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축구선수는 20-30m를 빨리달릴 알아야하고 빠른

가속과 감속을 통한 재빠른 방향 환과신체의 평형유지

와 함께 이러한동작을 90분 간의경기시간동안 반복 할

수 있어야한다[1]. 패스나 슛과 같이순간 으로볼을 컨

트롤하기 한 민첩성과 순발력 등의 다양한 체력이 필

요하며,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이 축구경기에의 필요한

체력 요소이다[2]. 축구는 , 후반 90분 동안 젖산

역치 수 이상의 운동강도로 10km이상 이동해야 하는

높은 심폐지구력과 핑, 태클, 력질주 등과 같은 폭발

인 워가 요구되므로[3,4],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한 트 이닝은 축구경기의 특성과 활동 형태를 고려하

여 유·무산소성 에 지 동원 능력 향상을 한 트 이닝

이 실시되어야 한다[5]. 다양한 체력요인들은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90분 동안 이루어지

는 축구경기의 특성상 심폐지구력은 경기 종료 시까지

선수 개인의 경기력 발휘는 물론 기술 구사에 필수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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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선수의 체력수 을 평가함에 있어 요시되고 있

는 것이 심폐기능에 한 요소다. 심폐지구력은 인간의

기본 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해서필수 인 조건

이며[6], 일상생활, 직업,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

는데 있어 필요한 신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체 에 지 시스템에 근거한 운동능력평가이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은 체력수 을 평가하는데 있어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6,7],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게 생각된다.

최 산소섭취량을 측정하는 거검사로는 자 거 에

르고미터나 트 드 에서 호기가스분석기와 같은 장

비를 사용하여 직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있으며 이는

인체의 근육집단이 충분하게 동원되어 개인의 유산소

성 능력을 측정하는 타당성이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단, 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 고가의 장비와

문 인력이 필요하며 측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Léger

and Lambert[8] 는 Multistage 20m Shuttle Run Test를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성인, 청소년을 상으로 한 셔틀

런과 최 산소섭취량과의 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며[9], 셔틀런 검사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표 인 필드테스트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Bangsbo[10]는 고강도의 간헐 트 이닝을 하

는 운동선수의 심폐지구력을 평가하기 해 Yo-Yo

intermittent recovery test를 제안했다. 이 검사는축구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간헐 으로 폭발 인스 린트와 회복

을 반복해야 하는 축구선수들의 유·무산소성 능력을 평

가하는데 합할 것이라 사료된다.

지 까지 경기력 향상과 측정평가의 융합 에서

축구 선수들의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간헐 운동

을 반복하는 축구 선수들의 종목특성을 고려하 을 때

어떤테스트가 합한지검토한연구는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산소성 운동수행능력의 필드테

스트로 표되는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테스트를 최 산

소섭취량 다른 주행테스트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축

구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데 합한 필드테스

트를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 연  방법

2.1. 연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축구 회에 등록된 학 남자 축

구선수 26명 (21.2 ± 1.2세, 180.4 ± 5.7cm, 71.4 ± 6.9kg)

을 상으로 하 다. 내과 질환이나 부상이 없는 선수

들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상자에게는 사 에 측정

의 취지와 목 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

을 얻었다.

2.2. 주행능  정

이 연구는 상자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가기 에 측

정하 다. 최 산소 섭취량은 U 학교 스포츠의학실에

서, Z런은 체육 에서 측정하 으며, 셔틀런, 요요 테스

트, 10m 달리기, 30m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10m 왕

복 드리블달리기는 축구잔디구장에서 각각측정하 다.

최 산소섭취량, 셔틀런, 요요테스트는 랜덤으로 각각

다른 날을 지정하여 측정하 으며, 테스트 간 피로가 남

지 않도록 하루 이상의 wash-out 기간을 설정하 다. 심

폐지구력을 측정한 후 10m 달리기, 30m 달리기, 10m 왕

복 달리기, 10m 왕복 드리블 달리기는 동일한 날에 측정

하 다. 측정 당일에는 모든 운동을 삼가도록 하 으며,

주행 테스트에 앞서 20분간 워 업과가벼운 스트 칭을

실시하 다.

