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 표

인 지구력 경기로써 유산소 능력(VO2max)이 경기력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친다. 특히, 월드컵 수 선수들의

최 산소섭취량은 부분이 비슷한 수 의 심폐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에서

승리하기 해서는 평 화된 최 산소섭취량과 함께 무

산소 워, 높은 스피드를 한 기술력, 술능력, 상체

워 등이 요구된다[1-5].

3주간  고지  스키훈련  크로스컨트리 스키 수  

등  근 능에 미치는 향

용철
강 원주 학  수

The effect of 3 weeks high altitude skiing training on isokinetic muscle 

function of cross-country skierst

Choi, Yong Chul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약 본 연구의 목 은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근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향후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근기능 향상 과학 훈련 로그램 구성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상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 선수 6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주기별과 고지 트 이닝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일반선형모델 반복측정(General Linear Model ANOVA with repeated measure)

과 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용하여 분석하 다. 고지 스키 트 이닝을 3주간 실시한 결과 신체조성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깨 , 허리 , 무릎 , 발목 의 등속성 근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P기간과 같은 스키 트 이닝 기간 에도 지속 인 근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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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ree - week high altitude ski training on the 

myocardial performance of cross - country ski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cross - 

country skiers'. The subjects were 6 cross - country skiing male college athlet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iodic and high altitude training on cross - country skiers, a general linear model ANOVA with repeated measure 

And analyzed using the Paired Samples t-test. In high altitude ski training for 3 weeks, the body composition did 

not change but the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of the shoulder joint, hip joint, knee joint, and ankle joint was 

decreased. Therefore, further study is needed if it is considered that continuous strength training should be performed 

during the ski training period such as S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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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근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향력이 높아진 이유는 2000년 이후 스 린트와 집단

출발 경기 비 이 높아지면서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 내

기 한 스키 기술 변화(더블폴링, V2 스 이트, 핑

V1, 언덕 다이아고 주법 등)와 생리 이 과 련성

이 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기술 변화의 주요 핵심은

폴링(Poling)시 지면 시간을 이고 동작 간 근육회

복 시간을 늘려 스피드를 증가시키는것으로써 통 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기술을 사용할 때 보다 스피드는 빠

르지만 더 높은 수 의 신 근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6-10].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 클래식 종목의 더블폴링

(double poling) 기술은양발을 설면에 거의 고정한 뒤 상

체를 앞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팔을 앞에서 뒤로 어주

어 추진하는 기술로써 주로 평지와 내리막, 약간의 오르

막에서 상체근력에 의존하게 되며, 다이아고 주법

(diagonal stride)은 달리기 동작과 같이 팔과 다리를 교

차하면서 미끄러지는 기술로써 비교 가 른 오르막에

서 상·하체의 근육을 모두 활용하게 된다[4,11-15]. 클래

식 스타일 종목에서 더블폴링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더

블폴링과 다이아고 주법을 동일한 코스에서 같은 속

도로 주행하 을 경우에 다이아고 주법으로주행할 때

보다는 더블폴링으로 주행하는 것이 상 으로낮은 심

박수와 젖산을 축 하게 되어 생리 이득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7-18]. 한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

서 승리한 선수들의 성공 요인으로 연간 트 이닝에 있

어 지구력 트 이닝(LIT; Low Intensity Training)과 근

력 트 이닝(Strength Training)의 양과 빈도를 증가시

킨 것이 주요한요인이라고분석하고있다[19,20]. 따라서

국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해서

는근력 근기능에 한 요성을살펴볼필요성이있다.

일반 으로 근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객

이고 안정 인 측정방법은 1967년부터 도입된 등속

성 검사 방법으로 최근에는 부상 험을 측하고 등속

성 운동을 통하여 부상을 방하거나재활트 이닝과 같

이 근육 기능을 특성화하는데 활용되어 지고 있다

[21-24]. 국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을 상으로 슬

근기능에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25,26],

신체 반에 걸친 등속성 근기능에 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가 없었으며, 스키 훈련이 등속성 근 기능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 한 매우 무한 실정이다.

