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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태권도선수의 저항운동 시 set구성의 차이가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과 대퇴근 횡 단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태권도 선수 27명이며, 연구대상자는 어센딩 세트(ASG)집단 9명, 디센딩 세트(DSG)집단 9명, 컨시스턴트
세트(CSG)집단 9명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12주간 주 4회 하지 저항운동을 실시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
운동은 스트레칭 5분, 걷기 10분간을 각각 실시하였고, 하지 저항운동시간은 1-4주는 30분, 5-8주 40분, 9-12주 50분으로 각각 실
시하였다. 운동량은 12주간 세 집단 모두 1종목당 3세트를 실시하여 1일 총 12set를 실시하였으며, 각 세트의 반복횟수는 1-4주는
저항운동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12회로 지정하였고, 5-12주는 반복횟수에 통제를 두지 않아 반복의 실패 지점까지 실시함으로서
개인의 최대강도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항운동의 효과는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과 대퇴근 횡단면적을 통해 분석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2주간의 저항훈련을 통한 근력을 증가는 어센딩 세트, 근 지구력 증가는 디센딩 세트와 컨시스
턴트 세트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퇴 굴근지구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컨시스턴트 세트 훈련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fity the effective resistance training method to increase isokinetic muscular functions and
cross-sectional area of quadriceps muscle by applying ascending, descending, and consistent set system to Taekwondo athletes.
Twenty-seven participants with 3 years or more career experiences who belong to Taekwondo association in B city were divided
into ASG of 9, DSG of 9, and CSG of 9 participants. Resistance program was conducted 4 times a week for 12 weeks and
duration of the exercise were 30 minutes from 1st to 4th week, 40 minutes from 5th to 8th week, and 50 minutes from 9th to
12th week. Paired t-test and ANCOVA was conducted using SPSS 18.0 program for data processing.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of peak torque and muscular endurance of extensor-flexor as well as cross-sectional area of quadriceps muscle. Among
groups, peak torque was higher in ASG than DSG and CSG. Muscular endurance of extensor was higher in DSG and CSG than
ASG, and that of flexor was higher in CSG than ASG. Also, training method of repeating sets with same weight was identified as
the m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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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태권도는 차기 기술이 갖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순식간에 상대가 넉 다운되어 경기가 끝나는 의외
성이 있어 승패의 결과예측이 어려운 경기이므로
발차기 시 하지의 강한파워는 경기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계행, 2005).
이러한 파워(power)를 보유한 발차기 기술을 위
해서는 슬관절의 신근력과 굴근력의 영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 시 하지 근력의 발현
정도는 경기력을 좌우하며, 근력은 근육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 단면적, 근 수축 속도 및 관절
의 각도 등에 따라 변화된다(Moffroid & Whioole,
1970).
이중 근 단면적은 최대근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김 훈, 손태열, 1995), 저항운동의 강도에
따라 대퇴근의 횡단면적의 증가율이 달라질 수 있
으며(성동훈, 박영호, 김상수, 2013), 중량운동 시
부하량과 반복횟수에 따른 대퇴근의 횡단면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최조연, 윤우상, 권
중호, 1999).

의 우려를 높일 수 있고(Bodine et al, 2001), 트레
이닝의 양이나 강도가 높은 과도한 훈련은 컨디션
조절능력이나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근육의 글리코겐 고갈과 관련된 만성피로를 나타
낼 수 있다고 하였다(강희성 등, 2006).
특히, 훈련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훈련의
목적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저항운동의
생리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검증
되지 못한 자신만의 운동스타일만을 고수하며 고
강도 운동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
어(정용민, 방현석, 2009), 운동의 목적에 맞는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세트가 거듭될수록 중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식의 어센딩 세트(ascending
set: ASG)와 이와는 반대로 중량을 점차적으로 감
소시켜가며

운동을

용하여 태권도선수들의 근 기능 증가 및 근 횡단
면적 증가에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지만, 저항트레이닝의 방

태권도 선수들의 하지 근력에 대한 선행연구 중

세트

복하는 컨시스턴트 세트(consistent set: CSG)를 적

운동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근 기능과 근 단

방현석, 2009).

