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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power and agility of athletes in each sports using visual response speed test 
(VRST) scores after conducting 10 weeks of body stability exercise (BSE) on elementary school athletes in handball, football, 
volleyball and conducted a post-hoc test on the measured valu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baseball (n=27), taekwondo (n=22), 
and football (n=23) athletes with at least two years of athletic experience. A total of 72 elementary school athletes were measured 
by VRST after 10 weeks of BSE under the same conditions. 

Methods : For VRST measurement of the upper extremity, the right and left hands were alternately touched in the order the 
blazepod equipment lights were turned on. The number of touches for 15 seconds and response touch were measured. In the case 
of the measurement of lower extremity the left lower extremity was measured first when the Blaze pod equipment light came on. 
The average value was obtained by measuring 3 times using a measurement sensor with the position indicated in order to measure 
the upper arms and legs the same.

Results : This study confirmed homogeneity among sports and that VRST improved after implementing BSE for sports.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identified when comparing VRST improvements between sports, and post-hoc test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either. 

Conclusion : After applying the BSE program under the same conditions for 10 week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can 
improve their power and agility the most,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using the Blaze pod showed that the power and agility 
of baseball, taekwondo, and soccer players were similarly improved. From the fact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ports,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BES training program could improve VRST without being limited to som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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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 사람들은 스포츠를 흔하게 생활 속에서 접

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스포츠를 관전하면서 즐겼지만, 
요즘은 직접 경기를 하면서 즐기는 스포츠로 방향이 바

뀌고 있다(Kang 등, 2012).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에너지가 요구되며, 그 에

너지는 인간의 신체에서 비롯되며, 에너지는 스포츠 선

수가 발휘하는 힘을 의미하며 체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력은 스포츠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

용되며, 발휘되는 에너지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

다(Shin, 2013). 선진국 같은 경우 경기 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유소년 시기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경기에서 필요한 근력, 민첩성, 유연성 등 종목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선수 양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등, 2016). 이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

하기 위해 훈련 또는 경기 중 각 운동에 맞는 신체적 조

건 및 신체 형태학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 프로

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클럽 등 전문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선수들은 경기

력 향상에 필수 조건인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종목별 특성에 따라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 연구가 

진행, 시행되고 있다(Fernandez-Fernandez 등, 2013). 스포

츠 트레이너, 운동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기능적 움직임

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

며, 그 중 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신체안정화운동

(body stability exercise; BSE), 플라이오메트릭(plyometric) 
운동, 고유 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 향상 운동, 케틀

벨(kettle bell) 운동, 넙다리뒤근육(hamstring) 강화 프로

그램 등이 있다(Bedoya 등, 2015; Falatic 등, 2015). 
국내에서도 달리기, 점프, 멀리뛰기 등의 속도 및 지구

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운동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단조롭고 지루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고 있어서 결국 선수들은 훈련에 한 동기유발이 저하

되고, 결국 훈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Jin, 2012). 이
에,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도달을 위한 방향을 재

설정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고

(Kwon 등, 2017), 이를 통해 민첩성, 순발력, 근력, 근지

구력 및 몸의 전반적인 능력의 향상을 통해 경기력이 향

상될 수 있을 것이다(Jo & Choi, 2018). 그러나, 성인 운

동선수들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유소년 운동선수들에게는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Bedoya 등, 2015). 특히, 민첩성과 순발력이 가장 많

이 향상되는 시기인 10~12세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에 

한 운동 프로그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Yun, 2015).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Song 등(2020)은 중학교 

배구 운동선수들 20명, Kang과 Kim(2021)이 고등학교 핸

드볼 운동선수들 21명을 상으로 10주간 BSE 프로그램 

중재 후 민첩성, 기능적 움직임, 균형능력, 폐활량이 유

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축구 운동선수들 24
명 중 운동군 12명을 12주간 BSE 프로그램 중재 후 체

력 부분에서 비운동군보다 운동군에서 민첩성, 평형성, 
근력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Yun 등, 2013). 하
지만 이 연구는 중학교 이상을 상으로 하여 일반적 유

소년 나이 범주보다는 많은 나이를 상으로 하였고, 실
제 일선 초등학교에서 BSE 프로그램을 통한 민첩성, 순
발력 등의 평가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야구, 태권

도, 축구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을 상으로 BSE 프로그

램 중재 후 최근 개발된 블레이즈포드 장비를 적용하여 

시각반응속도평가(visual response speed test; VRST)를 통

해 다양한 종목의 초등학교 선수들의 민첩성과 순발력

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VRST 측정 방법 중 지각 훈련방법은 청 지각 훈련방

법과 시 지각 훈련방법이 있다. 이 중 펜싱, 복싱, 검도, 
태권도, 야구, 축구 등과 같은 종목에서 상 방의 움직임 

변화에 해 습득한 정보를 지각하는 방법과 정보처리 

기전에 맞춰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시 지각 훈련 시

행 후 각 경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순발력과 민첩성이 

향상되었다(Kwon 등, 2017). 최근 연구에서 블레이즈 포

드(BlazePod)라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에 측정하

기 어려웠던 순간 속도, 반사 신경 등의 민첩성, 순발력, 
균형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반복 훈련 및 기록의 개선

