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9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Original Research

The Effects of Brazilian Jiu-Jitsu on Body Composition, 
Health Fitness,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in 
non-Elite Healthy Young Adults

Suh-Jung Kang1*, Zheyu He2

1 College of Culture and Arts,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ceived: June 19, 2021
Accepted: July 3, 2021
Published online: July 31, 2021

Keywords:
Body Composition
Brazilian Jiu-Jitsu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ABSTRACT

OBJECTIVES Brazilian Jiu-Jitsu (BJJ) has grown massively in recent years, but its positive effects in non-elite 
population has not been analyzed.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 the effects of BJJ on body 
composition, health fitness components, and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FMS) in healthy young adults.

METHODS Combined exercise program was composed of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s. All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into BJJ exercise group (BJEG, n=10, 28.10±2.64 years) or combined exercise 
group (CEG, n=10, 28.20±3.43 years). Exercise intervention was conducted for ninety minutes per session, 
three times per week for twelve weeks.

RESULTS Body fat (%) and muscle mass (kg)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s. Muscle strength 
in upper and lower extremity,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power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s. Cardiorespiratory fitness in BJEG was significantly improved. Also, FMS total score and deep squat 
scor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groups.

CONCLUSIONS BJJ is an effective exercise for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purpose in non-elite healthy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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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브라질리안 주짓수(Brazillian Jiu-jitsu, BJJ)는 무도

와 격투기의 성격을 갖춘 스포츠로[1] 지난 10년 동안 

참여 인구와 인기도가 꾸준히 향상하였다[2]. BJJ 경기

를 위해 참가 선수의 체중에 따라 급수가 분류되고 착

용하는 벨트의 색깔, 연령, 성별에 따라 경기는 2분에서 

10분 동안 진행된다[3]. BJJ 경기 동안의 동작 자세는 

경기 시작 시에는 기립(standing) 자세이지만 그 이후 

대부분은 바닥(ground)에서 행해지는 특성이 있고[4] 

최종 경기의 승패 결정은 조르기, 관절 lock(손목, 팔꿈

치, 무릎, 발목), 누르기 기술로 상대방의 항복 여부에 

따라 또는 선수가 사용한 기술 동작에 따른 점수를 합

산하여 심판이 최종 판정한다[3]. 

유도, 레슬링, 태권도와 같은 대부분의 격투기 종목

처럼 BJJ 경기 유형은 간헐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고

강도 동작과 짧은 휴식시간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5], 신체 기술, 훈련과 경기 중 감당해야 하는 신체능력

을 위해서 우수한 신체 컨디션이 요구된다[6]. 예를 들

면 고강도의 강도 유지와 조절, 피로지연, 시합(match) 

간 빠른 회복능력을 위한 유산소능력, 공격과 방어를 위

한 근력과 유연성, 바닥(ground)에서의 던지기 기술과 

관련된 근지구력 등이다[2,7]. 그리고 경기중에 사용되

는 기술[5,6]과 경기중에 관찰된 대사적 반응들[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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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연구에서는 주짓수에 사용되는 동작들은 유산소 

대사과정을 위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BJJ를 한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Lorenco-Lima 등[9]은 BJJ가 저항성운동처럼 유산소 

및 무산소파워, 근력, 유연성을 증진시켜 건강증진을 위

한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Queiroz 등[10]은 60

세 이상 고령자가 주 2회, 총 12주 동안 실시한 결과 기

능적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으

로 BJJ는 자기방어 및 호신술과 관련된 무도 종목으로 

인식이 되어있어 남성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건

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보다는 기술 단련을 위한 무술

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

는 일반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BJJ에 참

여하고 실제로 자기방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포츠로 밝혀졌다[11]. 이밖에 주

짓수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몰두 요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여가 스포츠로서 가능성과 효용

성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2]. 

기능적 움직임 평가(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FMS)은 관절의 가동성, 협응력, 고유수용

성 감각의 기능장애를 상체, 하체, 중심부(core) 관련 신

체 부위의 움직임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방법으로[13], 

높은 FMS 점수는 더 좋은 경기력[14], 체력[15]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FMS를 통해 신체

의 불균형, 종합적인 근골격 상태, 움직임 향상의 평가

가 가능하고[16] 부상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으

며[17,18], 운동선수의 트레이닝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서도 사용할 수 있다. 럭비선수[19]와 야구선수[20]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실시한 이후 FMS 