한편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 이닝 주기화는 크게

GP1(General preparation period, 5월~7월), GP2 (General

preparation period, 8월~10월), SP(Specific preparation

period, 11월~12월), CP(Competition period, 1월~3월)로

구성되어지며 GP1과 GP2 기간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포츠 특이성을 고려한 런닝(Running), 노르딕 워킹

(Nordic walking), 싸이클(Cycle), 롤러스키(Roller ski)

등의 훈련을 실시하며 본격 인 스키훈련은 SP에 시작

하게 된다[27,28]. 더불어 설상훈련기간을 증 하고 기술

력 증진과 운동수행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GP2에서

SP(9월~11월 )에 고지 스키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고지 훈련에 있어 1,700m 미만의 낮은 고도와 2주

이하의 짧은 체류기간은 구 생성자극, 젖산 내성 등

과 같은 생리 기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3,000m 이상의 고도와 장기간의 고지 훈련은 추 로

인한 체온조 과 면역체계에 부정 인 향을 뿐만

아니라 고강도 훈련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고지

훈련의 정 고도는 2,000~3000m, 체류기간은 3~4주 정

도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이라 할 수 있다[29-34]. 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고지 훈련 장소 설정에

있어 요한 요소로는 스키 훈련이 가능한 이 있는 지

역이여야만 하고 일반 훈련과는 다르게 추가 인 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지 에서의 체류기간은 경제 인 부

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고지 훈련방법은 평지

에서 머물며 이 있는 고지 에서 스키를 훈련하는 방

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LLTH; Living Low

Training High) 고지 훈련기간은 2주에서 4주까지 다

양하게 실시하고 있다[35-38]. 특히 국내·외 크로스컨트

리 스키 선수들을 상으로 실시한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이 Hb(hemoglobin)과 Hct(hematocrit)와 같은

액변인과 유산소 능력을 개선시켰다[1, 39]는 연구보고

와 함께 수 선수를 상으로 3주간 압· 산소 환경에

서 4시간 동안 머물게 하 을 때 구 조 인자인

EPO(erythropoietin) 증가 되었다[40]는 연구 결과를 종

합하여 보았을 때 3주간의 고지 훈련만으로도 생리

자극과 변화를 통하여 운동수행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크로스컨트리 스

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해서는 근력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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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스키 훈련을 통하여 생리 기능과 스키 기술력

을 향상시키는 것이필수 이라 할수 있으며 고지 스

키 훈련을 포함한 스키 훈련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들의 근기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 은 3주간의 고지 스키트 이

닝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근기능에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향후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근기능 향상

과학 훈련 로그램 구성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크로스컨트

리 스키 남자선수 27명( 국동계체육 회 등록기 )

강릉시 G 학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선수 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모든 연구 상자들은 실험 에 실험에 상세한 내용

과 차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숙지하 으며 연구

상자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 다. 한 연구 상자의 특

성은 Tale 1과 같다.

Num
bers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Muscle
mass(kg)

6 20.66±0.81 174.33±6.12 66.43±5.37 13.91±2.06 53.50±4.67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D)

2.2 실험 계  절차

등속성 근기능 검사 신체조성 검사는 크로스컨트

리 스키 선수의 연간 트 이닝 주기화와 고지 트 이

닝을 고려하여 GP1(5월), GP2(10월), SP(11월)에 3회 실

시하 으며 구체 인 실험 차는 Fig. 1과 같다.

1) 고지  스키 트레 닝 프로그램

고지 트 이닝은 오스트리아 람사우(Ramsau)의 해

발 1,000m에 24일간머물면서 생활과지상훈련을 실시하

으며, 고지 스키 트 이닝은 1일 1회 해발 2,600m에

서 실시하 다(LLTH; Living Low Training High). 구체

인 트 이닝 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Fig. 1. Annual training cycle

AM Training

(2,600m)