2.2.1 Shuttle run test

피험자는신호음에의해 출발을하 으며, 규칙 으로

빨라지는 오디오 리듬 (8.5km/h의 속도로 시작, 1분 간격

으로 0.5km/h씩 증가)에 맞춰 20m구간을 계속해서 달리

다가신호음에 맞춰 뛰지 못하고 2회 이상 리듬을따라갈

수 없을　때에 테스트를 종료하여 그때까지 20m의 구간

을 왕복한 횟수를 기록하 다.

2.2.2 Yo-Yo intermittent recovery test 

10km/h의 속도에서 차 빨라지는 신호음에 맞춰

20m 주행과 5m의 가벼운 조깅에 의한 휴식구간의 왕복

을 반복하는 간헐 주행 테스트이다. 신호음에 맞춰 출

발/도착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1회 경고를 주었으며

2회째 도착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왕복한 횟수

를 기록하 다. 이 검사는 축구와 같이 상황에 따라간헐

으로 폭발 인 스 린트와 회복을 반복해야 하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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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유·무산소성 능력을 평가하는데 합할 것이라

가정하 다.

2.2.3 최대산 취량 정

상자들은 측정하기에 앞서 2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압과 안정 시 심박수를 측정하 다. 최 산소 섭취량

측정(K5, COSMED, Italy)은 Bruce protocol을 이용하

다. 트 드 을 이용하여 최 속도 2.5km/h, 경사도

10%로 시작하여 3분마다 속도는 1.3km/h, 경사도는 2%

씩 증가시켰다. 피험자가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

거나 운동 단이 필요한 범주에 속할 경우 측정을 단

하 다. 최 산소섭취량은 검사 상 가장 높은 산소섭취

량을 보이고 더 이상 산소섭취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

하게 유지되는 지 의 피크치를 산출하 다[6].

2.2.4 주행테스트

1) 30m 달리기, 10m 달리기

30m 달리기, 10m 달리기는 최 한 빠르게 정해진 거

리를 달리는 시간을 측정하 다. 상자를 '제자리에' 구

령에 맞춰 출발선에 서게 하 으며, '출발' 구령과 함께

stop watch를 작동시켜 상자의 동체가 결승선을 통과

하는 동시에 멈추게 하여 소요시간을 0.1 단 로 기록

하 다.

2) 10m 왕복 달리기, 10m 왕복 드리블

10m 왕복 달리기는 축구공을 드리블하며 10m 방에

설치된 콘을 최 한 빠르게 달려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

하 다. 상자를 '제자리에' 구령에 맞춰 출발선에서게

하 으며, '출발' 구령과 함께 stop watch를 작동시켜

상자의 동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동시에 멈추게 하여

소요시간을 0.1 단 로 기록하 다.

3) Z런

Z런은 30m Z자 주로에설치된 콘을차례로 돌아 스타

트 지 으로 돌아오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 다.

상자를 '제자리에' 구령에 맞춰 출발선에 서게 하 으며,

'출발' 구령과 함께 stop watch를 작동시켜 상자의 동

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동시에 멈추게 하여 소요시간을

0.1 단 로 기록하 다.

2.3 료처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주행테스트의 결과는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측정항목들 간 계를 검토하기

해 피어슨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심폐지구

Fig. 2. Shuttle run test 

        (Source of figures: Footballscience.net) 

Fig. 1. Yo-Yo intermittent recove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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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평가하는 장검사인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테스트

간 설명력을 알아보기 해 결정계수 (R2)을 산출하 다.

통계 유의수 은 5%로 설정하 다.

3. 결과

Table 1에는 셔틀런, 요요 테스트, 최 산소섭취량

주행 검사들의 기술 통계량을 평균과표 편차로 나타내

고 있다.