평가를 통해 움직임 능력이 향상되었고 일반인의 경우 

30대 사무직 근로자의 중심부(core) 운동을 한 결과 

FMS 결과가 향상되어[21] 경기력과 운동 효과의 평가

를 위해 FMS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메

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FMS가 일반인 또

는 운동선수, 나이에 관계없이 운동중재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유용성과 효과성이 밝혀졌다[22].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는 FMS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움직임 능력 평가와 운동 중재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BJJ는 일반 성인

이 취미로 시행하는 운동으로서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체력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BJJ를 실시한 

경우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산소와 저항성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과 비교하여 밝혀보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건강 및 체력관리를 위

한 BJJ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기초 근거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A 대학에 재학하는 학

생과 B 지역의 피트니스 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SNS와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한 성인이다. 피험자는 본 연

구에 참여하기 최소 3개월 이전 동안 규칙적으로 어떠

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BJJ와 복합운동을 실시하기 위

해 임상적, 정형외과적으로 건강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모집된 피험자는 무작위로 BJJ 운동 집단

(Brazilian Jujitsu exercise group, BJEG)과 저항성운

동과 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 집단(Combined 

exercise group, CEG)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피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

지 않았으나, 평상시대로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

동참여 기간 동안에 지도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참가동

의서의 자발적 서명을 마친 이후 연구 과정 참여를 시작

하였으며,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BJEG (n=10) CEG (n=10) Sig

Age (years) 28.10±2.64 28.20±3.43 .943

Height (cm) 168.20±10.93 171.40±8.37 .472

Weight (kg) 60.47±12.24 63.71±14.60 .571

BMI (kg/m2) 21.19±2.96 21.46±3.22 .845

BJEG: Brazilian jiu-jitsu exercise group; CEG: Combined exercise 
group; BMI: Body mass index

측정항목 및 방법

측정자 간 신뢰도와 반복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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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측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회 시

행되는 측정의 측정자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 실시하도

록 하였다.

신체조성

신체조성의 평가는 생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을 활용한 체성분 자동 측

정 장비(Inbody9.0, 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몸

무게, 근육량, 체지방량을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갈비

뼈와 엉덩이 뼈 사이의 허리 높이에서 몸통의 제일 좁은 

부분을 줄자로 측정하였다. 

체력평가

 상체 근력 평가를 위해 bench press를, 하체 근력은 

leg press를 통해 1-repetition maximum(1-RM)을 측

정하였다. 근지구력 평가를 위해 팔굽혀펴기(push-up)

를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고, 민첩성 평가

는 T자 달리기를 사용하였다. T자 달리기의 평가를 위

해 T자를 따라 달리는 총 5개 구간을 뛰는데 걸리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유연성 평가를 위해 윗몸앞으로 굽히

기를 실시하였으며,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실시

하여 총 3회 중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하였다. 심폐지

구력 평가를 위해 하버드 스텝 테스트를 실시하여 총3 

분간 스텝 박스 오르내리기를 실시한 후 차례대로 측정

된 총 3회의 심박수를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신체효

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PEI)를 산출하였다.

  신체효율지수 = [300 초 / 2×(3회의 심박수 총

합)]×100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FMS)

 FMS는 FMS test kit(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 kit, USA)을 사용하여 총 7가지 동작

(Deep squat, Hurdle step, In-Line lunge, Shoulder 

mobility, Active straight leg raise, Trunk stability 

push up, Rotary stability)을 검사하였고, 평가기준표

에 근거하여 각각의 항목의 점수는 0점에서 3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였다. 채점기준은 동작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는 3점, 동작 수행은 가능하나 보상작용 동작이 발

생되면 2점,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면 1점, 동작의 수행

은 가능하지만 통증이 있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좌측과 우측을 모두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채택하였다[23]. 

운동프로그램

 BJJ와 복합운동은 1회에 90분씩, 주 3회, 총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의 분석은 SPSS v.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를 산출하였다. 12주 간 주짓수집단과 복합운동집단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분산분

Table 2. Brazilian Jiu-Jitsu exercise program

Week Program contents Intensity Time (min)

1-4 Warm-up (Bridge, shrimp-pull, sprout, push-up, plank.) 20/set 20 90

Stretching (static stretch) 1 min/set 10

Technical Action Exercise. (Guard: open guard, gritzgard, harpad) Drill. 20/set 30

Field Anti-Surface Training (sparring) 5 min×6 sets 30

5-8 Warm-up (Bridge, shrimp pull, sprout, push-up, plank.) 20/set 10 90

Stretching (static stretch) 1 min/set 20

Technical Action Exercise (guard-pass drill) 20/set 30

Field Anti-Surface Training (sparring) 5 min×6 sets 30

9-12 Warm-up (Bridge, shrimp-pull, sprout, push-up, plank.) 20/set 20 90

Stretching (static stretch) 1 min/set 10

Technical Action Exercise (Guard and Guard Bath Post Submission Drill) 20/set 30

Field Anti-Surface Training (sparring) 5 min×6 sets 30



32  |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Asian J Kinesiol 2021; 23(3): 29-37 . DOI: https://doi.org/10.15758/ajk.2021.23.3.29

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측

정 시기별 차이 비교는 대비검정(contrast test)을 이

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은 α=.05로 설

정하였다.