디센딩

(descending set: DSG) 및 동일한 부하로 세트를 반

면적을 증가시키는 훈련 중 웨이트트레이닝은 필
법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정용민,

실시하는

1. 연구 대상

이철원, 이대영, 현석주(2008)는 하지근력의 발달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의 태권도 협회에

발차기 횟수와 관련성이 있으며, 슬관절의 신근과

소속된 선수로서 3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고, 자

굴근지구력과 함께 굴근의 파워가 높을수록 시간

발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의학적으로 최근 2년

당 발차기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내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선수 27명을 선정하였

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퇴근의 신근력과 굴근력은

다. 선정된 대상자는 어센딩 세트(ASG)집단 9명,

하지관절의 최대속도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

디센딩 세트(DSG)집단 9명, 컨시스턴트 세트(CSG)

를 바탕으로 할 때(윤종완, 2009), 태권도 선수들의

집단 9명으로 무선배정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

슬관절 근력 및 근 단면적의 효과적인 발달을 위

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 연구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운동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강도 저항훈련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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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태권도 훈련과 본 연구의

집단

인원
(n)

연령
(y)

신장.
(cm)

체중
(kg)

체지방율
(%)

ASG

9

25.6
±3.24

178.2
±9.25

73.6
±3.64

13.5
±2.33

DSG

9

24.8
±2.99

177.3
±5.47

72.9
±2.88

14.1
±1.87

CSG

9

26.1
±4.01

176.8
±5.33

71.3
±3.49

14.8
±2.09

ASG: 어센딩집단, DSG: 디센딩집단, CSG:컨시스턴트집단

2. 운동방법

저항운동 이외에 추가적인 신체활동이 없도록 통제하
였다.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표 2. 1RM을 기준으로 한 각 집단별 운동 강도
구분

ASG

DSG

CSG

1set

50%

70%

60%

2set

60%

60%

60%

3set

70%

50%

60%

Total

180%

180%

180%

표 3. 저항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12주간 주 4회(월, 수,

준비운동

걷기 10분(5-6km/hour), 스트레칭 5분

목, 금) 하지 저항운동을 실시하였다.

Squat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스트레칭 5분, 걷기 10분
간을 각각 실시하였고, 하지 저항운동시간은 1-4주

월, 목

대퇴사두

Leg extension
Lunge

는 30분, 5-8주 40분, 9-12주 50분으로 각각 실시

Sissy squat

하였다.

Lying leg curl

운동량은 12주간 세 집단 모두 1종목당 3세트를
실시하여 1일 총 12set를 실시하였으며, 각 세트의

화, 금

대퇴이두

반복횟수는 1-4주는 저항운동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12회로 지정하였고, 5-12주는 반복횟수에 통제를 두
지 않아 반복의 실패 지점까지 실시함으로서 개인의
최대강도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개인 간 운동 강도의 차이를 줄이기

Good morning
Stiff dead lift
Standing leg curl

정리운동

걷기 10분(5-6km/hour), 스트레칭 5분

3. 측정방법

위해서 RPE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운동 강도의 차

1)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 측정

이를 최소화하였으며(Egan, Winchester, Foster, &

등속성 근 관절 측정 장비는 HUMAC NORM

McGuigan, 2006), set구성의 차이에 따른 운동 강도

2009(CSMI, USA)를 사용하였으며, 슬관절 부위에

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1RM을 기

60°/sec의 각속도에서 최대근력(peak torque: Nm),

준으로 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별

240°/sec로 근지구력(total work: WORK)을 측정하

1RM을 측정하여 개인의 최고중량을 설정하였고,

였다. 슬관절 측정을 위하여 피험자를 chair에 앉힌

1RM 설정은 간접측정방식 [1RM = 들어 올린 무게

후 불필요한 동작이나 다른 근육 군이 관여하는 것

(kg) / 1.0278 - (반복횟수 × 0.0278)]을 이용하였으

을 최소화하기 위해 흉부, 둔부, 대퇴부를 벨트를

며, 2주마다 재 측정하여 최대근력을 보정하였다.

