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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넙다리곧은근에 용한 정   탄성  스트 칭의 유지기간을 알아보기 하여 남성 22명을 

상으로 정  스트 칭 군 11명과 탄성  스트 칭 군 11명을 스트 칭 용 , 용 후 30 , 1분 후, 3분 후, 

5분 후, 10분 후에 앙주 수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의 변화를 분석하 다. 앙주 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정  스트 칭군과 탄성  스트 칭군 모두에서 3분후까지 감소되었

다가 증가되었다.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은 시간에 따른 변화와 군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정  

스트 칭군은 3분후까지 감소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되었으며, 탄성  스트 칭군은 5분후까지 감소되었다

가 증가되었다. 결론 으로 스트 칭 용 후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 으며, 정  스트 칭보다 탄성  스트

칭의 효과가 조  더 길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22 male subjects to examine the maintenance period of static and ballistic stretching applied to rectus 

femoris, divided them into 11 static stretching group and 11 ballistic stretching group and analyzed changes in median frequency 

and in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before stretching and at 30 sec, 1 min, 3 min, 5 min, and 10 min after stretching. 

Median frequen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according to time and groups after the test of main effects. It was 

reduced after 3 min. in both static stretching and ballistic stretching groups and then increased again.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according to time and groups from the results of the main effect test. Static 

stretching group was reduced at 3 min after the experiment and then increased after that and ballistic stretching group was reduced 

at 5 min after the experiment and then increased again. In conclusion, changes were shown according to time after stretching and 

the effects of ballistic stretching were maintained a little longer than those of static stretching.

키워드

Stretching, Muscle Activity, MVIC

스트 칭, 근활성도,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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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에 한 요성이 두되

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극 참여하고 있다

[1],[2]. 이처럼 운동이나 야외활동의 증가로 인해 나

타날 수 있는 운동상해를 방하거나 이는 방법으

로 운동  스트 칭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육의 신장력을 증진시키기 해 사용되는 스트

칭은 가벼운 수축의 운동으로 근육의 내압을 높이고 

근육의 율동  수축이나 가벼운 압박은 정맥 의 

류를 가속시켜 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

고, 액의 흐름을 좋게 하며,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3]. 이러한 스트 칭은 고도의 신체  기

술이나 특수한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4]. 

정  스트 칭은 충분히 신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 양식으로[5], 근육의 반사  수축을 이고, 에

지 소모가 으며, 조직상해의 기능성이나 근육통의 

험성이 다는 장 이 있다[6]. 이에 반해 탄성  

스트 칭은 반동을 주거나 상하 좌우로 흔드는 동작

을 사용하는 통 인 방법으로 근육이 활동을 비

하고, 근수행력을 강화하며, 부상을 방하기 한 

비과정으로 알려져 있다[7]. 

스트 칭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수행  스

트 칭이 실제로는 운동수행에 유해하다는 보고[8],[9]

가 있는 반면 격렬한 운동시 외상의 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유산소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 이며, 근골

격계 방 차원에서 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권장되

고 있다[10]. 이 듯 스트 칭이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향에 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일

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스트 칭 실시 후 유지기간

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넙다리곧은근에 정 ·탄성  스

트 칭을 용하여 근 도에서 수집된 앙주 수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변화를 시간별로 분석하

여 스트 칭의 방법에 따른 유지기간을 임상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남 소재의 A 학교에 재학

인 20  남자 학생 22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연

구의 목 과 차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 다. 정  스트 칭 군 11

명과 탄성  스트 칭 군 11명으로 무작  할당하

다. 연구 상자 선정 조건은 과거 신경계  근․골

격계에 특별한 질환을 갖지 않고, 주기 으로 약을 복

용하지 않는 자로 하 으며, 한 과거 문 인 운동

을 하지 않은 자로 선정하 다.