PM Training

(1,000m)

mon

Classic Ski Running

100min 90min

Zone 2 Zone 2

Tue

Skate ski Core training

50min-20min-50min 100min

Zone 2-3-2 Zone 1

Wed

Classic Ski Pole interval

150min 5min/3min × 5set

Zone 1 Zone 4

Thu

Skate ski

Recovery100min

Zone 2

Fri

Classic Ski Pole training

50min-20min-100min 100min

Zone 2-3-2 Zone 2

Sat

Skiathlon

Rest180min

Zone 1

Sun Rest

Jogging

60min

Zone 1

Intensity

Zone 1 60-72:%

Zone 2 72-82%

Zone 3 82-87%

Zone 4 87-92%

Zone 5 92-97%

Zone 6 max-speed

Table 2. High altitude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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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력트레 닝 프로그램

근력 트 이닝 로그램은 GP1과 GP2기간에는 주 2

회 Weight training과 Core Training 1회를 실시하 으

며, SP기간에는 국외 지훈련 여건상 Weight training은

실시하지 못하 으며 Core training 1회를 실시하 다.

Weight training program과 Core training program은

Sharkey et al[41]의 트 이닝 로그램을 심으로

Table 3, Table 4, Fig. 1과 같이 실시하 다.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Load

(%1RM)
50-75% ≥85% 75-85% ≤67%

Goal

repetitions
10-20 ≤6 3-5 ≥12

Set 3-5set 3 3 3

Rest period 90sec 150sec 180sec 90sec

Training

Goal
Hypertrophy Strength Power Endurance

Event
Squat, Bench press, Preacher Curl, Triceps Pressdown,

Leg curl, Leg press

Table 3. Weight training program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Exercises
time

30sec 60sec 90sec 120sec

Goal
repetitions

5-10 10-15 15-20 ≥20

Set 3 3 3 3

Rest period 30sec 30sec 30sec 30sec

Training
Goal

Stability
Stability
Strength

Stability
Strength

Stability
Strength

Event
Plank, Diagonal Arm rift, Fire Hydrant in-out, Side
Plank, T-stabilization, Mountain Climber, Russian

Twist, Weight situp, Crunch, V-UP

Table 4. Core training program

2.3 측정항목   

1) 신체조  측정

신체조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체성분 검사를 트 이닝

주기에 맞추어 GP, SP, SP 3회 실시하 다. 피험자들은

10시간 이상의 공복상태에서 생체 기 항분석기

(Inbody 3.0,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 , 근육량, 체지

방률(%)을 측정하 다.

2) 등  근 능 측정

등속성 근기능 측정 장비는 Biodex system 3(Biodex,

USA)을 사용하 으며, 발목 무릎 , 허리 , 어

깨 부 에 60°/sec에서 4회 반복 실시하여 최 근력

이 발휘된 지 의 수치를 최 근력(peak torque: Nm)과

체 에 한 최 근력비율(peak torque/body weight)을

측정하 으며, 180°/sec(무릎 , 허리 , 발목 )와

240°/sec(어깨 )에서 근 지구력(total work: J)으로 선

정하 으며 각각 20회(무릎 , 허리 , 어깨 )와

15회(발목 )를 실시하 다.

측정된 값은 좌·우로(무릎 , 어깨 , 발목 )

나 어 값을 구하여 평가하 으며 이는 크로스컨트리 스

키는 손과 발 모두 장비를 착용하여 추진하는 스포츠로

써 좌·우의균형 인 근기능을 필요로 하게되며 기술구

에 있어 특정 부 의 근 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에 좌·우를 나 어살펴볼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한 측정기기에 한 응을 하여 측정 3회씩

실시하 으며, 검사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하 다.

측정 방법은 Biodex System 3의 Operation Manual/

Softwear Manual에 맞추어 실시하 다(Biodex Medical

System).

2.4 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Ver. 23.0 로그램을 이

용하여 모든 자료에 한 평균(M)과 표 편차(SD)를 산

출하 다. 주기별에 따른 등속성근기능 신체구성 변

화에 한 상호작용효과 검정을 해 일반선형모델 반

복측정(General Linear Model ANOVA with repeated

measure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이 근기능 신체구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tset)을 이용하여 검정하 으며, 모든 통계 유의수

은 ɑ=.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신체조  변

[Table 5]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남자 학생의 주기별

3주간의고지 스키트 이닝 과후의신체조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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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나타낸 것이다.