이용해서 의자에 고정시켰다. 슬관절의 회전축을

본 연구의 저항운동프로그램은 방현석(2013)의 훈

dynamometer의 회전축과 일치시키고, 경골․비골의

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로 윗 발목에 dynamometer arm pad를 고정시킨

세 집단 모두 평소대로 1일 2시간씩 태권도 훈련을

후 set anatomical zero를 설정하고, 가동범위를

실시하였고, 연구기간동안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을

extension 0°, flexion 110°로 설정하였다. 측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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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과 굴곡으로 2회씩 반복하여 본 실험에 적응될

하기 위해 각 집단의 트레이닝 전 측정값을 공변량

수 있도록 연습하였으며, 검사과정을 충분히 이해하

으로 하여 트레이닝 후 측정값에 대한 집단 간 공변

고 숙지하도록 하였다. 각속도 60°/sec로 3회 1set

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차가 나타날

를 실시하여 최대근력이 발휘된 지점의 수치를 최

경우 사후검증으로 대응별 비교(paired comparison)

대우력(peak torque: 근력), 240°/sec로 24회 1set를

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실시하여 나타난 총 일량(total work)을 근지구력으

Ⅲ. 연구결과

로 채택하였으며, 측정값은 좌․우측에서 각각 측정
된 값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1.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의 변화

2) 대퇴근 횡단면적 측정

대퇴근 횡 단면적은 B광역시에 소재한 S병원에
서 실시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들은 트레이닝 전·

1) 각 집단별 운동전·후 최대우력의 차이

후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오전의 동일한 시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장비는 컴퓨터 단층촬영
기(Shimazu, SCT-4800TF/TE, Japan)를 이용하였다.
피험자가 가벼운 복장으로 스케닝 테이블에 바르
게 누워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양쪽 다리를 고
정시킨 후 잠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촬영이 실
시되었다. 대퇴근육은 전상장골극과 슬개골 하단의
중앙지점을 횡단으로 촬영하였다. 측정기기의 촬영

최대우력에 대한 각 집단별 운동 전・후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신근과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로 증가되었다.
표 4. 최대우력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집단 운동 전

-4.696**

208.027

신근 DSG

184.55
±55.94

198.55
±26.03

-6.226***

195.656

CSG

173.88
±20.34

188.66
±19.42

-7.150***

194.651

ASG

161.77
±34.12

185.66
±28.70

-6.526***

184.643

굴근 DSG

156.66
±25.50

172.22
±27.44

-9.104***

175.906

CSG

163.55
±24.60

177.77
±26.04

-5.066**

175.117

대퇴골의 면적을 제외한 값으로 하였다. 측정값은
2

2회 스캐닝 한 단면적(cm )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훈련 실시 전과 후의 슬
관절 등속성 근 기능(최대우력, 근지구력)과 대퇴
횡 단면적을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도 α=.05 로 하였다.

추정값†

ASG

은 0.75초, field of view는 500mm로 하여 측정하였

4. 자료처리

t

211.11
±26.81

조건은 120kV, 300mA로 하였으며, 로테이션 시간
다. CT영상에서 나타난 근 횡단면적은 피하지방과

운동후

184.77
±28.53

**

: p<.01 , *** : p<.001
†: 추정값은 운동 전 근지구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수정된 운동
후의 근지구력 값임.
ASG: 어센딩, DSG: 디센딩, CSG:컨시스턴트

첫째, 집단과 시점 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둘째, 훈련방법별 효과 검정을 위해 훈련 전과
후의 측정값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 훈련방법에 따른 최대우력의 차이