결과

신체조성 요인의 12주간 운동 후 집단별 변화량을 비

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근육량(kg)은 집단, 측

정시기,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비검정 결과 두 집단 모두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율(%)은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비검정 결과 

두 집단 모두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요인의 12주간 운동 후 집단별 변화량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상지와 하지 근력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비검정 

결과 두 집단 모두 운동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근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은 측정시기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비검정 결과 BJEG에

Table 4. Changes in body composition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Sig

Body weight (kg) BJEG 60.47±12.24 60.21±12.30 .637 group
time
group×time

.561

.877

.630CEG 63.71±14.60 63.87±14.29 .764

BMI (kg/m2) BJEG 21.19±2.96 21.29±2.94 .746 group
time
group×time

.825

.562
1.000CEG 21.46±3.22 21.56±3.10 .533

Fat (%) BJEG 24.81±6.88 23.27±6.22 .006* group
time
group×time

.534

.000**

.248CEG 22.76±6.40 21.98±5.83 .020*

Waist circumference(cm)
BJEG 77.50±10.67 76.69±10.40 .132 group

time
group×time

.950

.983

.440CEG 76.40±13.68 77.16±9.55 .720

Muscle mass (kg)
BJEG 25.64±6.38 26.27±6.32 .000* group

time
group×time

.002**

.000***

.002**CEG 33.20±3.36 35.70±2.66 .000*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0.01, ***p<0.001

Table 3. Combined exercise program

Week Program contents Intensity Time (min)

1-4 Warm-up (Jumping jacks, High leg lifts, Lunges jump, Kick after running) 20/set 20 90

Running (treadmill) 8'40"/km 30

muscle training (bench press, dumbbell press dumbbell fry) 8~12/set 30

Stretching (static stretch) 1min/set 10

5-8 Warm-up exercise (Jumping jacks, High leg lifts, Lunges jump, Kick after running) 20/set 20 90

Running (treadmill) 8'40"/km 30

muscle training (Assisted pull-up, Barbell bent-over row, Cable close grip pulldown, 
One arm row) 8~12/set 30

9-12 Stretching (static stretch) 1min/set 10 90

Warm-up exercise (Jumping jacks, High leg lifts, Lunges jump, Kick after running) 20/set 20

Running (treadmill) 8'40"/km 30

muscle training (Barbell squat, Barbell lunge, Dumbbell reverse lunge, Dumbbell 
lunge)

8~12/set 30

Stretching (static stretch) 1min/se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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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physical fitness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Sig

Muscular Strength (Upper 
extremity, kg)

BJEG 41.00±20.38 42.15±20.10 .037* group
Time
group×time

.597

.000***

.000***CEG 41.70±15.52 51.05±18.31 .000**

Muscular strength
(Lower extremity, kg)

BJEG 43.00±17.99 46.50±18.46 .001* group
time
group×time

.328

.000***

.001***CEG 40.20±13.10 67.25±25.99 .000**

Muscle
endurance
(reps/60sec)

BJEG 23.30±16.94 39.30±13.46 .001* group
time
group×time

.124

.000***

.015CEG 10.50±4.45 33.00±8.60 .000**

Agility (sec)
BJEG 11.74±1.16 11.67±1.16 .291 group

time
group×time

.989

.405

.981CEG 11.73±0.82 11.67±0.86 .674

Flexibility (cm)
BJEG 11.13±9.80 9.68±10.78 .014* group

time
group×time

.022*

.004**

.871CEG 3.84±8.06 2.29±7.64 .013*

Power (m)
BJEG 1.92±0.45 1.98±0.45 .000* group

time
group×time

.923

.000***

.200CEG 1.93±0.38 2.01±0.38 .000*

Cardiorespiratory fitness
BJEG 54.32±5.90 59.26±7.52 .002* group

Time
group×time

.806

.013*

.149CEG 56.13±5.95 58.62±5.53 .179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ime *p<0.05, **p<0.01, ***p<0.001