체 (Weight)과 근육량(Muscle mass)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3주기 모두 거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기별에 따른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한 차이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체지방률(%)을 GP1, GP2, CP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여 본 결과CP가 GP1과 GP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주기

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그러나고지 스키 트 이닝 ·후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3.2 등  근 능

1) 절(Knee)

Table 6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생의 주기별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의 무릎 등

속성 근기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 근력(Peak Torque;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무릎 좌·우측의 신근

과 굴근 모두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

른 무릎 좌측 신근과 굴근, 우측 굴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Fig. 3

과 같이 무릎 우측 신근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5).

Variable GP1 GP2 SP Source P

Weight (kg) 66.43±5.37 66.53±5.31 66.16±5.68
Period .771

pre-post .470

Body muscle mass(kg) 53.50±4.67 54.08±4.77 54.45±4.59
Period .147

pre-post .422

Percent Body fat(%) 13.91±2.06 13.11±2.11 12.83±2.56
Period .019*

pre-post .387

Table 5. Change of Phys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GP1 GP2 SP Source P

Knee 60°

Peak Torque

(Nm)

Extension

Left 197.23±26.76 197.33±29.59 197.75±23.60
period .992

pre-post .926

Right 207.46±34.41 206.23±38.18 198.75±32.65
period .070

pre-post .028*

Flexion

Left 102.90±14.19 98.41±10.10 97.86±15.25
period .246

pre-post .867

Right 109.30±23.90 110.51±10.41 108.60±11.55
period .919

pre-post .441

Knee 60°

Peak TQ/BW

(%)

Extension

Left 296.25±21.29 296.31±30.64 297.58±23.06
period .976

pre-post .860

Right 310.88±27.88 308.73±34.34 297.95±27.92
period .078

pre-post .029*

Flexion

Left 154.83±17.38 148.38±12.66 146.78±12.62
period .210

pre-post .728

Right 163.91±31.74 166.50±8.81 163.48±9.69
period .382

pre-post .426

Knee 180°

Total work

Extension

Left 2433.90±424.56 2873.26±279.76 2326.60±845.84
period <0.01**

pre-post .012*

Right 2423.86±333.79 2794.61±420.98 2333.40±812.22
period <0.01**

pre-post .020*

Flexion

Left 1434.33±331.90 1671.20±239.18 1405.96±557.00
period <0.01**

pre-post .030*

Right 1443.53±292.59 1688.35±244.77 1427.03±515.87
period .034*

pre-post .057

Table 6. Knee joint isokinetic muscle func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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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에 한 최 근력비율(Peak Torque/Body Weight;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

과 좌·우측 무릎 의 신근과 굴근 모두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좌측 무릎 신근과 굴근,

우측 무릎 굴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P>0.05), 우측 무릎 신근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근지구력(Total Work; 180°/sec)을 GP1, GP2, C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좌측 무릎 신근

(P<0.01)과 굴근(P<0.01)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우측 무릎 신근(P<0.01)과 굴근

(P<0.05)에서도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

다.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우측 무릎

굴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나타나지 않

았지만(P>0.05), 좌·우측 무릎 신근과 좌측 무릎

굴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2) 허리 절(Rumbar)

Table 7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생의 주기별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의 허리 등

속성 근기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 근력(Peak Torque;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신근에서는 주기별에 따

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굴근에

서는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났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허리 신근

과 굴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0.05).

