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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on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itness in collegiate athletes.

METHODS 32 male collegiate athletes were classified into short fascicle length group (SFG, n=16) and long 
fascicle length group (LFG, n=16) by ultrasonic imaging. Both groups were tested for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peak torque, angle of peak torque and time to peak torque) and physical fitness (20 m sprint, 
T-drill, reaction time, side hop, square hop, figure of 8 hop, sergeant jump and Y-balance).

RESULTS LFG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ennation angle (p=.001), fascicle length (p=.001), angle of peak 
torque at 180°/sec (p=.037), time to peak torque at 90°/sec and 180°/sec (p=.036; p=.039), 20 m sprint 
(p=.016), T-drill (p=.005), side hop (p=.001) and square hop (p=.001), respectively compared to SFG.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of peak torque at 30°/sec, 90°/sec and 180°/sec, angle of peak 
torque at 30°/sec and 90°/sec, time to peak torque at 30°/sec, reaction time, sergeant jump and Y-balance.

CONCLUSIONS These results found that long fascicle length of vastus lateralis muscle have excellent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itness in collegiate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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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체의 골격근은 뼈와 힘줄에 부착되어 근육의 수축

을 통해 움직임을 만드는 연부조직(soft tissue)으로 인

체의 기계적 움직임(mechanical movement)을 결정하

며, 근섬유의 배열(arrangement of muscle fiber)과 형

태에 따라 평행근(parallel muscles)과 깃털근(pennate 

muscles)으로 분류 된다[1]. 그 중에서 평행근은 근육

의 작용선(muscle’s line of action)에 근 섬유가 평행

하게 배열된 형태이며, 팔꿈치 관절 등에 위치하여 관

절의 각도를 변화시키는데 적합한 구조이다[2]. 반면

에 깃털근은 근 섬유가 근육의 작용선에 사선으로 배

열된 형태이며, 근 섬유와 근육의 작용선이 이루는 각

도에 따라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을 발생시키고, 각도의 

크기에 따라 근속(fascicle)의 수축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Watanabe et al. [1]은 근 섬유의 배열, 건

(tendon)의 부착 부위 및 근육의 작용선이 이루는 각도

를 깃각(pennation angle)이라고 하였으며, 깃각은 근

육의 두께(thickness)와 근속길이(fascicle length)의 구

조적 특성(muscle architecture)에 따라 그 크기가 달

라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깃털근은 중력을 대항

할 수 있도록 큰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과 두께

를 가지고 있으며, 하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근육은 

이러한 깃털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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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퇴사두근을 구성하는 깃털근 중에 외

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은 근 단면적, 근육의 

두께 및 깃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하지의 힘 

발생(force gener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외측광근의 근속길이는 하지의 근수축 속도

(muscle contraction velocity)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길

이가 길수록 빠른 속도로 힘을 생성하는데 효과적이며, 

근섬유에 직렬로 배열된 근절수의 증가에 따라 근수축 

속도가 빨라진다[4]. 특히 Abe et al. [5]의 연구에 따

르면, 운동선수는 일반인에 비해 외측광근의 두께가 두

껍고, 깃각이 크며, 근속길이가 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운동수행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중

에서 외측광근의 두께가 두껍고, 깃각이 큰 운동선수는 

힘과 관련된 운동능력이 근육의 두께가 얇고 근속길이

가 긴 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운동선수의 외측광근의 두께와 깃각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만, 외측광근의 근

속길이에 따라 운동선수의 근력과 체력 등의 운동수행

력과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외측광근의 근속길이는 하지의 

수축 속도와 관련된 능력, 즉 속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7]. 따라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외측

광근의 근속길이가 속도를 포함한 체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등속성 근력(isokinetic muscular strength)은 

최대근력,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및 발현시간 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근력은 근육에서 발휘

할 수 있는 최대 힘이고,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최대근

력을 발현하기 위한 최적의 관절 각도이며,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은 최대근력이 발생되는 시간을 의미한다[8]. 

즉 최대근력은 근육의 힘을,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힘

을 낼 수 있는 관절가동범위를, 그리고 최대근력의 발현

시간은 근수축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은 개인

의 수준과 종목의 특성 및 훈련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9]. 특히 Alegre et al. 

