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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남자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합기 복합훈련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무릎관절근력을 비교․분석하
여 선수들의 체력발달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가대표 남자 알파인 스키선수들(랭킹 10위 이내)로서 현재
대한스키협회에 등록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남자선수 8명으로 선정하였다. 무릎관절 근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등속성 근기능 측정
기기인 Cybex HUMAC NORM을 이용하였다.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무릎관절 등속성 근기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test
을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을 위한 유의수준은 a= .05로 설정하였다. 각 측정변인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 무릎관절의 최대근력과 상대 최대근력은 훈련 후가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신근력과 상대 최대 신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둘째, 무릎관절의 평균파워에서는 신근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p<.05). 셋째, 무릎관
절의 총일량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할 때 남자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훈련 전·후 측정 시에 무릎관절의 근력은 훈련 후가 통계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경기력향상
을 위해서는 훈련 초반부터 후반까지 선수들의 체력을 유지,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시 되기 위한 지속적인 체력트레이
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of knee joint of male
national alpine skiers before and after the complex training program in season.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hletes'
physical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8 national male alpine skiers who are registered with Korean Ski
Association, within ranking 10 and participating in the game. Isokinetic knee joint muscular strength employed Cybex HUMAC
NORM.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 of measurement of knee-joint isokinetics according to the training program, paired t-test
was performed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for all the statistic analysis was set for a= .05. According to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maximum muscular strength and maximum muscular strength per body weight of the knee joint
shows greater measurements after a season and maximum extensor muscular strength and %BW maximum extensor muscular
strength showed noticeable difference. (p<.05). 2. The average power of the extensor muscular strength of the knee joint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1)(p<.05). 3. When the rate of total work of the knee joints were measured, there has a
statistically noticeable difference(p<05). When the muscular strength in the knee joints of the male national alpine skier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complex training program, our conclusion is that they showed statistically better results after the
training. This mean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skiers, it should be a priority to maintain and
develop the level of the physical strength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until the end of the season.
Key words: complex training program,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of knee joint, alpine 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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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로 인해 동계 스
포츠 종목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알파인
스키는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알파인 스키 경기의 경기
력 향상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알파인 스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력 관
련 전문체력 요인에 대한 스포츠 생리학적인 연구
를 연관시켜 필드훈련과 설상훈련 프로그램을 설
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력적인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이기
홍, 2008; 이동복, 윤성준, 2013).
알파인 스키 경기의 경기력 결정 요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중 내적
요인은 체격, 체력, 심리상태, 기술 등이며 외적요
인은 장비, 코칭, 날씨, 설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경기력 요인 중 체력은 기술과 전략을 충분히
습득, 발휘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종목별로 경기
수행에 적합한 전문 체력이 요구된다(전용균 등,
2012).
알파인 스키경기는 스피드 종목인 활강(Down
Hill)과 수퍼 대회전(Super Giant Slalom)으로 구분
되며, 각 세부종목은 경기특성에 따라 속도, 스키
의 회전반경 그리고 기문과 기문 사이의 거리 등
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또한 기술종목인
대회전과 회전은 평균속도 20~60km/h로 활주하고,
경기소요 시간은 45초에서 1분40초가 소요되며,
스피드 종목은 90~140km/h의 활주속도와 1분30
초~1분50초의 경기시간이 소요된다(이기홍, 전용
균, 2013). 비록 세부 종목 간 활주속도와 경기시
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종목은 최대속도로 최소
시간에 결승점에 도달하여야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김재호, 전용균, 2008), 특히 급경사에서 자
세를 유지하며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설치된 기
문을 최고속도로 회전하기 위한 점프 및 에징
(edging)을 발휘하며 큰 외력을 조절하여 폭발적인

동작을 수행하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이겨내야 하므로 무릎관절의 근기능은 경기력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생기는 저항을
이겨내는 무릎관절의 근력, 근지구력, 좌ㆍ우측
근력비율 등이 균형적인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력 요소라 할 수 있다(김재호, 전용균, 200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무릎관절 등속성 근력이 우수(김재
호 등, 2008; 이기홍, 2001; 박용철, 1999)하고, 유
ㆍ무산소성 파워가 크고 제지방 체중이 많을수록
스키수행능력이 좋으며(White & Johnson, 1991 ;
이기홍, 2001), 우수선수 일수록 혈중젖산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다(Brown