체 에 한 최 근력비율(Peak Torque/Body

Weight;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여 본 결과 신근에서는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굴근에서는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났다(P<0.05). 고지 스키 트 이

닝 ·후에 따른 허리 신근과 굴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근지구력(Total Work; 18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신근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P<0.001), 굴근에서는 주기

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허리 신근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굴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3) 어 절(Shoulder)

Table 8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생의 주기별

3주간의 고지 스키트 이닝 ·후의 어깨 등속

성 근기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 근력(Peak Torque;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좌측 어깨 의 신근

(P<0.001)과 굴근(P<0.05)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우측 어깨 의 신근(P<0.001)과

Variable GP1 GP2 SP Source P

Rumbar 60°

Peak Torque

(Nm)

Extension 368.40±84.20 355.13±55.56 357.70±37.81
period .779

pre-post .775

Flexion 216.15±30.59 198.83±25.59 200.66±20.79
period .011*

pre-post .703

Rumbar 60°

Peak TQ/BW(%)

Extension 554.13±114.37 539.75±106.36 542.56±77.14
period .931

pre-post .840

Flexion 325.03±31.52 299.90±34.78 302.06±15.80
period .013*

pre-post .763

Rumbar 180°

Total work(J)

Extension 4298.65±1377.82 4065.±1082.73 3629.60±1183.74
period <0.001***

pre-post <0.01*

Flexion 1819.78±491.72 1733.31±548.31 1682.88±517.46
period .390

pre-post .508

Table 7. Rumbar joint isokinetic muscle func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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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근(P<0.01)에서도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

른 좌측 어깨 신근(P<0.001),우측 어깨 신근

(P<0.001)과 굴근(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지만, 좌측 어깨 굴근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체 에 한 최 근력비율(Peak Torque/Body

Weight;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여 본 결과 좌측 어깨 의 신근과 우측 어깨 의 신

근(P<0.001)과 굴근(P<0.05)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

용 효과가 나타났지만(P<0.05), 좌측 어깨 굴근에서

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좌·우측 어깨 신근

(P<0.001)과 우측 어깨 굴근(P<0.05)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좌측 어깨 굴근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근지구력(Total Work; 18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좌·우측 어깨 의 신근

과 굴근 모두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

에 따른 좌·우측 어깨 신근과 굴근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4) 목 절(Ankle)

Table 9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생의 주기별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의 발목 등

속성 근기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 근력(Peak Torque;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좌·우측 발목 배측굴

곡과 측굴근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좌·우측 발

목 배측굴곡과 측굴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체 에 한 최 근력비율(Peak Torque/Body

Weight; 6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여 본 결과 좌·우측 발목 배측굴곡과 측굴근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좌·

우측 발목 배측굴곡과 측굴근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Variable GP1 GP2 CP Source P

Shoulder 60°
Peak Torque
(Nm)

Extension

Left 81.08±15.20 85.93±8.33 75.83±8.86
period <0.001***

pre-post <0.001***

Right 85.95±16.27 96.93±12.38 81.03±5.52
period <0.001***

pre-post <0.001***

Flexion

Left 53.98±10.65 61.73±13.45 58.71±11.32
period .012*

pre-post .129

Right 55.40±8.22 61.38±7.76 53.48±8.21
period <0.01**

pre-post <0.01**

Shoulder 60°
Peak TQ/BW
(%)

Extension

Left 119.97±12.42 128.54±9.90 114.13±9.96
period <0.01**

pre-post <0.001***

Right 129.03±19.50 146.62±16.08 124.17±7.78
period <0.001***

pre-post <0.001***

Flexion

Left 82.47±15.02 89.91±11.82 87.93±11.42
period .224

pre-post .538

Right 83.35±9.66 92.07±5.32 81.58±11.00
period .018*

pre-post .013*

Shoulder 240°
Total work

Extension

Left 2075.13±502.14 2177±768.08 2036.30±740.88
period .817

pre-post .141

Right 2125.75±624.75 2036.93±928.44 2149.50±810.30
period .912

pre-post .219

Flexion

Left 1344.23±296.17 1434.21±515.34 1177.68±408.20
period .147

pre-post .636

Right 1229.40±216.35 1465.45±532.46 1251.36±437.50
period .171

pre-post .759

Table 8. Shoulder joint isokinetic muscle func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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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구력(Total Work; 180°/sec)을 GP1, GP2, SP로

나 어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좌·우측 발목 배측굴

곡에서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P<0.01). 우측 발목 측굴근에서는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P<0.001), 좌측 발목