각 훈련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운동
전의 최대우력을 공변량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한

셋째, 훈련방법에 따른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집단 모두 신

대우력, 근지구력)과 대퇴 횡 단면적의 차이를 검정

근과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응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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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결과 신근과 굴근 모두 ASG가 DSG와 CSG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인

표 5. 운동 후 최대우력의 공변량 분석결과
변인

제곱합

신근

980.721

굴근

502.905

표 7. 운동 후 근 지구력의 공변량 분석결과

자유도 평균제곱
2
2

F

대응별 비교

490.360

4.331*

A>B,C

251.453

*

A>B,C

3.566

제곱합

F

자유도 평균제곱

대응별 비교
*

신근 138518.5

2

69259.2

4.080

B,C>A

굴근

2

24195.1

4.409*

C>A

48390.2

*

: p<.05
A=어센딩, B=디센딩, C=컨시스턴트

2. 대퇴 횡 단면적의 변화

*

: p<.05
A=어센딩, B=디센딩, C=컨시스턴트

1) 각 집단별 운동전·후 대퇴 횡 단면적 차이
3) 각 집단별 운동전·후 근 지구력의 차이

대퇴 횡 단면적에 대한 각 집단별 운동 전・후

근지구력에 대한 각 집단별 운동 전・후의 변화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과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신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신근과

근과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로 증가되었다.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로 증가되었다.
표 8. 대퇴근 횡단면적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표 6. 슬관절 근지구력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t

구분

구분 집단

운동 전

운동후

ASG

2469.77
±446.01

2657.22
±409.02

신근 DSG

2586.66
±467.17

2890.22
±346.08

**

-4.929

2845.803

CSG

2538.22
±344.27

2876.03
±331.29

-6.617***

2870.627

ASG

1921.66
±148.35

2015.88
±191.18

-4.532**

1991.412

굴근 DSG

1898.33
±150.18

2063.22
±164.13

-9.840***

2063.261

CSG

1875.11
±114.67

2068.88
±126.46

-5.926***

2093.326

**

추정값†
**

-5.270

집단 운동전 운동후

t

추정값†

ASG

41.10
±5.25

43.60
±5.65

-5.112**

43.033

대퇴근
DSG
횡 단면적

39.63
±6.50

41.18
±6.55

-4.861**

42.553

CSG

40.67
±5.90

42.05
±5.32

-3.592**

41.880

2707.015

**

***

: p<.01 ,
: p<.001
†: 추정값은 운동 전 근지구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수정된 운동
후의 근지구력 값임.
ASG: 어센딩, DSG: 디센딩, CSG:컨시스턴트

: p<.01
†: 추정값은 운동 전 근지구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수정된 운동
후의 근지구력 값임.
ASG: 어센딩, DSG: 디센딩, CSG:컨시스턴트

2) 훈련방법에 따른 대퇴 횡 단면적의 차이
운동 후 훈련방법에 따른 대퇴근 횡 단면적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트레이닝 전의 대퇴근 횡
단면적을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공변량 분석
(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는바와 같

4) 훈련방법에 따른 근 지구력의 차이

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훈련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운동전
의 근 지구력을 공변량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신근과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응별 비교결과
신근에서는 DSG와 CSG가 ASG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굴근에서는 CSG가 ASG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대퇴근 횡 단면적의 공변량 분석결과
변인
대퇴근
횡 단면적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6.033

2

3.016

F

대응별 비교

2.70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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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1992)으로, 태권도 선수의 특성상 중요한 체력요인
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는 빠른 발차기와 파워 있는 동작 및 민

본 연구결과 슬관절 근지구력은 운동전·후의

첩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해야하는 종목으로서 최

변화에서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특

대 힘 효율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근 기능이 필요한

이한 부분은 일반적인 근 지구력훈련 형태가 아닌

종목이다(장명재, 장완성, 2004).