&

Wilkinson,1982).
이와 같이 알파인 스키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릎관절 근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요인들 보
다 중요하며, 시즌이 시작하기 전 훈련을 통해 만
들어진 몸 상태를 시즌이 끝날 때 까지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즌 기간 중의 훈련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다른 종목의 스포츠와 마찬
가지로 스키기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력이 뒷받
침 되지 않으면 그 종목에 맞는 기술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없으며 시즌 4~5개월 동안 꾸준하게 체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파인 스키 경기의 전문체력인 무릎관절의 근
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항목으로는 근파워, 최대
근력, 평균파워, 관절각도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즌기간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무릎근력
강화를 위한 복합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무릎관
절의 등속성 근기능의 발달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
하고 한국 스키의 경기력을 증진시키고 경기력 향
상과 과학적인 체력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적용할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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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시기는 12월부터 4월까지 시합 준비기와 시합기로
써 운동의 강도는 준비단계의 50-75%정도로 훈련
강도를 낮추어 실시하였으며, 운동 빈도는 주당 5
회로 5+1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시간은 단위당

이 연구의 대상은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
(랭킹 10위 이내)로서 현재 대한스키협회에 등록되

2-3시간씩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표 2>,
<표 3>,<표 4>,<표 5>와 같다.

피검자 선정 및 분류
↓
검사
↓
1차 검사 : 신체구성, 무릎관절의 근력
↓
1차 검사 : 신체구성, 무릎관절의 근력
↓
자료분석
↓
논문작성

어 경기에 출전하는 남자선수 8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실험 전 실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
을 하고 실험 대상으로 참가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신 장(cm)

실험집단
(n=8)
175.38±1.68

체 중(kg)

73.25±2.92

연 령(yrs)

21.81±1.49

체지방률(%fat)

21.82±0.83

체지방량(kg)

15.93±1.35

근육량(kg)

41.51±3.02

선수경력(yrs)

15.0±1.5

집단
변인

훈련 전
훈련 후

그림 1. 실험 설계
표 2. 요일별 훈련내용
요일별 훈련 항목
요일
월
단계

화

수

목

금

토

WT

CC

AIT/
WT

INT

WT

SPT Rest

WT

INT

WT

SPT

WT

Rest Rest

CC

WT
(Lower)

INT

WT
(Upper)

SPT/
CC

WT Rest

INT

WT
(Upper)

Rest

WT
(Lower)

AIT/
SPT

WT Rest

2. 실험 설계
1) 실험절차

시합기

이 연구는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을 대상
으로 훈련 전·후의 무릎관절의 등속성 근력의 차
이를 규명하는 실험연구로 <그림 1>과 같은 방법으
로 설계하여 훈련 전·후 측정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검자들을 훈련 전·후 2차에 걸쳐 신체구성과
무릎관절의 등속성 근력을 검사하고 각 검사마다
휴식을 배려하였으며 수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 복합훈련프로그램

알파인 스키 종목의 특성상 아침과 오전에는 설
상훈련(기술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오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써키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등을
요일별로 훈련하였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적용

일

WT : 웨이트 트레이닝,
SPT : 스프린트 트레이닝,
CT : 써키트 트레이닝,
AIT : 유산소 인터벌 트레이닝
CC : 크로스컨트리 트레이닝
INT : 무산소 트레이닝,

3. 검사항목 및 방법
1) 신체구성검사

신체구성 검사 중 체지방률(%fat)과 근육량(kg)은
Inbody

720(The

Precision

Body

Composition

Analyzer,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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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대퇴부위와 가슴 부위를 고정띠로 조정하

표 3. 써키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종목

1순환

2순환

였다. 등속성 근력 발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

시합기 써키트 트레이닝

순환

피치à 크러치 점프à 싸이드 점프à 앞뒤
점프à 사각 점프à 싯업à 외발 점프à 하프
점프 à피치(20rpm으로 1회 순환) 3세트
점프 스쿼트(무게)à 벤치 프레스à 싯 업à
레그 익스텐션à 레그 컬à 숄더 프레스à 롱
풀à 하 복근à 백 업à 데드 레프팅à 브이
싯 업(20rpm으로 1회 순환) 3세트