[10]은 근수축의 속도는 외측광근의 근속길이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으며, 근속길이는 종목별 및 단일종목의 

운동선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5]. 따라서 근속길이는 운동선수 개인의 근력과 체력의 

지표이며, 종목과 상관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

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 현장에서 맞춤형 훈련 방

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외측광

근의 근속길이가 등속성 근력 및 체력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C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 경

력이 7년 이상인 남자 대학 운동선수 32명(검도 7명, 

레슬링 8명, 축구 8명, 정구 7명)이다. 집단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외측광근의 근속길이를 측정한 후 중위값

을 기준으로 하위 50%는 근속길이가 짧은 집단(short 

fascicle length group; SFG, n=16)과 상위 50%는 근

속길이가 긴 집단(long fascicle length group, LFG, 

n=16)으로 분류하였다[11,12]. 이 연구에서는 표본 수

를 검정하기 위하여 G-power 3.0을 사용하여 유의수

준 .05, 효과 크기 .05, 검정력 .95을 설정한 결과, 각 

집단에 16명의 표본 수가 요구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

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Variables SFG (n=16) LFG (n=16)

Age (years) 20.6 ± 1.18 21.0 ± 1.06

Height (cm) 173.7 ± 4.44 175.3 ± 3.85

Weight (kg) 76.8 ± 7.97 72.8 ± 5.69

Body fat (%) 16.3 ± 5.20 13.8 ± 3.45

BMI (kg/m2) 22.1 ± 2.16 21.5 ± 1.92

Career (years) 10.8 ± 1.74 9.6 ± 2.61

Values are mean±SD, SFG: short fascicle length, LFG: long fascicle 
length

측정 절차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외측광근의 근속

길이, 등속성 근력 및 체력을 3일 동안 걸쳐서 측정하

였다. 1일 차에는 초음파 영상장치(Arietta 60, Hitachi 

Medical, Japan)를 이용하여 외측광근의 두께와 깃각을 

측정하였으며, 삼각형 빗변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 외측

광근의 근속길이를 구하였다. 1주일의 휴식을 취한 후

에 2일 차에는 최대근력,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및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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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의 발현시간을 30°/sec, 90°/sec 및 180°/sec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재차 1주일의 휴식을 취한 후에 3일 

차에는 20m 전력질주, T 검사, 반응시간, 외발뛰기, 수

직점프 및 Y-밸런스를 각각 측정하였다. 민첩성과 스

피드는 20m 전력질주와 T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

으며, 순발력은 수직점프, 외발뛰기를 이용해 평가하였

다. 동적균형은 Y-밸런스를 이용해 평가하였으며, 반응

시간은 종합체력측정기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측정 항목 및 방법

1) 외측광근의 근속길이

외측광근의 근속길이는 근·골격계 측정용 초음파

를 통해 초음파 전용 탐촉자와 B-모드 스캔 방법을 사

용하여 외측광근의 두께와 깃각을 각각 측정한 후에 

두께와 깃각의 값을 직각 삼각형 빗변 공식{fascicle 

length(cm) = muscle thickness(cm) / sin (pennation 

angle°)}을 이용하여 구하였다[6,10]. 외측광근의 측정 

위치는 기시점과 정지점의 50% 지점이며, 인체계측용 

전용 줄자를 사용하여 피부 표면에 그 위치를 표시하였

다. 피험자는 초음파 측정 전용 침대 위에 바로 누운 자

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초음파 전용 탐촉자를 이용하여 

피부에 표시된 지점을 측정하였다. <Figure 1>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외측광근의 두께는 얇은 건막과 깊은 건

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깃각은 깊은 건막과 근

속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 Ultrasound picture of vastus lateralis muscle.

2) 등속성 근력

등속성 근력은 등속성 장비(Biodex system 3, 

Biodex Medical Systems, USA)를 사용하여 30°/sec, 

90°/sec 및 180°/sec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최대근력,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및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은 등속

성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등속성 근력의 하위변인으로 

30°/sec, 90°/sec 및 180°/sec의 프로토콜에서 각각 5

회씩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기 전 

10분간의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는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자에 앉게 한 후 고정 끈으로 

가슴과 허리 부위 및 대퇴부를 고정하였으며, 무릎관절

의 외측상과와 동력계 회전축이 평행하도록 의자의 위

치를 조정하였다. 등속성 근력의 측정 중에는 피험자가 

측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측정 의자 옆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등속성 측정 장비의 사용방

법에 익숙해지도록 무릎의 신전과 굴곡을 실시한 후에 

주측발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였다[13].