중량을 높여가며 set를 반복하는 어센딩 세트를 실

슬관절 등속성 신·굴근의 최대우력과 하지관절

시하더라도 근지구력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난 부

의 돌려차기 시 최대속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으

분으로서 이는 근력운동을 실시한 집단이 근지구

며(윤종완, 2009), 슬관절의 근 지구력은 태권도 훈

력운동을 실시한 집단만큼의 근 지구력증가를 나

련이나 경기 시 중요한 부분인 연속발차기 능력과

타낸다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이철원 등

Stonebridge(1968)의 보고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

2008), 슬관절 근 기능과 태권도 발차기 기능과는

결과로 생각된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hmann,

DeLateur,

Warren,

&

훈련 후 집단 간의 차이에서 신근은 디센딩과

태권도 선수들의 발차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일

컨시스턴트 세트 방법이 어센딩 세트에 비해 높은

환으로 저항훈련 시 set훈련법에 차이를 두고 최대

결과가 나타나 같은 양의 운동을 실시할지라도 근

우력을 평가한 본 연구결과 운동전·후의 변화는

지구력 증가에 디센딩 세트와 컨시스턴트 세트가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여 저항훈련의 효

근지구력 증가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과가 나타났으며, 훈련 후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이는 세트를 거듭 할수록 중량을 줄여 나가는

신근과 굴근 모두 어센딩 세트가 디센딩과 컨시스

디센딩 세트와 동일한 중량으로 최대반복을 실시

턴트 세트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는 컨시스턴트 세트가 어센딩 세트에 비하여 마

Urban(2011)은 운동 중 중량을 증가시켜나가는

지막 세트에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실시

어센딩 세트와 같은 훈련법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됨으로서 지근섬유의 운동참여비율이 증가되어 산

의 분비량을 높여 근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화적

고 하였으며, Barnett, Smith, Lord, Williams, &

Hartman, & Phillips, 2006; Johnston, Lisio, &

Baumand(2003)는 가벼운 무게에서 부터 서서히 중

Parise, 2008).

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Tang,

량을 증가시켜 나갈 경우 대퇴근의 골지건 감수성

굴근에서는 컨시스턴트 세트 방법이 어센딩 세

증가, 근 수축 시 동원되는 운동 단위수의 증가,

트 보다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근력운동으로

발화빈도와 동시성과 같은 신경성 요인이 증가됨

인한 굴근 지구력의 증가는 슬관절의 안전성에 긍

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하였다.

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무릎 동작을 실시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set구성방법

여도 최적의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에 따라 근력의 증가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라 하여(Aagaard, Simonsen, Trolle, Bangsbo, &

고 보고한 오경모(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Klausen, 1995), 본 연구에서 실시된 컨시스턴트 세

본 연구의 대상자인 태권도 선수들의 슬관절 근력

트의 훈련 결과가 효과적인 방법임을 뒷받침 하고

증가를 위해서는 set가 거듭될수록 중량을 높여가

있다.

며 set를 반복하는 저항운동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속발차기를 위한 훈련으로 굴근지구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철원 등(2008)의 보고를 바탕으

근지구력은 국부적인 근육운동을 얼마만큼 지속

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실시된 동일한 중량으로 최

하며, 장시간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원활한 근 수

대반복을 거듭하는 컨시스턴트 세트의 훈련법이

축을 유지하는 능력(Felsing, Brasel, & Cooper,

추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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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근 횡 단면적에 대한 본 연구결과 운동전후
의 비교에서 세 집단 모두 저항훈련에 의해 증가