2.2 스트 칭 방법

넙다리곧은근에 한 정  스트 칭은 선 자세로 

골반은 후경을 유지한 채 무릎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

는 치까지 무릎을 굴곡하여 강한 신장을 느낄 때 

까지 각각 30 씩 실시하 으며, 총 3회를 실시하고, 

각 세트 간에는 1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탄성  스트 칭은 정  스트 칭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강한 신장을 느낄 때까지 무릎을 굴곡하여 잡

아당겨 스트 칭을 한 후 신장의 느낌이 없어지는 지

까지 무릎을 신 시킴으로서 정 인 스트 칭이 아

닌 신장 후 3  이내에 신장을 느껴 메트로놈의 박자

에 맞춰 1 에 한번씩 30회씩 3회를 실시하 으며 메

트로놈은 분당 60회로 설정하 다

2.3 측정방법

2.3.1 근활성도 측정

근 도 신호 수집을 해 표면 근 도기(MP150, 

Biopac system, USA)을 사용하 다. 측정부 는 넙

다리곧은근으로 하 고, 극배치는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 근복의 치변동을 고려하 다. 기록 극은 등척

성 수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근육의 간지 인 무릎

 바닥에서 앞 엉덩 가시까지 거리의 앙에서 실

시하 고, 동일한 부 의 획득을 해 지워지지 않는 

실험용 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지 극은 무릎 의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부 에 부착하 고, 기록 극은 

차단기능을 가진 표면 극으로 심 간 거리가 

20 ㎜인 활성 극(TSD150B, BIOPAC Co, USA)을 



스트 칭의 유형에 따른 근활성도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의 유지기간 비교

 1273

사용하 다. 극을 부착하기 에 피부 항을 최소화

하기 해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 극 부착부 를 건

조시켰다. 도겔을 각각의 속 극에 분리되게 바른 

후 테이 를 이용하여 부착하 다. 표면근 도 신호를 

획득하기 해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을 1,000 ㎐

로 하 고, 주 수 역필터는 20～450 ㎐로 하여 1개 

채 을 이용하 다. 수집된 신호의 장과 처리는 

Acqknowledge 3.8.1 program(BIOPAC Co, USA)을 

이용하 으며, 수집된 신호에서 앙주 수(MDF)를 

분석하 다.

2.3.2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넙다리곧은근의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 측정을 

하여 자체 제작한 의자와 동력계(TSD121C, 

BIOPAC Co, USA)를 사용하 다. 넙다리곧은근의 수

축력 측정 시 앉은 자세에서 엉덩 과 무릎 이 

90° 굴곡상태에서 고정하도록 하 고, 동력계과 연결

된 커 를 종아리 끝부분에 걸게 하고, 최 로 무릎

을 펴도록 하 다(그림 1).

그림 1. 동력계  표면근 도
Fig. 1 Dynamometer and surface EMG

2.4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Ver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각각의 측정항목에서의 시기

에 따른 변화와 군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반복측

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

으며,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 다.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한 유의수 은 α=.05로 

정하 다.

Ⅲ. 연구 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 총 22명으로 정  스트 칭군, 

탄성  스트 칭군 각 11명이었다. 실험  동질성 검

정 결과 연령, 신장, 체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일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표 1).

Age(yr) Height(cm) Weight(kg)

static
22.34

±2.87

174.00

±5.10

65.09

±6.72

ballistic
21.55

±2.46

173.27

±4.36

67.64

±5.86

p .531 .568 .634

(Mean±SD)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근 활성도의 변화

앙주 수는 정  스트 칭군과 탄성  스트 칭

군 모두에서 3분후까지 감소되었다가 증가되었다. 주 

효과에 한 각각의 검정에서 군 간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05), 시간에 따른 변화와 시간과 

군의 상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표2).

3.3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의 변화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은 정  스트 칭군은 3

분후까지 감소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되었으며, 탄

성  스트 칭군은 5분후까지 감소되었다가 증가하

다. 주 효과에 한 각각의 검정에서 군 간의 비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시간에 

따른 변화와 시간과 군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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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30s 1min 3min 5min 10min

static 97.22±4.01 94.98±3.60 89.24±5.16 88.29±4.58 92.07±3.76 98.6±6.03

ballistic 98.03±4.16 96.62±4.13 95.2±4.16 92.9±4.24 96.87±4.35 96.16±3.57

time effect : <.001

difference group : .145

interaction : <.001

표 2. 시간에 따른 MDF의 변화
Table 2. The change of MDF according to time

(㎐)

pre 30s 1min 3min 5min 10min

static 46.45±2.5 46.16±4.7 40.61±2.29 39.27±2.99 41.73±3.27 45.5±4.41

ballistic 48.39±6.98 46.56±2.77 45.27±4.65 44.27±.4.23 43.91±5.78 46.5±4.94

time effect : <.001

difference group : .169

interaction : <.001

표 3. 시간에 따른 MVIC의 변화
Table 3. The change of MVIC according to time

(kg)