3) 체력

체력은 20m 전력질주, T 검사, 반응시간, 외발뛰기

(좌·우, 사각형, 8자), 수직점프 및 Y-밸런스를 각각 측

정하였다. 20m 전력질주는 구간 스피드 측정기(SR-

500, Seedtech,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 검

사는 구간 스피드 측정기(SR-500, Seedtech, 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시간과 수직점프는 종합 

체력 측정기(BS-FS, Inbody,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반응시간은 측정자가 매트 위에 두 발로 선후

에 종합 체력 측정기의 기계음 신호가 주어질 때 두 발

이 매트에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수직점프는 

무릎을 90° 구부린 상태에서 제자리 점프를 실시하였

고, 두 발이 매트에서 떨어진 높이를 측정하였다. 외발

뛰기는 Docherty et al. [14] 의 검사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좌·우 사각형 및 8자 외발뛰기를 각각 측정하였

다. Y-밸런스는 Plisky et al. [15]의 측정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3가지 방향에서 측정된 기록의 합을 정규화 공

식{(anterior+ posterior medial+ posterior lateral)/

(3×leg length)×100)}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0.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

(Means±SD)를 산출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변인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

였다(p>.05). 집단 간의 차이를 각각 비교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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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

정하였다.

결과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은 <Figure 2>에 제시한 바

와 같다. 먼저, 외측광근의 깃각은 LFG와 비교해서 SFG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외측광

근의 근속길이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외측광근의 두께는 집

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 Changes in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in SFG and LFG. 
***p<.001,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등속성 근력

1) 최대근력

최대근력은 <Figur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30°/

sec, 90°/sec 및 180°/sec에서 최대근력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Figure 4>에 제시한 바

와 같다.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SFG

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37). 그러나 30°/sec 및 9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3) 최대근력의 발현시간 

최대근력의 발현시간는 <Figure 5>에 제시한 바와 

Figure 3. Changes in peak torque in SFG and LFG.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Figure 4. Changes in angle of peak torque in SFG and LFG. *p<.05,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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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90°/sec 및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

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p=.036, p=.039). 그러나 30°/sec의 최대근력

의 발현시간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력

체력은 <Figur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m 전력질

주(p=.016), T 검사(p=.005), 좌·우 외발뛰기(p=.001) 

및 사각형 외발뛰기(p=.001)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

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반응시간, 

8자 외발뛰기, 수직점프 및 Y-밸런스는 집단 간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이 연구에서는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대학운동선수

의 등속성 근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90°/sec 및 180°/

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은 외측광근의 근속길이

가 짧은 집단(SFG)과 비교해서 외측광근 근속길이가 긴 

집단(LFG)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20m 전력질

주, T 검사, 좌·우 외발뛰기 및 사각형 외발뛰기는 SFG

Figure 6. Changes in physical fitness in SFG and LFG. *p<.05, ***p<.001,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Figure 5. Changes in time of peak torque in SFG and LFG. *p<.05,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와 비교해서 LFG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긴 대학운동선수는 등속성 근력 

및 체력이 우수 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특히 LFG

에 검도(3명)와 레슬링(2명) 선수에 비해 축구(5명)와 

정구(6명) 선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목과 관

련된 특정 체력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외측광근의 깃각은 LFG와 비교해서 

S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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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외측광근의 근

속길이는 근육의 두께보다 근육의 깃각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근속길이는 근

육 수축 시 생화학적 반응(ATP-PC)에 영향을 받아 근

육의 수축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

다[16]. Kumagai et al. [17]은 우수 운동선수는 외측

광근의 깃각이 작고 근속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길수록 100m 기록이 우수하다

고 보고하였다[5]. 특히 Blazevich et al. [18]은 외측

광근의 근속길이는 근육의 수축 속도와 운동능력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운동선수의 훈련 형태

와 방법에 따라 외측광근의 근속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긴 대학운동선수는 외측광근의 깃각이 작고 근속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운동선수의 종목의 특성과 훈련 

형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운동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에 요구되는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이며, 근섬유의 분포 및 근육의 구

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9]. 또한 최대근력

의 발현각도는 관절운동의 초기에 일반인(40°~45°)과 

비교해서 운동선수에게(50°~60°)높게 나타났으며[20],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운동초기에 청소

