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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상으로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이 선수들의 유연성 향상과 

순발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슬 의 가동범 를 평가하고,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기능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그룹 모두 가

동범 와 수행능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 고, 두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수행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how static stretch and PNF stretch affect flexibility improvement of college taekwondo players, the study 

evaluated the joint working range of the knee joint while testing the jump performance to see if those stretches have any influence 

on a function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each group of the static stretch and PNF stretch was 

observed with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joint working range and the jump performance. From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only the jump performance came up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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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든 운동경기에 있어서 유연성, 근력, 그리고 순발

력은 뛰어난 운동수행과 성취를 한 요한 기술

련 체력요인이다[1].

특히 유연성은 워, 민첩성, 근력  평형성 등 체

력의 여러 가지 하  요인과 높은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2]. 

유연성은 단일 이나 여러 을 움직이게 하

는 능력으로써 근육의 신장력에 좌우된다. 일반 으로 

격렬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스포츠 장에서 유연성

의 부족으로 인해 운동수행에 제한을 받고 경기력 향

상에 장애가 되며 이로 인해 계통에 스포츠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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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발생된다[3]. 특히 태권도에서의 유연성은 경

기력에 매우 한 계를 가지며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4].

태권도에서 유연성운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 일정

시간 동안 신장된 근육의 장력을 유지시킨 채 근육

이 이완되도록 방법인 정  스트 칭과[5], 고유수용

성 신경근 진(PNF :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이론을 기 로 하여 반사기 을 통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증 시키는 특수한 운동기법

인 PNF 스트 칭이다[6]. 이  PNF 스트 칭은 인

체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수용기의 자극을 통한 신경

근유계의 반응을 진 쪼는 증 시키는 스트 칭 방

법으로 근육이완과 운동범 의 증진, 주  결합

조직의 안정시 길이 증가, 근육의 통증감소 등의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 이처럼 태권도 선수

들에게 있어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한 훈련방법으

로 두 가지 스트 칭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훈련

이 운동선수들의 유연성 증가나 기능  수행능력 향

상에 미치는 향에 한 직 이고 객 화된 연구

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상으로 8주간의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이 선수들의 유연성 증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슬  가동범 를 평가

하고, 유연성과 높은 상 계를 가지며[8] 기능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한 최근 들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도 운동에 한 심이 증가[9],[10]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운동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남지역에 소재한 학 태권

도 선수  실험에 참여의사를 밝힌 28명으로 하 다. 

상자들은 신체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로 최근 6개

월 이내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한 치료를 경험하지 않

은 남자들로 한정하 다. 연구 상들을 남자로 한정한 

이유는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경우 신체  특성상 유

연성이 남자들보다 상 으로 좋아 연습 후 특별한 

유연성을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반해 남자태권

도선수들은 유연성운동을 기본운동을 실시하기 때문

에 연구 상들을 남자로 한정하 다. 상자들은 정  

스트 칭 그룹과 PNF 스트 칭 그룹으로 각 14명씩 

무선 배정하 다.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ype
Age

(yr)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

Static

(N=14)

20.9

±1.4

174.5

±2.9

63.4

±4.5

8.8

±1.5

PNF

(N=14)

21.1

±1.2

174.1

±3.2

62.8

±3.7

8.5

±1.2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8주간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이 태권도 선수의 가동범 와 수행능력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하여 정리 운동 시 정

 스트 칭을 실시한 집단과 PNF 스트 칭을 실시

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찰하 다.

두 집단 모두 비 운동과 본 운동은 동일하게 실

시하 다. 비 운동은 가벼운 런닝과 체조 후 목, 팔, 

다리, 허리, 어깨 등의 정  스트 칭을 하 으며, 본 

운동 에 간단한 인터벌 훈련을 실시하 다. 본 운동

에서는 기본 발차기, 스텝 겨루기, 연결 타켓 발차기, 

3인 1조 타깃 발차기, 개인 스피드 타켓 발차기, 개인 

스피드 타켓 겨루기  개인 특기  훈련을 실시

하 다.