×

×

RM

×

×

×

5RM 5

5RM 5

5RM 5

세트

세트

세트

RM

스쿼트

싯업

×

×

×

5RM 5

5RM 5

세트

세트

세트

*종목과 RM의

절을 중심으로 해부학적 자세에서 신전 및 굴곡운
동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굴곡 운동 시 90도 이상

×

지도록 유도하였다. 피검자가 기계에 생소감이나

싯 숄더
프레스

아령

×

×

30RM

30RM

30RM

5세트

5세트

5세트

레그
점프
레그 컬
익스텐션
스쿼트

5RM 5

및 굴곡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때 피검자는 무릎 관

통제, 일정한 운동 범위(Ramgeof Motion)가 이루어

시합기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
종목

시킨 뒤 Velcro Strap으로 발목부위를 묶어 신전

도록 범위한계 조정 장치를 이용하여 운동 범위를

시합기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
벤치프레 데드리프 롱-풀,
스
트
하이-풀

여 하퇴부 길이와 조정축의 길이를 조정하여 고정

과굴곡이나 0도 이상 과신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

표 4.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종목

도록 Long input adapter와 Adjusting arm을 이용하

하복근

×

×

벤드
오버로잉

×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무릎관절 중심으
로 신전과 굴곡 운동을 3~5회 예비운동을 실시하게
한 뒤 본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 피검자의 최
대의지력에 의해 최대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실험자
가 피험자 옆에서 독려 하였다. 측정된 결과치는
Dual-Chammel Recorder(Lumax, U.S.A)를 이용하여

30RM

30RM

10RM

5세트

5세트

5세트

Digital로 변환시켜 정량화 하였으며, 이때 굴곡 운

횟수는 세트와 강도에 따라 다르게 실시 하였다.

동 시 하퇴부에 무게에 의해 피크 토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퇴부 무게의 중

표 5.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
주차

1~4주차

목적

무산소성
운동능력
유지

반복
거리

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력제거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반복간
세트간
세트
휫수 휴식
휴식

400m

3회

1분

800m

2회

1분

2세

운동
강도

5분

최대능
트 이상 력의
80~90
2세
5분
%
트 이상

기기조정을 실시하였다. 무릎관절의 등속성 근력
측정 시 검사항목과 방법으로는 각 측정 부하속도
(60˚/sec, 180˚/sec)에서 3회 신전 및 굴곡 운동
시 나타난 피크토크로 하였으며, 평균파워(mean
power)는 부하속도 180˚/sec에서 26회 신전 및 굴
곡 운동 시 전체 운동량을 운동 소요시간으로 나
눈 값(단위:watt)으로 하였으며 이 때 신근 및 굴근

2) 무릎관절의 등속성 근력 검사

대상자들을 15분 동안 무릎관련 스트레칭과 준

파워를 따로 구하였다. 총일량(total work)은 180˚

비운동을 실시하게 한 후 사이백스(Cybex HUMA C

/sec 부하속도에서 26회 신전 및 굴곡 반복 운동

NORM, USA)를 이용하여 등속성 근기능 검사를 실

수행시 전체 운동량(단위:joules)으로 하였으며, 근

시하기 위해 측정 의자에 앉힌 후 무릎관절의 중

지구력비(muscle endurance ratio)는 180˚/sec 부하

심점이 다이나모메터(Dynamometer) 회전축과 일치

속도에서 26회 신전 및 굴곡반복운동 수행시 운동

하도록

Pedestal

전반부인 1회-13회까지의 일량과 운동후반부인

Col-umn Clamp를 이용하여 조정한 뒤 하지의 신

14-26회까지의 일량을 백분율하여 나타난 즉, 후반

전 및 굴곡 운동시 하지가 아닌 신체 다른 부위가

부일량/전반부 일량에 의해 나타난 비율을 이용하

움직여 골반(Pelvis)및 대퇴근의 외력이 가해지지

였다.