에도 효과적인 운동기구이며, 특수한 능력을 객관적이

고,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소개하였다(Balalcebody, 2021; 
Kang & Kim, 2021; Song 등, 2020). 그러나, 블레이즈 포

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VRST를 평가하는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목별 BSE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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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중재 후 VRST 평가를 위해 블레이즈 포드 장비로 

통일하여 측정하여 종목별 순발력과 민첩성의 향상 여

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여부와 10주간 BSE 중재 후 블레이즈 포드 측정 도구를 

통한 VRST 평가를 통해 종목별 순발력과 민첩성의 향

상 여부, 종목 간 비교 분석, 사후 검증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상자는 순천시 N 초등학교 야구 운동선수들 

27명, 무안군 Y 초등학교 태권도 운동선수들 22명, 목포

시 Y 초등학교 축구 운동선수들 23명을 상으로 구성

하였고, 최소 2년 이상의 운동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운
동부 전체인원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BSE 중재 전과 

10주 중재 후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들 총 72명을 

상으로 블레이즈 포드 측정 도구를 통해 VRST 향상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자들에게 프로그램 

중재 전 학교를 방문하여 VRST 평가항목에 한 개요 

설명과 훈련 후 개인별 평가를 시행하였고, 10주간 BSE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후 각 동작별 VRST 평가를 진행

하였다. 또한, 평가 전 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한 운동의 종류, 방법, 효과, 주의 사항 설명해 드

렸고, 총 종목 상자 72명 선수에게 개인정보 수집·이
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체질량 측정

모든 상자들의 체중과 신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신장은 자동 신장 측정기(DS-103, Dong 
Sahn Jenix, Korea)를 통해 측정하였고, 체중과 체질량지

수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장비(InBody H20, InBody, 
Kore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Kang & Kim, 2021; Song 
등, 2020).

2) BSE 프로그램 평가 방법

Kang과 Kim(2021)과 Song 등(2020)이 실시한 연구방

법을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된 

BSE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순차적으로 한 동작

당 10회씩 반복하도록 하였으며, 한 동작당 12초씩 유지

하도록 지시하였고, 총 2~3세트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였

다. 1세트당 20분 실시 후 5초간 휴식 시간을 두어 실시

하였다. 총 운동시간은 40분~60분 동안 시행하였다. 실
험은 총 10주간, 주 3회 실시하였고, BSE 프로그램 적용 

전 5분간의 준비운동 시간을 두고 운동을 시행하였다.

No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No Exercise time No Exercise set Difficulty method

1 Curl-up

1
Hold for 12 seconds per 

motion
 1 
  

20 minutes per set

5 weeks later
unstable support 

surface

2 Dead bug
3 Supine bridge
4 Sidelying bridge

2
10 repetitions per 

movement 
5 Prone bridge

2 Do 2~3 sets

6 Abdominal bracing
7 Quadruped

3
5 seconds of rest after 1 

motion

8 Modified quadruped
9 Swimming
10 Modified swimming

Table 1 .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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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반응속도(visual response speed test; VRST) 

평가

VRST 측정은 블레이즈 포드(BlazePod, Play coyotta 
Ltd., Thailand)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측정 장비는 순

간 속도, 반사 신경 등의 특수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Fig 1). 전문화된 반사 신경 및 순발력을 길러주는 순간 

반사 운동(flash reflex exercise; FRX)을 기반으로 제작하

였다(Balalcebody, 2021; Kang & Kim, 2021; Song 등, 
2020). VRST 전용 앱을 통해 상자들의 기록을 정확하

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SE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블레이즈 포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VRST 점수

를 평가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블레이즈 포드 장치를 실

험자가 보는 방향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였고, 각 

장치의 거리는 50 ㎝를 유지하였다(Fig 1). 위팔 측정은 

네발 서기 자세에서 엎드린 상태로 유지하다가(Fig 2), 
블레이즈 포드 장비 불빛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오른쪽, 
왼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시

행했다(Fig 3). 실시 후 15초 터치 횟수(number)와 15초 

터치의 시각 반응에 한 반응시간(㎳)으로 평가하였다. 
다리 측정은 선 자세를 유지하다가(Fig 4), 블레이즈 포

드 장비 불빛이 들어오면 왼발부터 측정을 시행했다(Fig 
5). 위팔과 다리를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위치가 표시된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 수치를 구하였

다(Kang & Kim, 2021; Song 등, 2020). Fig 2~5는 순천시 

N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상으로 VRST 측정하는 

모습이다.