2.2.1 정  스트 칭(Static stretching)

상자는 슬  신 과 굴곡 2가지 정  스트 칭

을 순서 로 시행하 다. 정  스트 칭은 통증이 없

고 등도의 불편함이 있는 범 에서 30 를 유지하

고 15  휴식하는 방법으로 3세트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정  스트 칭은 매트에 앉아 다리를 앞으

로 나란히 뻗은 후 숨을 내쉬며 무릎과 등을 곧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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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윗몸을 앞으로 숙여 가슴이 퇴사두근에 닿

도록 실시하 다.

두 번째 정  스트 칭은 매트에 앉아 왼발은 곧게 

펴고 오른발은 무릎과 퇴사두근 안쪽이 바닥에 닿

도록 뒤로 굽혔다. 발끝은 뒤로 향하여 종아리와 일직

선상에 놓이도록 이완된 자세를 취했다. 숨을 내쉬며 

허리를 곧게 한 채로 오른쪽 팔을 굽  팔꿈치를 바

닥에 고 비스듬히 뒤로 기댔으며 등이 곧게 펴질 

때까지 몸을 뒤로 기댔다. 오른쪽 발이 으로 벌어지

지 않도록 엉덩이 에 착시켰다. 

2.2.2 PNF 스트 칭(PNF stretching)

상자는 매트에 바로 운자세에서 자신이 올릴 수 

있는 최 한도까지 다리를 올리게 한다. 그 상태에서 

측정자가 다리를 잡고 10 를 측정자를 향해 게하

고 20 를 갈 수 있는 최 한 범 까지 가서 그 치

에서 잡고 지지한다. 그리고 15  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10  고, 20  잡고 있고 15  쉬고를 반

복하 다.

2.2.3 가동범 (ROM)

슬 의 가동범  상자들이 매트에 바로 

운자세에서 두 명의 측정자에 의해 각도계(Goni-

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고  90° 굴곡 상

태에서 상자가 불편함을 느낄 때 까지 무릎을 신

시키고 각도기 지 의 심은 퇴골 외측과 에 

치시킨다. 근 부의 고정팔은 결 을 기 으로 삼

아 퇴골의 축과 정렬시키고, 원 의 운동팔은 외측

복사 를 기 으로 하여 정렬시킨다.

2.2.4 수행능력(Jump performance)

수행능력은   팔의 스윙과 무릎 반동을 

이용한 수직 를 수행하 다. 3회의 최  수직

를 측정하여 평균을 이용하 다. 의 높이 측정에

는 G-jump(BTS Inc, Italy)가 이용되었고, G-sensor

를 벨트의 주머니에 고정 후 요추 5번 치에 착용한 

후 측정하 다. 측정은 신발의 탄력성을 배제하기 

하여 맨발로 시행되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 18.0을 이

용하 다. 스트 칭 유형에 따른 가동범 와 

수행능력 각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사 값을 공

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으며, 

통계학  유의수  α=.05로 하 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정  스트 칭과 PNF 스

트 칭이 태권도 선수들의 가동범 와 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 다.

3.1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에 따른 

가동범  변화

정  스트 칭 그룹은 18.86±1.51도에서 8.96±2.11

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NF 스트 칭 그

룹 역시 19.18±1.54도에서 8.22±1.33도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 칭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

기 해 사 값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유의한 차이(F=.178, p=.58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 칭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표 2) 

표 2. 가동범  변화
Table 2. Changes in range of motion

Mean±SD

pre modify pre post

SS 18.86±1.51 9.15±1.63 8.96±2.11

PNF 19.18±1.54 9.48±1.25 8.22±1.33

SS df F p

group 303.76 1

.178 .586time 151.42 1

error 2.01 22

SS : static stretching

PNF : PNF stretching

3.2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에 따른 

수행능력 변화

수행능력의 비교에서 정  스트 칭 그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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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7±3.25㎝에서 사후 49.01±2.89㎝로 향상되었으

며, PNF 스트 칭 그룹 한 사  45.73±3.35㎝에서 

사후 51.50±10.10㎝로 많은 향상을 나타냈다. 스트

칭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사 값을 공변

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

(F=45.675,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NF스

트 칭이 수행능력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표 2).