Table-tube

Cross

Clam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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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방법

2. 등속성 최대근력 및 상대 최대근력

자료처리를 위하여 윈도우용 SPSS 12.0 통계 패

훈련 전·후의 무릎관절의 최대근력(peak torqu

키지를 이용하여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의 체격요

e Nm) 및 상대 최대근력(peak torque %BW)은 <표

인과 종속변인인 무릎관절의 등속성 근기능 요인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선수들의 시합기

훈련 전·후 60˚/sec부하에서 발휘된 오른쪽 무

복합훈련프로그램 적용 전·후 기간에 따른 차이

릎관절의 신근력은 훈련 전 235.6±43.4Nm, 훈련

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하였

후 283.7±16.2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으며, 이때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오른쪽
무릎관절의 굴근력은 훈련 전 138.7±19.6Nm, 훈련

Ⅲ. 연구결과

후 151.87±16.8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왼쪽 무릎관절의 신
근력은 훈련 전 242.5±29.3Nm, 훈련 후 278.2

1. 신체구성 검사

±19.2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훈련 전·후 60˚/sec부하에서 발휘된 왼쪽 무릎

훈련 전·후의 신체구성 검사는 <표 6>에 나타

관절의 굴근력은 훈련 전 136.9±25.1Nm, 훈련 후

난 바와 같다.

155.3±21.5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

훈련 전·후의 알파인 스키선수의 신체구성은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훈련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훈련 전·후 상대 최대근력의 오른쪽 무릎관절
신근력은 훈련 전 341.5±30.7%BW, 훈련 후

표 6. 알파인 스키선수의 신체구성
집단
변인

실험전

±
±
±
±

385.3±34.0%BW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후

±
±
±
±

t

p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오른쪽
무릎관절의 굴근력은 훈련 전 197.9±15.7Nm, 훈련

체중(kg)

73.25 2.92

72.54 2.96

.813

.443

체지방률(%fat)

21.81 1.49

20.09 1.35

2.151

.069

체지방량(kg)

15.93 1.35

14.54 1.19

1.909

.098

근육량(kg)

41.51 3.02

42.48 2.66

-.941

.378

후 205.5±20.9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훈련 전·후 상대 최대근력의 왼쪽 무릎관절 신
근력은 훈련 전 334.7±34.1%BW, 훈련 후 376.6

표 7. 알파인 스키선수의 등속성 무릎관절 최대근력, 상대 최대근력.
요인

peak torque(Nm)

시기
(n=8)

peak torque(%BW)

60˚/sec

±
±

60˚/sec

±
±

±
±

±
±

Right

Left

Right

Left

235.6 43.4

242.5 29.3

341.5 30.7

334.7 34.1

283.7 16.2

278.2 19.2

385.3 34.0

376.6 22.1

t

-2.966

2.263

p

.021

.058

.037

.001

138.7 19.6

136.9 25.1

197.9 15.7

186.9 14.8

152.1 17.1

155.3 21.5

205.5 20.9

210.3 27.4

신근
Extensor

굴근
Flexor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전
훈련 후

±
±

±
±

-2.561

±
±

-5.555

±
±

t

-1.919

-2.387

-0.925

-3.298

p

097

.048

.38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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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알파인 스키선수의 무릎관절 평균파워, 상대 평균파워
average power(,Nm)

요인

average power(%BW)

180˚/sec

Group (n=8)

180˚/sec

Right

Left

Right

Left

218.19 25.3

203.29 23.3

249.19 18.8

248.17 23.8

263.13 27.6

248.26 24.3

303.12 16.9

292.18 42.9

t

3.294

2.533

2.269

2.088

p

.008

.024

.049

.056

143.48 13.2

141.09 14.1

146.12 14.2

145.14 20.2

167.11 13.7

152.17 12.8

186.11 11.9

185.18 16.1

t

3.283

-1.202

1.566

1.029

p

.009

.249

.140

.321

신근
Extensor

굴근
Flexor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전
훈련 후

±
±
±
±

±
±
±
±

±
±
±
±

±
±
±
±

±22.1%BW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18.8%BW, 훈련 후 303.12±16.9%BW로 훈련 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왼쪽 무릎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절의 굴근력은 훈련 전 186.9±14.8%BW, 훈련 후