시스턴트 세트 훈련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Ⅵ. 결 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항운동 초
기의 4주간은 근 신경계가 발달되어 운동단위가
늘어남으로서 근력의 증가되지만 근 횡단면적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8주 이상이 경과되어야 근
육의 횡 단면적이 증가한다(Jones, Rutherford, &
Parker, 1989)는 보고가 있어 12주간의 짧은 저항
운동기간으로 인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센딩 세트 집단은 약 5.7%, 디센딩 세트
집단은 약 3.7%, 컨시스턴트 집단은 약 3.2%의 증가
가 나타나 짧은 기간이지만 어센딩 세트가 다른 운
동방법에 비해 다소 높이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센딩 세트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량적
용이 이루어짐으로서 근 단백질의 합성율이 높아
져 근 질량 증가 요인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Davies & Gould(1982)내용과 일부분
일치하며, 본 연구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저항운동
을 실시할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집단 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센
딩 세트 집단의 대퇴근 횡 단면적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근력의 발현 능력은
근 단면적과 비례한다는 Alway, Stray-Gundersen,
Grumbt, & Gonyea(1990)와 Narici, Landoni, &
Minetti(1992)의 보고를 바탕으로 할 때, 12주 이상
의 지속적인 어센딩 세트 훈련은 다른 세트방법에
비해 보다 넓은 근 단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센딩 세트는 다른 훈련법
에 비하여 근 단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근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의 하지 저항훈련 시 근
기능과 대퇴근 횡 단면적의 증가에 효과적인 저항
운동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형태를 어센딩 세트,
디센딩 세트 및 컨시스턴트 세트로 구분하여 저항
운동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최대우력과 근지구력은 12주간의 하지 저항운동
후 신·굴근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퇴근
횡 단면적의 변화에서도 훈련 후 유의한 증가를 나
타내어 태권도 선수에 대한 저항훈련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 후 집단 간의 차이에
서는 최대우력의 경우 ASG가 DSG와 CSG 보다 높
게 나타나 파워를 보유한 발차기를 목적으로 훈련
을 실시하는 선수들에게 어센딩 세트의 운동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근 지구력의 변화 중 신
근은 DSG와 CSG가 ASG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굴근
에서는 CSG가 ASG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공격
과 방어에 대한 지구력 증가를 위해서는 디센딩 세
트나 컨시스턴트 훈련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굴근지구력 증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중량
을 사용하여 set를 반복하는 훈련법이 3가지 set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퇴 횡
단면적은 어센딩 세트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
지만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보다 차별화
된 저항훈련방법과 강도, 빈도 및 훈련시간에 차별
화를 둔 후속연구의 필요성 제기된다.

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법으로 판단되기

참고문헌

에 세트구성법의 차이에 따른 대퇴근 횡 단면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12주간의 저항훈련을 통한 근력을
증가는 어센딩 세트, 근 지구력 증가는 디센딩 세

강희성, 김기진, 김태운, 김형묵, 장경태, 전종귀

트와 컨시스턴트 세트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2006). 운동과 스포츠 생리학. 서울: 대한

으며, 특히 대퇴 굴근지구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컨

미디어.

228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0권 2호
김 훈, 손태열(1995). 대퇴사두근의 근체적 및 근

Influence from jiont angular velocity,

횡단면적이 최대근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

gravity corrention and contration mode.

관대학교

Acta

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

531-543.

Physiology

Scandinavia,

154(4),

421-427.

방현석(2013). 50대 중년남성의 저항운동 시 세트구

Alway, S. E., Stray-Gundersen, J., Grumbt, W. H.,

성방법의 차이가 근 손상 지표 및 최대우

&

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cross-sectional

Gonyea,

W.

J.(1990).

area

and

18(3), 237-249.

resistance-trained

Muscle

torque

in

유형에 따른 최대반복횟수가 근기능, 근횡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and
occupational physiology., 60(2), 86-90.

단면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Barnett, A., Smith, B., Lord, S. R., Williams, M., &

성동훈, 박영호, 김상수(2013). 웨이트트레이닝 강도

22(4), 1185-1195.

Baumand,

subjects.

A.(2003).

Community-based

오경모(2012). 현대무용전공자의 웨이트트레이닝 방

group exercise improves balance and

법의 차이가 하지관절의 등속성 근 기능

reduces falls in at risk older people: A

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8,

randomized controlled trial.