측굴근에서는 주기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한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따른 좌측 발목 배측굴곡(P<0.01)과 측굴근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우

측발목 배측굴곡(P<0.01)과 측굴근(P<0.01)에서

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논  

4.1 신체조  변

본 연구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3주간 고지

스키 트 이닝을 포함한 주기별 신체조성변화를 살펴본

결과 GP1에서 GP2, SP기간으로 진행될수록 체지방률

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운동수행력에 향을 미

쳤다고보기에는 다소어려움이따르는것으로 단된다,

특히 고지 트 이닝 ·후의 체 근육량 변화가통

계 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고지 트 이

닝으로 인한 체 근육량 감소와 같은 부 응 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42, 4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기별과 고지 스키 트 이닝에 따른 신

체조성 변화가 남자 학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근

기능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세계 수 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체지방

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10%, 여자는 평균 15%이며

육상과 사이클과 같은 엘리트 지구력 선수들도 남자 평

균 1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44-47]. 따라서 본 연구의

상자 뿐만 아니라 국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도

경기력 향상을 하여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량을 증가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4.2 등  근 능 변

1) 절 근 능 변

무릎 등속성 근기능 평가와 련하여 SP기간에

근력 하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속 인 유

산소운동 런닝, 사이클링, 철인삼종경기의 선수들에게서

퇴사두근을 포함한 근력 하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Variable GP1 GP2 SP Source P

Ankle 60°
Peak Torque
(Nm)

Plantar

Left 78.96±16.87 88.30±9.33 87.48±11.99
period .070

pre-post .532

Right 90.20±13.64 90.95±11.42 84.75±16.95
period .385

pre-post .173

Dorsi

Left 29.26±8.88 30.30±7.34 28.80±7.46
period .244

pre-post .161

Right 33.66±8.98 32.96±7.32 31.15±7.92
period .143

pre-post .171

Ankle 60°
Peak TQ/BW
(%)

Plantar

Left 118.43±20.49 133.18±11.20 131.63±12.71
period .066

pre-post .445

Right 135.90±17.71 137.11±14.99 127.40±21.31
period .371

pre-post .172

Dorsi

Left 43.65±10.08 45.36±8.39 43.01±8.31
period .204

pre-post .152

Right 50.15±9.46 49.40±8.45 46.71±8.93
period .187

pre-post .190

Ankle 180°
Total work

Plantar

Left 301.80±83.43 356.76±108.53 410.58±135.79
period <0.01**

pre-post <0.01**

Right 398.23±47.31 373.80±80.78 431.86±111.71
period <0.01**

pre-post <0.01**

Dorsi

Left 201.08±33.54 179.13±22.78 200.23±39.12
period .062

pre-post .015*

Right 208.95±34.48 177.28±48.36 217.80±41.91
period <0.001***

pre-post <0.01**

Table 9. Ankle joint isokinetic muscle func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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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산소 종목 선수들이 유산소 경기 종목에 지속 으

로 참여 할 경우 퇴사두근의 concentric toque가 특히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와내용을 같이 한다[48-50]. 반면

김석희와 류 승[51]이 고등학교 축구선수 상으로 4주

간 고지 지훈련을 실시하고 좌·우측의 무릎 등

속성 근기능( 60°/sec)을 측정한 결과 좌측 무릎에서 신

근과 굴근 모두 지훈련 보다근력수 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트 이닝 방법과

종목특성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GP2기간까지는 좌·우측의 퇴사두근 최 근력 비율

이 5%정도 차이가 나타났지만 고지 스키 트 이닝 후

에 우측 퇴사두근의 근력이 감소되어 양측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기술과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기술

동작수행에 있어 요한 요소는 신체 좌·우의 균형

(Balance)을 이루는 것이며 어느 한쪽 다리를 강하게

어주게 되면 반 쪽으로 심이 무 지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균등하게 조 하여 근력을 발 하는능력을 필요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 측정되어진 학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최 근력 결과를 우리나라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 표 상비군 선수[52, 53]와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 표 수 의 선수들[54]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크

