<.05), 비복근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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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 SSG
t 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VL (㎶) 90.57±11.25 114.51±3.57 96.27±10.93 113.85±17.97 4.57 .05*

GCM (㎶) 93.60±4.17 114.02±15.20 93.21±4.65 112.15±12.06 1.26 .280

Values are mean±SD, *p<.05

DSG: Dynamic Stretching Group

SSG: Static Stretching Group

<Table 6> Comparions of muscle activity of VL and GCM by stretching method.

3. 논의

동  움직임이 많이 발생되는 스포츠 장에서 비 

운동을 한 일환으로 정  스트 칭을 부분 으로 활용

하고 있으나, 몇몇의 연구에 의하면, 힘과 워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에서 지나친 정  스트 칭은 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7][28]. 본 연구는 

동 , 정  스트 칭의 성 효과를 알아 으로써 스포

츠 장에서 효율 인 스트 칭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스트 칭 방법에 따른 높이와 시 근활성도 

값에서 동  스트 칭이 정  스트 칭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ornwell 등[14]은 고 과 무릎 신 근의 100  동

안의 정  스트 칭 후에 반동 후 에서 감소한다고 

하 다. 이러한 근육의 힘과 워의 감소 반응은 스트

칭 이후에 근건 합부 단 (muscular tendon unit;MTU)

의 탄성에 감소로 나타난다고 하 고[29]. Shrier [30]

은 반복되는 정  스트 칭이 근육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손상으로 인해서 근 수행력의 감소로 올 수 있

다고 하 다.

반면에 McMillian [31]등의 연구에서 운동선수를 26명

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  스트 칭 그룹이 정  스

트 칭 그룹, 재를 하지 않은 조군과 비교하여 순발

력 검사와 5 걸음 에서 더 높은 수를 획득하 고, 

Carvalho [32]등의 연구에서도 4그룹( 조군, 수동  스

트 칭, 능동  스트 칭, 동  스트 칭)에 각각의 재

를 5분간 용한 후 수직  높이를 비교한 결과 다른 

정  스트 칭에 비해 동  스트 칭이 수직  높이가 

증가 하 다. Perrier [33]등의 연구에서도 동  스트 칭 

그룹이 정  스트 칭 그룹에 비해 반동 후 가 높게 

증가하 으며, 정  스트 칭 그룹과 비 스트 칭과의 

비교에서는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스트 칭의 방법은 다르지만 동  스트 칭 그룹이 정  

스트 칭 그룹에 비해  높이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  스트 칭 그룹에서  

높이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Power [34]의 연구에서는 

퇴 사두근에 정  스트 칭을 270 간 용후에 등척

성 수축의 힘이 9.5% 감소하 으나  수행에서는 감

소하지 않았고, Knudson [35]등의 연구에서도 정  스트

칭을 총 45 (15 씩 3회)을 용한 결과 수직  높

이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정  스트 칭의 용 시간

이 근 수행력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도 정  스트 칭을 용한 그룹에서 높이와 근 

활성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  스트 칭 9가

지 방법을 각 각 30  동안 용한 결과 조직의 손상 없

이 근육을 수행능력을 감소시키기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owles [12]등의 연구에서는 발목 측굴곡근의 정  

스트 칭을 15 간 13세트 용 후 측 굴곡근의 MVC 

토크가 감소한다고 하 다. Yamaguchi [21]의 연구에서

는 건강한 상자 12명을 상으로 8분간 하지 신 근에 

동  스트 칭을 용한 그룹에서 재를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5%, 30%, 60%의 부하율에 따라 하지 신

근의 MVC(maximal voluntary contraction)에서 조

군에 비해 워가 더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동  스트 칭을 용한 그룹에서 외

측 근의 근활성도가 정  스트 칭에 비해 근 활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 칭의 방법에 따른 

시 비복근의 근활성도의 통계학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Kim [23]등의 높이에 따른 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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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의 한 연구에서도 비복근은 높이에 상

없이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  스트 칭은 근육활동으로 인

한 류량 증가, 근육의 온도, 산소와 에 지 소비 달을 

증가시키며[16], 근-건 합부의 탄성을 증가 시킨다

[36].  근육활동 후 강화작용(post-activation potentia 

-tion; PAP)으로 운동단  동원의 역치를 낮게 하고 근

육에 십자교의 형성 비율을 증가 시켜 근수축의 효율성

을 증가시킨다[37]. 구심성 근육 수축에서 원심성 수축으

로의 한 환으로 폭발 인 힘의 생산을 증가시켜

[19], 높이와 동안의 외측 근의 근활성도를 증

가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  스트 칭 이후에  높이와 외측 근의 근

활성도가 증가된 결과는 운동단  활성의 메카니즘이 증

가하여 동  스트 칭이 수행을 효율 으로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상자의 수가 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

한 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자로 지속 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상으로 정 ·동 , 스트 칭

의 성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  스트 칭 용한 그룹에서 정  스트 칭

을 용한 그룹보다  높이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동  스트 칭을 용한 그룹에서 정  스트

칭을 용한 그룹보다 동안의 외측 근의 근활성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스포츠 활동  경기력 향상을 

하여 비운동에 정  스트 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동  스트 칭의 요

성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동  스트 칭이 

 높이와 하지의 근활성도에 효율 임을 알 수 있었으

며 강한 힘을 요구하는 스포츠 수행능력을 향상에 효율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  

스트 칭과 동  스트 칭이 피로도의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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