년 국가대표 배구선수와 비교해서 국가대표 배구선수에

서 높게 나타났다[19]. 아울러 180°/sec에서 최대근력

의 발현각도는 일반 스키선수와 비교해서 우수 스키선

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21], Brughelli et al. [22]은 

최대근력의 발현각도는 근속길이가 짧은 운동선수에 비

해 근속길이가 긴 운동선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하면서, 운동선수의 체력 요인과 근속길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고 추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LFG에서 최대근력의 발현 각도가 SFG에 비해 운동 초

기에 크게 나타난 것은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최대근

력의 발현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90°/sec 및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Singh et al. [23]은 최대근력의 발현

시간은 훈련의 정도나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중요

하다고 하였으며, Blazevich & Jenkins[24]는 훈련 방

법에 따른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을 분석한 결과, 최대근

력의 발현시간은 전력 질주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과 비

교해서 전력 질주 훈련 집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

다고 보고하면서, 훈련에 따른 근육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Blazevich et al. [18]

은 다양한 종목 선수(축구, 럭비, 넷볼)를 혼합하여 3 집

단으로 분류한 후에 집단 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훈련

을 5주간 실시하여 외측광근 근속길이의 변화를 비교

한 결과, 운동선수의 외측광근의 근속길이는 다른 운동 

형태와 비교해서 Sprint/jump 훈련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면서, 힘과 속도에 따른 훈련의 특

성이 외측광근의 구조적 특성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빠른 속도의 훈련과 운동 형태

에 따른 외측광근 근속길이의 변화는 근육의 힘선과 평

행하게 수축되는 근섬유의 증가와 근육 수축 속도를 향

상시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추론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LFG에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

이 빠르게 나타난 것은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최대근

력의 발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20m 전력질주 및 T 검사는 SFG

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길이는 근절(sarcomere)의 길이와 수에 따라 달라

지며,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길수록 근수축 속도가 빨

라져서 전력 질주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Methenitis et al. [26]은 훈련 기간에 따른 외측광근

의 근속길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훈련 기간이 길수록 

외측광근의 근속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저 중량의 고속도 훈련은 외측광근의 근속길이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력 질주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27]. 특히 Abe et al. [5]은 우수한 운동선수일수록 외

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길고 전력 질주의 능력이 우수하다

고 보고하면서, 다양한 훈련 방법과 기간은 운동선수의 

외측광근 근속길이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민첩성(Agility)은 전력 질주와 다른 

체력요소이지만, 스프린트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전력 질주와 마찬가지로 짧은 구간을 빠른 속도로 움직

이는 능력이 필수적이다고 보고하였다[28]. Luteberget 

[29]의 연구에 따르면, 핸드볼 선수의 외측광근의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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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민첩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길수록 민첩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20m 전력질주와 T 검사가 SFG와 비교해

서 LFG에서 우수하게 나타난 것도 외측광근의 근속길

이가 20m 전력질주와 민첩성의 T 검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좌·우 외발뛰기와 사각형 외발뛰기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외발뛰기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커팅, 회전 및 

점프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지의 근력, 순발력 

및 균형 등의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30], Paterno 

et al. [31]은 운동 특이적 수행력(sports-specific 

performance)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선

행연구에 의하면, 외발뛰기는 일반 선수와 비교해서 우

수 선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32], Brumitt 

et al. [33]은 외발뛰기는 운동선수의 리그 수준, 선수 

포지션 및 수준이 우수할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외발뛰기는 높은 근수축 속도가 요구됨에 따

라 전력 질주와 민첩성 등의 체력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4]. 따라서 이 연구에서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좌․우 외발뛰기와 사각형 외발뛰기

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은 근속길이가 긴 운동선

수의 근력수준이 외발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이 연구에서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대학운동선수

의 등속성 근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80°/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각도, 90°/sec 및 180°/

sec에서 최대근력의 발현시간, 20m 전력질주, T 검사, 

좌·우 외발뛰기 및 사각형 외발뛰기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측광근의 근속길이가 긴 대학운동선수는 등속성 근력 

및 체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외

측광근의 근속길이뿐만 아니라 하지 근육의 구조적 특

성과 운동 및 훈련 개입에 따른 외측광근의 근속길이의 

변화가 근력 및 체력 등의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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