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25

1. 

야구는 공을 던지는 것이 야구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피칭의 요성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야구경기에서 가장

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동작은 던지기이며, 경기

70% 이상을 차지한다[1]. 그 투수에 의해수행되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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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경기승패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요한 요

인이 되기 때문에[2], 투수는 훈련을 통해 제구력과 빠른

구속향상을 필요로 하며, 빠른 직구를 정확한 제구력과

함께 경기 내내 꾸 하게 유지토록 해야 한다. 특히,

Stodden et al.[3] Dillman et al.[4]은 투구스피드가 투

수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하 다.

투수의 투구동작은 다리와 허리의 워 존에서 시작

되며, 투구에서 발생하는 힘의 50% 이상을 제공하게 된

다[5]. 특히 오버핸드 투수의 경우 공 속도의 46.9%가 스

텝과 허리회 에서 비롯된다[6]. 그러므로 투구 동작시

구속증가를 해서는 신체 각 분 들의 응동작이 필요

하며, 특히 상체 분 동작은하지 분 과 몸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리듬과 타이 이 이루어져야 하

며[7], 이를 해서는 유연성, 워, 근력의 조화가 필요

하다[8,9].

워 근력훈련의 경우 최근 웨이트트 이닝의 장

이 강조되면서 로 아마추어 문선수들의 근력트

이닝은 이미 리 보 ,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력훈련에 비해 유연성 훈련의 경우 운동 과 운동 후

비운동 차원에서 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의 유연성

훈련에 한 요성은 상 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일반 으로 유연성 훈련은 의 가동범 의변화를 가

져오기 때문에 역학 요인들의 가 치를 증가시킴으로

써 투수에게 있어 피칭속도 증가에 정 향을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방성진과 박 진[10]은 피칭동작을

주로 하는 야구에서 외측회 력이 증가하면 내측회 력

의 근육이 증가하여 볼이 더 가속화되고, 한 빠른 볼을

던지려면 볼을 던지기 시작할 때 외회 의 각도가 클수

록 볼 스피드가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이는 견

가동범 가 피칭속도에 향을 다는가능성을 나타

내기 때문이다[11,12,13]. 하지만 모든 유연성 훈련이 선

수들의 구속증가에 정 향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즉, 유연성 훈련의 형태 부 에 따라 그

효과가 한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다. 김지태 등[14]은 고교야구선수를 상으로 견

의 정 스트 칭의 처치함으로써 투수들의구속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 하지만 유사 종목으로

써 테니스 선수를 상으로 동 스트 칭과 정 스트

칭의 효과 차이를 비교한 김 재와 허원석[15]의 연구결

과에서는 동 스트 칭을 실시한 선수들에게서 유의한

서 속도의 증가를 보고하는 등 종목 스트 칭 유형

그리고 부 에 따라 그 효과에 한 결과내용이 일치하

지는 않는다.

스트 칭의 종류는 크게 정 (static) 스트 칭, 동

(dynamic) 스트 칭, 고유감각신경근 진(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스트 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의 가동범 와 유연성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6,17,18,19]. 이와 련

하여 조 명[20]과 김상엽[21]은 여러 가지의 스트 칭

탄력밴드를 이용한 탄성스트 칭을 비운동 단계에

서 실시함으로써 운동수행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 한 Sady et al.[22]는 일반인을 상으로

정 스트 칭, 탄력스트 칭, PNF 스트 칭을 실시한

후 유연성 증가효과를 비교한 결과에서 PNF 유연성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고유수

용성신경근 진법은 특유의 나선형 패턴을 사용하여 고

유수용기를 자극하고 정상반응을 진하는 방법으로 근

의 길이나 장력에 해서 구심성 흥분을 발사하는 근방

추나 건방추기 등의 고유수용성 감각기에 자극을 더하

는 것에 의해 목 으로 하는 신경근 메커니즘의 반응을

진하는 것이다[23]. 지 까지 PNF는 주로 물리치료 목

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운동선수들의 근력, 유연성,

균형을 증가시키며[24], 의 가동범 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일반 으로 탄력밴드 운동은 고무밴드의 신축성을 이

용하여 근력, 속도, 신경기능의 강화와 근육의 고유수용

감각을 자극하여 의 치와 움직임의 정보를 뇌에

달하여 균형 자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25,26,27].