타났다(p<.01). 오른쪽 굴근력은 훈련 전 146.12±

210.3±27.4%BW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14.2%BW, 훈련 후 186.11±11.9%BW로 훈련 후 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등속성 평균파워, 상대 평균파워

왼쪽 신근력은 훈련 전 248.17±23.8%BW, 훈련 후

180˚/sec부하에서의 무릎관절의 훈련 전·후 평

전 145.14±20.2%BW, 훈련 후 185.18±16.1%BW로

균파워(average power Nm) 및 상대 평균파워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

(average power %BW)는 <표 8>과 같다.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2.18±42.9%BW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왼쪽 굴근력은 훈련

무릎관절의 훈련 전․후 평균파워는 180˚/sec부하
에서의 오른쪽 신근력은 훈련 전 218.19±25.3Nm,
훈련 후 263.13±27.6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오른쪽 굴근력은 훈련 전 143.48±13.2

Nm, 훈련

후 167.11±13.7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p<.01).

4. 근지구력비 검사, 상대 총 일량
180˚/sec부하속도에서 무릎관절의 근지구력비
(endurance ratio) 및 상대 총일량(total work %BW)
은 <표 9>와 같다.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훈련 전·후 근지구력비의

무릎관절의 훈련 전·후 평균파워는 180˚/sec부

오른쪽 신근력은 훈련 전 68.1±6.0%, 훈련 후

하에서의 왼쪽 신근력은 훈련 전 203.29±23.3 Nm,

68.1±2.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훈련 후 248.26±24.3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

없었다. 오른쪽 굴근력의 근지구력비는 훈련 전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68.3 ±9.2%, 훈련 후 67.2±4.6%로 나타났으며, 통

왼쪽 굴근력은 훈련 전 141.09±14.1 Nm 훈련 후

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52.17±12.8Nm로 훈련 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왼쪽

신근력의

근지구력비는

훈련

전

70.6±7.0%, 훈련 후 69.9±5.3%로 나타났으며, 통

무릎관절의 훈련 전·후 상대 평균파워는 180˚

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왼쪽 굴근력은 훈련

/sec부하속도에서 오른쪽 신근력은 훈련 전 249.19

전 65.7±6.3%, 훈련 후 73.0±15.1%로 훈련 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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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근지구력비, 상대 상대
요인

Group (n=8)

신근
Extention
t
p
굴근
Flextion
t
p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전
훈련 후

endurance ratio(%)
180˚/sec
Right
Left
68.1±6.0
70.6±7.0
68.1±2.6
69.9±5.3
-.031
.194
.976
.852
68.3±9.2
65.7±6.3
67.2±4.6
73.0±15.1
.035
-1.406
.755
.202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otal work(%BW)
180˚/sec
Right
288.3±29.9
319.5±21.2
-3.109
.017
194.0±20.2
203.5±17.2
-0.865
.416

Left
294.4±26.7
317.5±30.5
-1.269
.0245
195.0±19.8
209.1±15.6
-1.271
.244

우)모두 복합훈련프로그램 후 측정 결과가 크게 나

180˚/sec부하속도에서 26회 반복 시 발휘된 상

타났으며 최대 신근력(우)와 최대 굴근력(좌)에서만

대 총일량 변화에서 오른쪽 신근력은 훈련 전 288

유의한차이가 나타났다. 상대 최대 신·굴근력

.3±29.9%, 훈련 후 319.5±21.2%로 훈련 후 더 높

(좌·우)역시 훈련 후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체

게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중 당 최대 신근력(좌·우)와 굴근력(좌)에서 유의

다(p<.05). 오른쪽 굴근력의 상대 총일량은 훈련 전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스피드 종목을 주 종목

194.0±20.2%, 훈련 후 203.5±17.2%로 훈련 후 더

으로 하는 선수일수록 훈련 중 웨이트 트레이닝과

높게 증가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써킷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훈련을 적용했기 때

180˚/sec부하속도에서 26회 반복 시 발휘된 상대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총일량 변화에서 왼쪽 신근력은 훈련 전 294.4±26.