Ⅳ. 고 찰

본 연구는 넙다리곧은근에 용한 정   탄성  

스트 칭의 유지기간을 알아보고자 남성 22명을 상

으로 정  스트 칭 군 11명과 탄성  스트 칭 군 

11명을 스트 칭 용 , 용 30  후, 1분 후, 3분 

후, 5분 후, 10분 후에 표면근 도를 이용한 앙주

수  동력계를 이용한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의 

변화를 분석하 다.

표면근 도는 비 침습 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개

개 근육의 기  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척성 수축을 하는 동안 표면 근 도는 보통 두 가

지의 매개변수에 의해 종합 으로 기술되어지는데 활

성화된 운동단 의 수와 발화율을 반 한 실효치 진

폭과 활동  도속도와 속근섬유의 동원비와 비례

하는 주 수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앙주 수이다

[11]. 주 수 스펙트럼 분석은 극에 의한 향이 상

으로 고 그 변화가 근 도속도나 운동단  

의 특성과 그 외 여러 가지 생리․생화학  변화와 

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육의 수축이 변

화되면 근 도신호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Bilodeau 

등[12]은 근육의 힘의 증가는 앙주 수를 증가시킨

다고 하 고, 근육의 피로는 주 수 스펙트럼을 고주

수 역에서 주 수 역으로 감소시킨다고 하

다[12]. 이는 근육의 운동단  발화율 감소로 근육에

서 형성되는 기 인 장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근 

섬유의 도속도가 감소하고, 이어서 힘의 감소가 나

타난다[13].

정진규 등[14]은 넙다리네갈래근과 뒤넙다리근에 

스트 칭을 용한 후 앙주 수가 스트 칭 용 

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 는데,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정   탄성  스트 칭 용 보다 3분 

후에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Marek 등[15]은 운동 수행  스트 칭이 근육이 생

산할 수 있는 힘의 양을 일시 으로 감소시켜 경기 

수행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하 는데, 그 이유로 스트

칭이 근-건단 의 강직성 감소를 일으키고 성 신경

억제를 일으켜 근육으로 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16]. 

근력은 장력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며, 이러한 근력

의 발달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요

인으로는 활성화된 운동단 의 수 운동단 의 형태, 

근육의 크기, 근육의 최 길이, 의 각도, 근육의 

운동속도 등이 있다. 근육이 낼수 있는 최 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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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정상상태의 길이보다 20% 정도 늘어났을 때

에 나타난다고 하 다. 그러나 그 이상 늘어나는 것은 

근세사 간의 결합이 어들어 연결교를 보다 게 형

성하여 근력을 하시킨다고 하 다[17]. 한 연부조

직은 단축될 때 근육길이-장력곡선의 변화에 의하여 

근력이 약화된다고 하 다[5]. 본 연구에서는 정  스

트 칭과 탄성  스트 칭의 용 후 최  수의  등

척성 수축력이 감소되었으며, 정  스트 칭군은 3분

후까지 감소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되었으며, 탄성

 스트 칭 군에서는 5분후까지 감소되었다가 증가

되었다. 이는 근육길이에 따른 장력의 감소와 근세사 

사이의 연결교의 감소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   스트 칭 

용 후 앙주 수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  

스트 칭에 비해 탄성  스트 칭의 유지기간이 조  

더 길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인 스트

칭의 용이 이루어져 부상 방지와 보다 효율 인 

운동수행이 이루어지고, 향후 스트 칭 련 연구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정   탄성  스트 칭의 유지기간을 표면근 도 

 동력계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앙주 수는 시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

으며, 정  스트 칭과 탄성  스트 칭 모두 1

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2. 최  수의  등척성 수축력은 시간에 따라 유의

한 변화를 보 으며, 정  스트 칭의 경우 3분

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탄

성  스트 칭은 5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스트 칭 용 후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 으며, 정  스트 칭보다 탄성  스트 칭

의 효과가 조  더 길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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