실제로 김진 등[28]도 탄력밴드를 결합한 PNF 방식의

통합훈련을 통해 소 트볼 선수들의 등속성 근력 밸

런스 유지에 정 향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러므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경우 운동 비운동 단

계에서 수용성신경근 진을 유도하기 하여 탄력밴드

를 이용한 PNF 방식의 스트 칭은 야구선수들의 가

동범 (range of motion; ROM)과 함께 구속증가에도

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조 재 등[29]은 투수의 구속증가 시 운동학 변인으

로써 볼을놓는 시 에서의몸통 뒤틀림을포함시켰으며,

한 코킹과 가속 국면에서 몸통과 골반의 회 이 볼 속

도 증가를 해 요한 변인이라고 제시하 다. 이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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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구속증가를 해서는 견 에 한유연성 증가

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던지는 공의 속도를 크게 증

가시킬 수 있는 가속구간에서는 오히려 몸통의 회 이

요함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 견 에

한 통 인스트 칭효과에 한선행연구들[10,11,12,13,30]

은 있었지만 몸통특히, 공을던질 때 흉추의 가동범 를

증가시키는 스트 칭 동작 투수들의 구속변화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보고한 선행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몸통과 골반의 회 운동 범 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써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을 몸통부 에 실시한 후 투수들의 ROM 구속변화

를 살펴 으로써 야구선수들의 시합 비운동에서의

스트 칭 운동으로써 동체의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

트 칭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재 한야구 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천 역시 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투수 10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들에게는 사 본 연구의

목 과 차에 한 설명을 달한 후 자발 의지에 따

라 실험 첨가동의서를 작성하 다. 본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Age Height(cm) Weight(kg) BMI

M±SD 17.27±1.01 179.64±4.86 78.74±11.82 24.29±2.43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2.2 측 변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투구에 한 속도를 측정하

기 하여 피칭속도 측정기(speed gun), 가동범

측정기(goniometer), 운동자각도(RPE)를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피칭 도

투구들의 피칭속도 측정은 피칭 선수들이 평상시

실시하는 롱토스와 마운드 에서 개별 으로충분한 연

습피칭을 실시한 후 선수 스스로 측정을 희망할 때 측정

토록 하 다. 피칭속도 측정을 하여 사용되는 스피드

건은 포수 뒤에 치한 후구속을 측정하 다. 모든구종

은 직구로 1인당 10개의 공을 최 수행능력으로 던지도

록 하 으며, 던지기 수행간시간은 최소 10 이상 유지

토록 하 다. 총 10회의 구속 최 구속과 최소구속은

제외한총 8회의구속에 한평균값을 상자의 평균 구

속으로 설정하 다.

2.2.2 가동 (ROM)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흉추를 포함한 몸통(trunk)

유연성 측정을 하여 정면을 응시한 채 바로 선 자세에

서 1m 길이의 을 양 팔 사이에 끼도록 한다. 상자의

정면을 90도로 설정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의 끝

단을 goniometer의 0° 선상에 오도록 하 다. 측정은 공

을 던지는 방향의 팔만을 측정하 으며, 총 2회 반복 측

정한 후 2회의 평균값을 상자의 ROM으로기록하 다.

2.2.3 운동 각도(RPE)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지속 인 피칭시 느끼는

힘듦이나 피로수 을 측정하기 하여 Borg의 운동자각

도(rate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 다. 한

선수들의 투구시 동작의 편함 정도는 RPE 상 낮은 수

로 표 할수 있도록 측정 선수들에게 PRE 수에

한 사 교육을 실시하 다. 5회 투구단 로 투구가 종료

된 즉시 선수들의 느끼는 피로 정도를 숫자로 표시토록

하 다.

2.3 실험 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투수를 상으

로 흉추 부 의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동작

이 투수의 ROM 구속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하

여 모든 상자에 해 변인들에 한 사 측정을 실시

하 다. 사 측정에서는 평상시 선수들이 본 운동

비운동으로 실시하는 모든 운동을 포함하여 동일한 순서

로 진행하 으며, 비운동이 종료된 후 동체유연성을

한 ROM 측정을 2회 실시하 다. 사 동체유연성 측

정이 종료된 후 선수들의 구속측정을 한 비운동(롱

토스, 자율투구)을 개별 으로 실시한 후최 투구 비

가 완료된 선수들을 상으로 총 10회의 구속측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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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사 측정을 실시하고 일주일 후 모든 상자

들은 앞선 사 측정과 동일한 차와방법으로 비운동

을 완료한 후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훈련을

실시토록 하 다.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훈

련은 어깨사이로 2m 정도의 과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빠르게 앞 뒤 각 30회씩 회 토록 하는 훈련방법으로써