표 3. 수행능력 변화
Table 3. Changes in jump performance

Mean±SD

pre  modify pre post

SS 46.17±3.25 48.5±2.18 49.01±2.89

PNF 45.73±3.35 50.7±3.75 51.50±10.10

SS df F p

group 809.67 1

45.67 .000time 580.31 1

error 97.84 22

SS : static stretching

PNF : PNF stretching

Ⅳ. 논 의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에게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용시 슬  가동범 와 수

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 인 방

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andy와 Irion, Bandy 등[11],[12]은 슬  굴곡근

에 정 스트 칭을 용한 결과 시간과 빈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ROM에 모두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Handel 등[13]은 슬  굴곡근에 8주 동안 등

척성 수축 후 수동  스트 칭을 용한 결과 최고 

6.3도의 가동범  증가를 보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두 유

형 모두에서 가동범 의 유의한 향상을 보임으로

써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Swank 등[14]은 일정 무게를 더한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간의 스트 칭 효과를 비교한 결과 근 수축

에 의한 이완효과로 인해 무게를  집단에서 가

동범 의 증가가 보다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Magnussonn 등[15]은 정  스트 칭과 등척성 수축

을 이용한 PNF 스트 칭을 실시하여 가동범 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결과 등척성 수축에 의한 신장 

인지감에 한 응의 효과가 컸던 PNF가 보다 유의

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본 연구에서 정  스트 칭 그룹과 PNF 스트 칭 

그룹 사이의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동범 의 향상에 있어서는 두 그룹간에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던 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기간에 따른 차이로 기존 선행연

구들과 다르게 8주간 긴 기간을 실시함으로써 두 가

지 유형의 스트 칭 모두 최 의 근 신장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McLean 등[16]의 연구에서는 12명의 주니어 국가

표 축구선수들을 상으로 실시한 PNF 스트 칭 

훈련 후 슬  굴근과 신근을 비교한 연구에서 축구 

선수들은 스트 칭 후 근력과 순발력 그리고 지구력 

모두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용

이 태권도 선수들의 수행능력을 유의하게 향상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령 의 

연구에서 유연성 훈련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17]. 한 

Worrell[18]은 유연성 훈련을 통하여 햄스트링근에서 

최  토크가 증가하 다고 제시하 다. 이는 근육에 

일정한 역치 수 의 자극을 가하면 근육과 신경은 자

극에 응하는 상으로 근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며, 근육의 응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에 의한 역학 이고 사  자극에 의해 조 되어지

는데 운동 시 근섬유의 스트 칭이 요한 자극요소

가 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19].

본 연구에서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에 따

른 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Young 와 Elliott[20]이 

정  스트 칭을 이용하여 슬  신근이 평균 워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와 그 밖의 다른 정  

스트 칭의 결과로 평균 워와 수직  동작능력의 

하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설명되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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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22],[23].

그러나 스트 칭에 의한 근력 는 수행능력의 향

상에 한 상 계에 해서는 아직까지 상반된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

인 연구들이 추가 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교 태권도 선수 28명을 상으로 8

주간의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이 슬  

가동범 와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슬  가동범 는 두 스트 칭 유

형에서 모두 그룹내 유의한 차이(p<.05)를 보 고, 

수행능력 역시 그룹내 유의한 차이(p<.05)를 보

다. 반면 정  스트 칭 그룹과 PNF 그룹의 그룹간 

비교에서는 수행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p<.05)

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모두 가동범 와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정  스트 칭과 PNF 스트 칭 방

법은 수행능력 향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나

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운동선수들의 운동수행능

력과 경기력 향상을 한 효과 인 운동 로그램 개

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운동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  경기력 향상을 해 

다양한 운동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에서 스

트 칭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련된 연구들의 결과들에 있어서 일부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선행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 인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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