Table 6. Changes in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Sig

Deep squat BJEG 2.2±0.632 2.4±0.516 .000** group

time

group×time

.500

.628

.500CEG 2.2±0.632 2.2±0.422 .011*

Hurdle step BJEG 2.1±0.568 2.0±0.667 .242 group

Time

group×time

.673

.318

.673CEG 2.3±0.483 2.3±0.675 .486

In-Line lunge BJEG 2.2±0.422 2.2±0.422 .074 group

time
group×time

1.00
.095
1.00CEG 2.5±0.167 2.5±0.483 .020*

Shoulder mobility BJEG 2.3±0.675 2.5±0.527 .286 group

time
group×time

.548

.591

.548CEG 2.3±0.483 2.3±0.483 .580

Active straight
Leg Raise

BJEG 2.4±0.516 2.4±0.516 .667 group

time
group×time

.722

.813

.722CEG 2.3±0.483 2.4±0.699 .896

Trunk stability
-push up

BJEG 2.2±0.422 2.3±0.483 .645 group

time
group×time

.279

.050*

.714CEG 2.5±0.527 2.7±0.483 .071

Rotary stability BJEG 2.1±0.568 2.0±0.471 .545 group

time
group×time

1.00
.605
.174CEG 2.1±0.316 2.2±0.422 .545

Total score BJEG 15.5±2.121 15.8±1.687 .003* group

time
group×time

.140

.325

.828CEG 16.2±1.619 16.6±1.430 .035*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im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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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동 후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

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민첩성은 집단, 측정

시기,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운동 후 향상된 

경향을 나타냈다. 

FMS의 12주간 운동 후 집단별 변화량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6>와 같다. FMS는 집단, 측정시기, 측정시

기와 집단의 상호작 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ep squat와 FMS total score는 집

단 내 측정시기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BJJ가 20대 성인의 신체조성, 건

강체력, FMS에 미치는 효과를 복합운동에 비교하여 분

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12주 

동안 실시한 BJJ는 신체조성(체지방율 감량과 근육량 

향상), 건강 체력(상지와 하지의 근력, 근지구력, 유연

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FMS(deep squat, total FMS 

scor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JJ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도 종목은 유산소와 무산

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체지방율 감소 효과가 있

음이 보고되었는데[24]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 체지방율과 근육량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체지

방율의 감소와 근력의 향상은 심혈관질환의 감소[25], 

기능적체력의 향상[26], 근골격계질환, 대사성질환의 

감소 등 건강에 이점을 주며[2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허리둘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

으로 신체조성 요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BJEG에서 나타난 체지방율의 감소는 

BJJ를 일반인이 규칙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산소능력과 

무산소능력이 모두 향상된 것이 반영된 결과[9]와 관

련이 있으며, BJJ를 통해 근육량이 증가되고 근력 및 근

지구력이 향상됨에 따라 근육대사 작용이 향상된 결과

로 체지방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2주 이

후에 근육량이 향상됨에 따라 체중은 감소하지 않아 사

후 BMI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중 근력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자면 BJJ

는 경기중 저강도와 고강도의 비율이 8:1이지만 고강

도 움직임(action)이 평균 3초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28]. 특히 BJJ 경기가 상대방과 격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근력이 요구되고[29], 정지 동작인 경우

를 포함하여 항상 근수축이 일어난다. 또한 상완의 근

육 수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상대방을 밀고 당기는 동

작과 이런 동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BJJ 동작의 특

성[30]이 결과적으로 근육량, 근력, 근지구력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엘

리트 BJJ 선수와 비 엘리트 BJJ 선수의 상지 근력은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1] 이는 아마도 

elite 수준에서는 상지 근력의 차이가 선수의 기량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체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BJEG의 상지 및 하지 근력

이 12주 이후에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피험자는 BJJ를 과거에 경험하

지 않은 초보자였음으로 전반적으로 다양한 동작 훈련

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인기 동안의 상지

와 하지의 근력 수준은 삶의 질 그리고 연령과 관련하

여 제시되는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체력요인임을 고려한다면[27], BJJ 훈련을 통

해 상지와 하지 근력이 고루 향상된 것은 BJJ의 장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순발력(power)은 힘과 속도를 곱한 값으로, 짧은 시

간에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근 신경계의 능력으로 

근력 적응단계에서 증가되고, 민첩성은 균형을 잃지 않

고 운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순발력과 민

첩성은 기술 관련 체력으로 운동능력과 경기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32]. 유도와 레슬링선수의 경

우에서도 순발력이 발달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 순발력이 향상된 결과는 BJJ가 고강도의 간헐