상자들은 투구하는 한쪽 방향에 해서만거울을 보면

서 시각 되먹임요법[31]을 이용하여 스트 칭 훈련을

실시하 다. 1인당 앞뒤 탄력밴드 PNF 스트 칭 소요시

간은 5분에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체 인실시방법 순

서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PNF 스트 칭이 종료된 후 상자들은 몸통유연성

측정을 실시토록 하 다. 몸통 유연성 측정 후 사 검사

와 동일한 방법으로 롱토스, 자율피칭을 통해 최 투구

비를 실시한 후 구속측정을 실시하 다.

2.4 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0.0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다. ROM과 구속, RPE

에 한사 사후차이검증을 하여 Paired t-test를실

시하 으며, 아울러 ROM과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

든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동체  운동가동 (ROM) 변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과 후 상자들

의 동체 운동가동범 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스트 칭 동체가동범 는 106.82°(±8.45)

로 나타났지만 탄력밴드 PNF 스트 칭 실시 후 동체 가

동범 는 118.27(±4.45°)로써 11.5°의 동체가동범 가 증

가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다

(p<.05).

　

ROM(°)

Pre Post t p

106.82±8.45 118.27±4.45 -5.358 .000*

*p<.05

<Table 3> Comparison of ROM

3.2 변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과 후 상자들

의 10회구속측정 결과 최고값과 최소값을제외한 8회

의 구속평균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스트 칭

평균 구속은 124.86(±9.22km/h)이었지만 스트 칭 후 평

균 구속은 127.13(±8.80km/h)로써 체 평균 2.26km/h의

구속증가를 보 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 All subjects performed trunk PNF stretching of the arm to throw the ball with elastic band.

- sit on a chair holding knees legs gathered.

- Expands the waist and shoulders on chair.

- Maintains the posture skirt.

- After holding wood bar, keep the ready position to watch the front.

B)

- The first connects the forward direction with elastic band.

- While maintaining the ready position, rotate the body in the backward direction.

- Carry out with the impression of throwing the ball.

- Repeat up to 30times with the conduct of maximal range of motion.

- Keep the interval time 1 second between repetitions.

C), D)

- Keep the same preparing position.

- Hang the elastic band to the other side, rear direction.

- Carry out as the previous method, A) & B)

<Table 2> Guide of PNF stretching with elastic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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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km/h)

Pre Post t p

124.86±9.22 127.13±8.80 -7.947 .000*

*p<.05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speed

다음의 <Table 5>는 상자들의 최고구속과 최 구

속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 최 구속의 경우

스트 칭 평균 120.64±11.07(km/h)의 속도를 보 지

만 사후 약 3.64km/h 정도 증가한 124. 27(±9.14km/h)로

써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한 최고구속에

있어서도 사 최고구속인 127.73±8.24km/h보다 사후

(129.18±8.48km/h)의 최고구속이 1.45km/h로써 유의한

증가를 보이는 등 평균구속 뿐만 아니라 상자들의 최

구속 최고구속도 스트 칭 후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peed(km/h) Pre Post t p

lowest 120.64±11.07 124.27±9.14 -2.823 .018*

highest 127.73±8.24 129.18±8.48 -5.164 .000*

*p<.05

<Table 5> Comparison of lowest and highest speed

3.3 운동 각도(RPE) 변

선수들의 10회 투구에 따른 힘듦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사 과 사후 운동자각도를 측정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결과 스트 칭 상자

들의 10회 투구 후 느끼는 피로도 수 은 8.18(±0.75)로

나타났지만, 스트 칭 실시 후 10회 투구후의 피로도는

체 평균 7.36(±0.50)으로써 약 0.81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

RPE
Pre Post t p

8.18±0.75 7.36±0.50 4.500 .001*

p<.05

<Table 6> Comparison of RPE

3.4 ROM과  계

본 연구에서는 탄력밴드 PNF 스트 칭 운동 후 변화

한 동체 ROM과 평균구속 최 와 최고구속간의 계

를 알아보기 하여 사 비 사후 변화율(%)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7>와 같다.

결과 동체 ROM 변화율과 평균구속 변화율간 유의한

상 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외 동체ROM은 최 구

속 증감률 최고구속 증감율과도 유의한 상 성을 보

이지 않았다(p>.05). 반면, 평균구속 증감율은 최조구속

증감율과 유의한 정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sensitizer ratio ROM average speed lowest speed

average

speed

r -.415

p .204

lowest

speed

r -.291 .744

p .386 .009*

highest

speed

r -.085 .350 .175

p .803 .292 .607

*p<.05

<Table 7> Result of correlation with ROM

4. 