Items Units Mean SD

10m Run (sec.) 2.2 0.1

30m Run (sec.) 4.8 0.1

10m Round-trip Run (sec.) 4.5 0.1

10m Round-trip Dribble run (sec.) 5.1 0.2

Z-run (sec.) 14.5 0.4

Shuttle run (No.) 127.7 11.1

Yo-Yo test (No.) 62.0 8.8

VO2max (ml/min/kg) 66.2 7.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items 

Table 2는 각 측정항목들 간 상 계를 검토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민첩성과 순발력을 평가하는 10m,

30m, 10m 왕복, 10m 왕복 드리블 Z런 달리기는 측정

항목 상호 간에 간 정도에서 높은 상 계를 나타냈

다 (r=0.315~0.827). 10m 왕복 드리블은 셔틀런, 요요 테

스트, 최 산소섭취량과도 정도 이상의 상 계를 보

다(r=0.510~0.648).

최 산소섭취량은 셔틀런 테스트와는 r=0.387 (p>.05)

의 상 계를 나타냈고, 요요 테스트와는 0.430(p<.05)

의 유의한상 계를 보 다. 그림3은셔틀런과요요 테

스트 수의 산포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축구 선수들을

상으로 실시한 두 검사가 상호 향을 미치는 정도는

약 52% (r2=0.5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The scatter plot and decision coefficient (R2) of 

Shuttle run and Yo-Yo intermittent recovery 

test  

　 Items 1) 2) 3) 4) 5) 6) 7) 8)

1) 10m Run 1 　 　 　 　 　 　 　

2) 30m Run 0.574* 1

3) 10m Round-trip Run 0.315 0.571* 1

4) 10m Round-trip Dribble run 0.551* 0.568* 0.565* 1

5) Z-run 0.359 0.626* 0.827* 0.648* 1

6) Shuttle run -0.232 -0.244 -0.163 -0.571* -0.244 1

7) Yo-Yo test -0.29 -0.337 -0.388 -0.526* -0.364 0.724* 1

8) VO2 max -0.065 -0.227 -0.298 -0.510* -0.332 0.387 0.430* 1

Note. *: p<.05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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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최근 보다 역동 이고 스피드한 경기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축구경기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높은 심폐지

구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수 선수들의 실제

경기 시 포지션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10,000m~13,000m

의 거리를달려야하는 것으로보고되고 있다[5]. 이 연구

에서는 휴식기를 마친 학 축구부 선수들을 상으로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 테스트, 최 산소섭취량 순발

력 련 주행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간 비교 검토를

통해 학교 엘리트 축구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을 평가하

는 유효한 필드테스트를제안하는 것을목 으로하 다.

심폐지구력 평가시 단 으로 지 되는시간, 비용, 흥

미 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필드 테스트

인 셔틀런 테스트[8,11]와 요요 테스트 [10,12]가 개발되

었다. 이두 검사는청소년, 성인 운동선수에 이르기까

지 발육발달과 체력수 이 다른 다양한특성의 피험자를

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특히 셔틀런 테스트는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표 인 필드테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Krustrup, Mohr [13]는 요요 테스트는 테

스트 기간 동안 유산소성 부하가 최 값에 근 했고 무

산소에 지 시스템의 사용도 높았으며 간헐 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데높은 신뢰성과

민감도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 셔틀런 테스트도 약 40

개국에서 스포츠 장과 학교 교육기 에서 문체력

건강 체력요인 심폐지구력 평가를 해 사용되고

있다[14]. 김기진[7]의 국내 거리 육상선수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실험실과 필드 테스트 간의

항목에서 유의한 상 계수를 보 으며 심폐기능평가에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하 다.

학 축구선수들을 상으로 실시한 셔틀런과 요요

테스트 간에는 0.7이상의 높은 상 계가 나타났다. 하

지만 두 검사 수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작성하고 상호

향을 미치는 정도(r2)를 검토한 결과 52% 정도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검사는 아주 유사한 특성