111~125.

Ageing, 32(4), 407-414.

윤종완(2009). 태권도 선수의 하지 각근력과 하지

Age and

Bodine, S. C., Stitt, T. N., Gonzalez, M., Kline, W.

관절 속도와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

O.,

지, 18(4), 895-901.

Zlotchenko, E., Scrimgeour, A., Lawrence,

Stover,

G.

L.,

Bauerlein,

R.,

이계행(2005). 주기화 프로그램의 적용이 태권도 선

J. C., Glass, D. J., & Yancopoulos, G.

수의 유․무산소 능력, 등속성 근력, 근파워

D.(2001). Akt/mTOR pathway is a crucial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

regulator of skeletal muscle hypertrophy

선대학교 대학원.

and can prevent muscle atrophy in vivo.

이철원, 이대영, 현석주(2008). 태권도선수의 하지
각근력 수준과 발차기횟수의 관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2), 1017-1023.

Nature cell biology, 3(11), 1014-1019.
Davies, G. J. & Gould, J. A.(1982). Trunk testing
using a prototype cybexⅡ isokinetic

태권도 선수의 convent

dynamometer stabilization system. The

-ional H:Q strength ratio와 peak torque
발현각도가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미치는

Journal of Orthopedic sports physical
Therapy, 3(4), 164-170.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2(4), 181-189.

Egan, A. D., Winchester, J. B., Foster, C., &

정용민, 방현석(2009). 보디빌더의 Set훈련방법의

McGuigan, M. R.(2006). Using session RPE

장명재,

장완성(2004).

차이가 근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미치는

to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2), 1267-1278.

resistance exercise. Journal of sports

최조연, 윤우상, 권중호(1999). 근력트레이닝방법이
대퇴네갈래근의 횡단면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4), 500-509.
&

Klausen,

hamstring/quadriceps

K.(1995).
strength

different

methods

of

science and medicine, 5(2), 289-295.
Felsing, N. E., Brasel, J. A., & Cooper, D.
M.(1992). Effect of low and high intensity

Aagaard, P., Simonsen, E. B., Trolle, M., Bangsbo,
J.,

monitor

Isokinetic
ration:

exercise on circulating growth hormone in
men. Journal of Clinic Endocrinology

Metabolic, 75(1), 157-162.

태권도선수의 저항운동 시 set구성의 차이가 슬관절 등속성 근 기능과 대퇴근 횡 단면적에 미치는 영향 229
Johnston, A. P., De Lisio, M., & Parise, G.(2008).
Resistance training, sarcopenia, and the
mitochondrial theory of aging.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33(1), 191-199.

and

metabolism,

Jones, D. A., Rutherford, O. M., & Parker, D.
F.(1989). Physiological changes in skeletal
muscle as a result of strength training.

Quarterly journal
of
physiology, 74(3), 233-256.

experimental

Lehmann, J. F., DeLateur, B. J., Warren, C. G., &
Stonebridge, J. B.(1968). Heating of joint
structures by ultrasound.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49(1),
28-30.
Moffroid, M. T. & Whipple, R. H.(1970). Specificity
of speed of exercise. Physical therapy,

50(12), 1692-1700.
Narici, M. V., Landoni, L., & Minetti, A. E.(1992).
Assessment of human extensor muscles
stress

from

cross-sectional

in

vivo

area

physiological
and

European
applied physiology and
physiology, 65(5), 438-444.
measurements.

strength

journal of
occupational

Tang, J. E., Hartman, J. W., & Phillips, S.
M.(2006).

Increased

potential

following

muscle

oxidative

resistance

training

induced fibre hypertrophy in young men.

Urban,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metabolism, 31(5), 495-501.

and

R.

and

J.(2011).

Growth

hormone

testosterone: anabolic effects on muscle.

Hormone research in pediatrics. 76(1),
81-83.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15. 03. 31
2015. 05. 22
2015. 0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