본 연구에서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PNF 스트

칭 운동이 야구선수들의 ROM 구속변화에 효과가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11명의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상으

로 1회성 탄력밴드 PNF 동체스트 칭 운동 후 ROM

구속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1회성 탄력밴드 동체 스트 칭 후

동체 ROM이 평균 11.5°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와 련하여 Kibler & Chandler[32] 김난수[33]

는 PNF 스트 칭 훈련 후 견 의 ROM이 증가했음을

보고하 으며, Anderson et al.[34]과 김동섭[35]은 탄력

밴드를 이용한 스트 칭 후 견 의 ROM 증가를 보고

하는 등 본 연구와 유사하게 탄력밴드를 이용한 스트

칭 동작이 운동 의 가동범 를 증가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

연구들과 달리 1회성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동체의

후방향으로 30회의 반복 회 운동만 실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상자들의 10° 이상의 ROM 증가 효과를 보임으

로써 동작에 한 효과에서 보다 유효한 것으로 단된

다. 한 1회성 운동수행만으로도 투수들에 있어 구속증

가에 필요한 허리와 동체 회 력과 련된 동체 ROM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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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효과를 보인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이나 부상방지

에 유리한 비운동 로그램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PNF 즉, 고유신경근 진법은 근력, 유연

성 그리고 근신경계 자극에 반응하는 응력을 증가시켜

운동단 가 최 로 반응토록 유도하기 때문에 가동

범 증가에 보다 효과 이다[36]. Prentice[37] 김원

호 등[38]은 정 스트 칭과 PNF를 통한스트 칭 방법

간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PNF 신장법이 정 스트

칭보다 의 가동범 를 보다 크게 향상시켰으며,

김경훈[39]과 Davis et al.[40] 한 PNF 스트 칭 방법

이 정 , 동 스트 칭보다 유연성 의 가동범

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과 이라고 하는 등 PNF 신장

법의 우수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PNF는 고유수용기를 자극하고 정상반응을 진하

는 방법으로 근의 길이나 장력에 해서 구심성 흥분을

유발하는 근방추나 골지건기 등의 고유수용성 감각기

에 자극을 가속시키는 것을 주 목 으로 실행하는 방법

으로써[23], PNF를 통해 신경 요인인 운동기술의 습득

과 근육의 최 활성화를 한 보다 효율 인 운동신경

의 동원, 신경 자극의 빈도증가, 운동단 의 응 동

원, 골지건 기 의 방해 감소효과[41]가 있다. 그러므로

에는 PNF가 주로물리치료 목 으로많이 사용되었

지만 최근 운동선수의 근력[42], 유연성 증가[43]는 연구

보고들과 함께 스포츠 재활뿐만 아니라정상 인 선수들

의 유연성, 근력, 순발력 향상을 한 보조운동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PNF 방법 항을유

발시키는 방법으로 탄력밴드를 활용함으로써 PNF 효과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탄력밴드를 통해 발생되는

항운동 효과까지 함께 발생됨으로써 유연성 증가

련 근육의 운동단 의 수 증가, impulse의 빈도 증가, 횡

단면 의 증가효과[44]를 함께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도 1회성 탄력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운동이

동작의 ROM 증가를 유발시켰으며, 이는 앞선 선행연구

에서 보고한 PNF의 가동범 증가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야구선수의 구속증가를 한 요인들 견 은 직

인 공의 구속증가를 한 강한 회 력이 유발되는

로써 표 인 운동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구속증가를 해서는 골반, 몸통의 회 동작을 통해

련 근육군이 신장 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탄성에

지를 상지분 에 효율 으로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간 근육의 유연성과 근 워가 구속증가에 큰 도움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동체

ROM 증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자들의 구속도 함께 증

가할 것으로 상되며, 실제 본 연구의 구속변화 결과에

서도 ROM이 증가된 사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

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투구시 느끼는 힘듦 수

을 표시한 RPE 결과에서도 사 비사후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PNF 스트 칭 운동이 선수들의 ROM 증가와 함께 구속

증가 힘듦 수 에 정 변화를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김지태 등[14]은 투수들의 견 부

에 한 정 스트 칭 후 ROM 구속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한 반면, 김 재와허원석[15]은 테니스 선수