을 가진 검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셔틀런 테스트는

휴식구간이 없이 지속 으로 달려야 하는 반면 요요 테

스트의 경우 휴식구간이 설정되어 있어휴식기를 활용하

여 컨디션을 조 하며 달릴 수 있다는 차이가있다. 축구

선수의 경우골을 넣기 해빠르게이동할수 있는 순간

스피드와 슛과 헤딩을 수행하기 한 무산소성 워와

근력이 요하며, 미드필더는 공의 분배, 공격수와 수비

수의 연결, 필드에서 앙을 장악하기 해 많은 활동이

요구되어 심폐지구력이 강조되고 있다[4,5]. 즉, 축구선수

는 경기 지속 으로 뛰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회복과

질주를 간헐 으로 반복하는 운동을 한다. 이러한 축구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요요 테스트의 구성 동작

은 실제 축구경기 일어나는 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 테스트는 실험실 검사인 최

산소섭취량 측정과 각각 0.39와 0.43의 상 을 보 으며,

요요 테스트와 최 산소섭취량 검사 간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특이한 은 두 장검사 모두 최 산소

섭취량과는 그다지 높은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운동

경험 체력 수 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일반 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셔틀런과 요요테스트는 최 산소섭취량

과 높은 상 계를 보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어 왔다[6,7,15]. 그러나 심폐지구력이일반 성인에

비해 아주 뛰어나며 그 편차 역시 어 Ceiling effect를

보이는 20 반의 축구선수들의 경우 측정환경(실험

실, 장)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의 향이 일반성인 집단

에 비해 크기 때문에 최 산소섭취량과 장검사 간에

높은 상 계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는 다른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최 산소섭취량에서 높은 측정값을 얻었던 선수들

에 셔틀런 테스트에서는 상 으로 낮은 횟수를 기록했

지만 요요 테스트에서는 높은 횟수를 기록한 선수들이

있었다. 셔틀런과 요요 테스트 모두 증 으로 증가하

는 속도(리듬)에 맞춰 뛰어야하기 때문에 양 끝 지 에

도착한 후다시 돌아올 때의 '가속력' 변인이 최 산소섭

취량 측정 시와 다른 요인으로 측정값에 향을 미친다.

Matsuzaka and Takahashi[16]의 성인 54명을 상으로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셔틀런을 통한 추정

값 산출시 가속력 변인이 결과에 큰 향을 다고보고

하고 있다. 두 테스트에는 유산소성 운동능력과 가속 시

필요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이 요구되나 요요 테스트의 경

우 양 끝 지 에서 회복할 수 있는 휴식구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축구 선수들의 경우 휴식구

간이 없는 셔틀런 테스트에 비해 효율 으로 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최 산소섭취량과도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한편, 10m왕복드리블은 순발력과, 민첩성으로 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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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행 테스트뿐 아니라 심폐지구력 련 주행 테스트

와도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축구선

수들의 포지션 별 생리 특성 차이[17,18]에 따른 것으

로 생각된다. 김기진, 안나 [5]은 30m와 100m 달리기

30m 드리블과 같은측정항목은 공격수, 셔틀런 테스트는

미드필더, 제자리 멀리뛰기나 제자리 높이뛰기는 수비수

들이 더 우수한 측정결과를 나타내며 포지션 특성에

합한 체력강화 훈련 로그램을 재구성해야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10m 왕복 드리블은 순발

력, 민첩성 응성을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주로 공격수나 미드필더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

내며 이 선수들은 단거리 주행, 드리블뿐만 아니라 셔틀

런, 요요 테스트 최 산소섭취량과 같이 심폐지구력

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 다.

5. 결

이 연구에서는 휴식기를 마친 학 축구부 선수들을

상으로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 테스트, 최 산소섭취량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간 비교 검토를 통해

축구선수들의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 유효한 필드테스

트를 제안하고 체력 향상 훈련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요요 테스트

는 최 산소섭취량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셔틀런

테스트와 요요 테스트는 0.7이상의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두 검사의 설명력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셔틀런 테스트는 휴식구간이 없이 지속 으로달려야 하

는 반면 요요 테스트의 경우 휴식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휴식기를 활용하여 컨디션을 조 하며 주행한다는 특성

이 있어 주행과 회복을 반복하는 간헐 운동을 주로 하

는 축구선수들의 종목 특성을 고려한 심폐기능 평가 시

보다 효율 인 장검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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