스키 경기는 고지 700m~3500m에서 행하여지며

7%, 훈련 후 317.5±30.5%로 훈련 후 더 높게 증가

세부 종목 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0km/h~90km/h까지 최대의 스피드로 회전을 실시

(p<.05). 왼쪽 굴근력은 상대 총일량은 훈련 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력과 원심력 등 외

195.0±19.8%, 훈련 후 209.1±15.6%로 훈련 후 더

력에 대응한 효율적인 회전을 위해서 강력한 에징

높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dging)을 발휘하고 스피드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신근력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키 국

Ⅳ. 논 의
이 연구는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을 대상
으로 시합기 복합훈련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무
릎관절의 근력을 비교․분석하여 알파인 스키 선수
들의 경기력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토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최대 근력검사 시 신·굴근력(좌·

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 비해 탁월
하게 발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이기홍,
전용균, 2013). Berg 등(1994)이 발표한 알파인 스
키 동작 중 신전성 수축 시 더 많은 힘이 적용되
며 신전성 수축을 하는 시간도 길다는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알파인 스키 경기 중 나타난
EMG 분석을 통해 스키 동작시 대퇴 이두근이 가
장 강하게 수축한다는 Hintermeister 등(1995)의 보
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신전근의 발달은 알파인 스키의 경기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훈련 중에 신전근이 더욱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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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균파워와 상대 총일량은 훈련 후 선수 들이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오른쪽 신근력에서 유의한
(p<.05)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무릎관절의
근지구력 신․굴근 모두 훈련 후 선수들이 발달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근력은 유의하게(p.<05)
큰 차이가 났으며, 이는 최대 근력과 마찬가지로
스키경기의 특성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알파인 스키경기는 대단히 큰 외력을 조절하
기

위해

폭발적인

동작을

연속해야

하며

(Barcharach ＆ Von Duvillard, 1995),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신전 및 굴곡동작을 연속하면서 빠른 스
피드를 이겨내야 하므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박주
희, 2009; 장용제, 2009; 허승은, 2001). 이 같은 결
과는 알파인 스키경기 시 선수들은 폭발적인 힘으
로 연속적인 턴 동작을 위한 반복훈련의 결과로
훈련 중에는 필연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알파인 스키 선수들이 대퇴의 외측광근이 다
른 선수보다 더 많은 지근을 갖는다는 연구(Berg
& Eiken, 1999)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Tesch
(1995)의 알파인 스키경기 중 우수한 선수는 속근
보다 지근을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지구력비 에서는 훈련 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훈련프
로그램에서는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이 조금 더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훈련프로그램의 적용 중 선수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근의 발달을 가져와 최대
근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해 볼 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훈련 중 선수들에게
두드러진 발달을 나타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우수 알파인 스키 선수들을 대
상으로 시합기 복합훈련프로그램 전·후의 무릎관
절의 등속성 근력을 비교․분석하여 경기력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변
인들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알라인 스키선수들의 훈련 전, 후 신체구성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무릎관절 최대 근력
과 상대 최대 근력은 훈련 후 크게 나타났으며 특
히, 대회전, 슈퍼 대회전등 스피드 종목을 주로 하
는 선수들에게서 최대 신근력과 상대 최대 신근력
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이는 스피드 종목
을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일수록 훈련 중 웨이트
트레이닝과 써킷트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무릎관절 평균파워
측정한 결과 훈련 후 신근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p<.05).
내째, 알파인 스키선수들의 무릎관절 근지구력비
와 총일량을 측정한 결과 무릎관절의 근지구력비
는 훈련 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지구
력비 검사 중 상대 총일량은 훈련 후 증가하였으
며 특히 오른쪽 신근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알파인 스키선수들
의 시합기 복합훈련프로그램 전·후 측정 시에 무
릎관절의 등속성 근력은 훈련 후 통계적으로 향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알파인 스키선
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해서는 시합기 훈련 초반
부터 후반까지 선수들의 체력을 유지, 발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상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체력트레이닝을 실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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