를 상으로 정 스트 칭을 실시한 후 서 의 구속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등 상자의 종목이나 운동

형태는 다르지만 스트 칭 유형에 따라 운동기능의 차이

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으로 정 스트 칭은

유연성 운동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방하는데

효과 이지만[18,45], 운동수행력 향상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부분이다

[46,47,48,49,50,51]. 반면, 동작 스트 칭은 몸 체의 통

합 인 움직임으로써 근육의 가동범 안에서 훈련

시합시 사용되는 필수 인 움직임을 심으로 뛰기,

, 외발뛰기 팔 다리의 회 으로 구성됨으로써

[52,53], 순간 인 근 워를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 일

수 있다[54,55,56]. 본 연구에서 시행한 탄력밴드를 이용

한 PNF 스트 칭 운동은 동 스트 칭의 형태로써 탄

력밴드를 통한 인 인 항을 가 시킴으로써 상자

들의 근신경계 응력 소통을 증가시킴으로써 상

자들의 구속증가에 효과[57]를 주었던 것으로 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요인들간 상 결과에 있어 동체의

ROM은 구속 RPE와 유의한 상 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태 등[14]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써김지태 등[14]도 견 에 한 정 스트

칭을 통해 견 의 ROM 증가 구속증가가 찰되

었지만 ROM과 구속증가 결과간 유의한 상 성이 없었

던 것으로 보고하 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탄력밴드

PNF 스트 칭 동작이 동체의 ROM 평균구속 증가,

힘듦 수 의 감소 효과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동체



The Effect of PNF Stretching with Elastic Band on Ball Speed of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31

ROM 증가가 상자들의 직 인 평균구속 증가 힘

듦 수 과는 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은 투수들

의 구속증가에 여하는 요인들이 다차원 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조 재 등[29]은 야구선수의 볼 속도 차이에 따른 운

동학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골반과 몸통에

서의 더 큰 회 동작은 공을 던지기 해 발생되는 탄성

에 지를 상지분 에 효율 으로 달하기 한 조건으

로써 제시하 으며, 이와 함께 발 지 시 에서의 팔꿈

치 각, 최 어깨 외측회 시 몸통 기울기각, 볼을 놓는

시 에서의 몸통 기울기, 몸통 뒤틀림, 어깨 수평내 각

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1회성 탄력

밴드를 이용한 PNF 스트 칭 동작 후 동체의 ROM

구속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두 요인간

유의한 상 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동체의 ROM 증

가를 통해 투구동작시 요구되는 몸의 균형유지 기울

기각과 같은 운동역학 자세가 정 으로 변화됨으로

써 릴리지 포인트의 변화, 몸통기울기의 변화와 같은 구

속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달라졌기때문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속변화에 향을 주는 다

차원 요인에 한 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에 동체의 ROM 증가에 따른 운동역학 요인들의 변화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상자들의 RPE 수

이 사 비 사후 유의한 감소를 보 던 것은 동체의

ROM 증가를 통해투구동작의 메카니즘과정 보다 원

활한 동작수행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 인 구속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5.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야구선수를 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

한 1회성 동체 PNF 스트 칭 운동이 구속, 가동범

, 힘듦 수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에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양 어깨로 을 잡은 후 탄력밴드를

투구하는 방향의 앞과 뒤로 각 30회씩 동체회 을 실시

한 후 구속을 측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동체 PNF 스트 칭

후 동체 의 가동범 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둘째,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동체 PNF 스트 칭

후 최고구속, 최 구속, 평균구속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셋째,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동체 PNF 스트 칭

후 상자들의 투구시 힘듦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넷째, 동체 ROM과 구속 간에는 유의한 상 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은 본 운동 탄력밴드를 이용한 1회성

동체 PNF 스트 칭 동작을 통해 상자들의 동체 ROM

증가 구속증가 효과를기 할 수 있다. 한선수들의

투구동작시 힘듦 수 을 경감시켜 수 있기 때문에 장

시간 피로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단되므

로 본 시합 투수들을 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동

체 PNF 스트 칭 운동을 비운동 로그램에포함하여

실시함에경기력향상에보다큰 도움을 수있을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PNF 스트 칭 동작을 통해 ROM 증

가 구속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 했던

것처럼, 1회성 스트 칭 운동의 효과로 단되며, 효과의

지속시간 그리고 단발 인 효과가 장기간 트 이닝을 통

해 어떠한 양상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를 후속연구를통

해 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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