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경기력에 퇴사두근 햄스

트링근을 포함한 무릎 의 근기능이 향을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허리 절 근 능 변

허리 등속성 근기능 평가와 련하여 각속도 60°

에서 살펴본 최 근력(Nm)과 체 당 최 근력비율(%)

은 SP기간이 GP1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각속도 180°에서의 근지구력 측정결과는 고지

스키 트 이닝 보다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신

근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상 으

로 굴근의 감소는 게 나타났다. 굴근이신근에 비해 감

소폭이 은 것은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 특성상Trunk

를 굴근 시키는 동작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근력감소를

방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이종희 등[55]이 알 인 국가 표 선수와 상비군

선수를 상으로 요부 등속성 근기능을 측정한 연구

결과 상비군 선수집단보다 국가 표 선수집단의 최 근

력과 지구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 을 때 신근은 알 인 국가 표 선수 집

단보다는 낮았지만 상비군 집단과는 같은 수 이었으며,

굴근은 상비군 집단보다는 높고 국가 표 집단과는 같은

수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학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굴근 근기능이 상 으로 높음을 시사하

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

수의 허리 의 굴근 근기능은 경기력과 요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스키 트 이닝 기간 동

안 신근 근기능이 하되지 않도록 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어 절 

고지 에서의 훈련은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을 비롯한

훈련방법과 훈련조건에 따라 훈련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게 된다[56, 57]. 본 연구에서 어깨 등속성 근기능이

GP1에서 GP2기간으로 증가되었다가 SP기간에는 하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고지 스키 트 이닝 보

다는 후에 근력 하가 많이 나타난 것은 훈련방법과 훈

련조건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GP1과 GP2기간에

실시하 던 Weight training program을 3주간 실시하지

못하 던 것이 근력 하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GP2기간의 롤러스키 트 이닝시 지면 마찰력보다는 SP

기간의 스키 트 이닝시 설면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체 인 운동량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되며 고지

에서의 운동강도와 운동량, 코스 표고차 등에 하여 고

려하여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목 절

발목 등속성 근기능을 살펴본 결과 각속도 60°에

서의 주기별 최 근력과 체 당 최 근력비율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에 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속도 180°에서의 근지구력은

SP기간에서 증가되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P1, GP2기간에 무산소 워

능력이 요구되는 롤러스키 인터벌(Interval)과 스피드 트

이닝(Speed max training)을 실시하 지만 고지 에

서는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 워에 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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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되어지며 고지 스키 훈련에 있어 SLD(Slow

Long Distance) 훈련을 으로 실시한 것이 근지구력

을 향상시킨 것으로 단된다.

한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미끄러운 에서

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해서는발목의 움직임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목 의 움직임이

요한 스피드스 이트 종목[58])과 핀수 종목[59]에서도

경기력이 우수한 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발목 등속

성 근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

을 때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하

여 발목 의 지속 인 근력향상 훈련이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학 선수를 상

으로 주기별 3주간의 고지 스키 트 이닝 ·후의

신체조성과 등속성 근기능에 미치는 변화를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3주간의 고지 스키 훈련(LLTH)은 크로스컨

트리 스키 선수들의 체 (Weight), 근육량(Muscle

mass), 체지방률(Fat %)과 같은 신체조성 변화에 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주간의 고지 스키 훈련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어깨 , 허리 , 무릎 , 발목 등과

같이 신체 반에 걸쳐 근기능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고지 부 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과 체 감소 상은 나타나지 않고

근력만 감소된 것으로 보았을 때 고지 훈련의 부 응

으로 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고지 훈련

기간 동안 낮은 강도의 스키 훈련과 Core training이

GP1, GP2 기간에 롤러스키 훈련과 Weight training을 병

행한훈련 보다 근력 근기능을약화 시킨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국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고지 스

키 훈련을 계획할 때에는 근기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롤

러스키 훈련을 같이 병행하거나 Weight training과 같은

근력 로그램 극 으로 훈련 로그램에 용하기를

제시한다. 한 집 으로 스키 훈련과 시합을 실시하

는 CP기간에도 근기능이 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와 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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