적 트레이닝 형태로 주로 실시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동작이 기립(standing) 자세와 바닥(ground) 동작에서 

순간적인 파워를 발휘해야 하므로 근력 및 근지구력과 

함께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민첩

성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

마도 두 집단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민첩성 향상을 위한 

동작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적은 피험자수로 인해 통계

적 변별력이 약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보다 명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

서 더 많은 피험자를 통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유연성은 일상생활 중에서는 걷기나 뛰기 시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건강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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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33]이지만 특히 BJJ의 기술 수행[9], 경기력, 운

동 상해 여부와 관련이 있는 체력요인이다. 대부분의 격

투기 선수의 경기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연성도 상대적

으로 높았다[34]. BJJ는 특정 기술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넓은 가동 범위가 요구되므로[35] 본 연구 결과로 유

연성이 향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회에 90분, 주 3회, 총 12주 동안 BJJ

를 실시했지만 비운동선수인 성인이 1회에 1시간, 주 2

회, 총 6주 동안 BJJ를 실시한 이후에도 유연성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9].

BJJ의 주요 동작들은 매트 위에서 이루어지며 하지

를 통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

과로 BJEG의 심폐지구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기술

동작과 경기중의 대사반응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BJJ 

경기 중에는 유산소 경로에 의한 대사과정이 주로 일어

났고[31] 이 대사과정이 주로 사용되는 훈련과정이 심

폐지구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심폐지구력의 직

접측정 평가를 통해 BJJ의 유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에

서는, BJJ를일반인이 1주일에 2시간씩 총 6주 동안 참

여한 결과 VO
2max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9]. 또한 레

슬링과 유도 선수의 유산소파워를 통한 심폐지구력을 

살펴본 연구결과로 레슬링 선수의 심폐지구력도 일반

이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36], 엘리트 유도 선

수[37]도 일반인 보다 심장 구조와 기능 변화가 생겨 

유산소파워가 높았고, 경기력 수준이 높은 유도 선수는 

상대적으로 VO
2max

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38]. 

유도는 경기 시간이 5분이며 하루에 여러 경기를 치르

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산소 대사력이 경기 동안의 빠른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결

과적으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37]. 

BJJ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경기가 이루어지며, 스

파링(sparing)이라는 형태로 매트에서의 바닥(ground)

에서의 동작을 주로 시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레슬

링 및 유도와 공통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BJJ로 

인해 심폐지구력이 향상된 결과는 위에 언급된 선행연

구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체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FMS 

score와 관련이 있으며[14], 운동 중재를 한 결과로 

FMS의 결과도 개선되었다[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JJ와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를 FMS를 통해 평가한 

결과, BJEG의 경우 FMS의 total score와 deep squat

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고, CEG의 경우 FMS의 

total score, deep squat, In-Line Lunge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영욱 등[22]의 FMS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FMS total score와 deep squat

에서만 운동 중재 효과를 유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나

타내 아마도 운동 중재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FMS total score 또는 deep squat 항목의 사용이 권장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일부 

FMS 평가 항목의 변화 정도는 매우 근소함을 나타냈고 

BJEG의 In-Line Lunge는 오히려 사전값 보다 사후값

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평가 구간이 0점

에서 3점까지이며 이 점수 구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동

작의 실패, 동작수행시 통증 있음, 동작수행 가능, 동작

수행 불가능” 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체력 향상에 따른 

동작 변화의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체력 요인은 민첩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

한 향상을 나타냈고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체조성

의 변화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FMS의 

모든 항목에서 일관성 있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아 12주 동안의 BJJ나 복합운동을 통해 동작 수행을 제

한하는 움직임 패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FMS의 향상을 위한 운동 기간으로 12주가 부

족하였을 수도 있지만, 움직임의 불균형과 안정성의 변

화는 BJJ와 복합운동의 초기 훈련 프로그램 내용으로

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MS total 

score와 일부 항목이 향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BJJ 초보와 숙련자 간의 비교를 추후 연

구에 시행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운동 초보자의 운동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FMS만 사용하는 것보다 체

력평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운동 효

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다른 무도 종목과 달리 BJJ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트레이닝을 위해 참고할 수 있

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38,39], 많은 지도자

와 트레이너는 BJJ 훈련 중에 일어나는 생리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에 의존한 지도를 하

게 된다[40]. BJJ에 대한 운동효과를 유산소운동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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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에서는 BJJ가 체지방률, 근육량, 건강체력요

인, FMS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JJ를 통해 일반인이 활동

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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