Fig 1. BlazePod (Play coyotta Ltd., Thailand)

Fig 2. Ready position upper extremity in VRST

Fig 3. Measurement view in upper extremity in

VRST

Fig 4. Ready position lower extremity in 

VRST

Fig 5. Measurement view in lower extremity in

V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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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SPSS 21.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해 기술 통계

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Shapiro-Wilk normality test를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

다. 정규성을 만족한 VRST 평가 요소에 따른 종목별 변

인들의 운동 전, 후 종목별 효과성을 검정하기 위해 모

수 검정 법인 응 표본 t 검정(paired t-test)과 종목 간 

평가 수치 비교를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 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방법을 이

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는 야구, 태권도, 축구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과 BSE 프로그램 중재 후 

VRST 평가 수치와 종목별 평가 수치를 비교하여 유의

한 차이를 분석하고, 사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특성은 순천시 N 초등학교 야구부 운동

선수들은 나이 11.96±0.75세, 몸무게 56.86±7.52 ㎏, 키 

148.79±5.61 ㎝, 체질량지수 20.61±3.76 ㎏/㎡, 몸의 지방 

분포 29.64±6.09 %, 다리 길이 83.66±2.77 ㎝로, 무안군 Y 
초등학교 태권도 운동선수들은 나이 11.95±0.78세, 몸무

게 55.74±6.11 ㎏, 키 148.57±5.34 ㎝, 체질량지수 

20.11±3.24 ㎏/㎡, 몸의 지방 분포 28.89±6.21 %, 다리 길

이 82.95±2.91 ㎝로, 목포시 Y 초등학교 축구 운동선수들

은 나이 11.74±0.45세, 몸무게 58.34±4.39 ㎏, 키 

157.27±5.24 ㎝, 체질량지수 20.17±3.14 ㎏/㎡, 몸의 지방 

분포 31.48±4.34 %, 다리 길이 90.39±5.61 ㎝로 측정되었

다.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들의 동질성 검사 결과 

나이(F=.125, p=.430), 몸무게(F=.257, p=.792), 키(F=.155, 
p=.778), 체질량지수(F=.128, p=.643), 몸의 지방 분포

(F=.981, p=.543), 다리 길이(F=.613, p=.545)로 측정되었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Group
Variables

Baseball (n=27) Taekwondo (n=22) Football (n=23)
F p

M±SD M±SD M±SD

Age (years) 11.96±.75 11.95±.78 11.74±.45 .125 .430

Weight (㎏) 56.86±7.52 55.74±6.11 58.34±4.39 .257 .792

Height (㎝) 148.79±5.61 148.57±5.34 157.27±5.24 .155 .778

BMI (㎏/㎡) 20.61±3.76 20.11±3.24 20.17±3.14 .128 .643

Body fat (%) 29.64±6.09 28.89±6.21 31.48±4.34 .981 .543

Leg length (㎝) 83.66±2.77 82.95±2.91 90.39±5.61 .613 .545

`p: one-way ANOVA, 1Baseball 2Taekwondo 3Football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1BB, 2TW, 3FB

 

2. BSE 중재 전· 후 VRST 평가 점수 비교 결과

1) 불빛에 변화에 대한 위팔 15초 터치 횟수와 반응시간의 

비교 결과

Table 3~Table 5에서 보듯이 15초 동안 불빛의 변화에 

한 위팔의 터치 횟수 결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0.67±4.45회에서 평가 후 21.55±4.44회(p=.001), 태권도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0.04±4.65회에서 평가 후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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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회(p=.001), 축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18.65±4.25회, 
평가 후 19.74±4.32회(p=.000)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059, p=.352). 반응시간 결

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759.48±173.75 ㎳ 에서 평

가 후 737.22±175.67 ㎳(p=.002), 태권도 운동선수들은 평

가 전 781.86±177.37 ㎳ 에서 평가 후 759.63±179.08 ㎳
(p=.006), 축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821.87±190.61 ㎳ 에

서 평가 후 773.13±179.50 ㎳(p=.001)로 유의하게 단축되

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61, p=.771). Table 
7에서 보듯이 Scheffe 사후 검증결과 15초간 터치 횟수

(F=1.059, p=.372), 반응시간(F=.261, p=.785)으로 종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터치 횟수는 야구, 태권

도, 축구 운동선수들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들 순으로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불빛에 변화에 대한 왼쪽 다리 15초 터치 횟수와 반

응시간의 비교 결과 

Table 3~Table 5에서 보듯이 15초 동안 불빛의 변화에 

한 왼쪽 다리의 터치 횟수 결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

가 전 20.52±2.42회에서 평가 후 21.66±2.56회(p=.000), 태
권도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0.32±2.27회에서 평가 후 

21.41±2.19회(p=.001), 축구 운동선수들은 측정 전 

20.30±2.67회, 측정 후 21.69±2.46회(p=.001)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

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097, p=.908). 
반응시간 결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670.04±102.99 ㎳ 에서 평가 후 657.55±106.07 ㎳(p=.000), 
태권도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664.95±96.03 ㎳ 에서 평

가 후 650.45±99.24 ㎳(p=.001), 축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663.22 ±93.19 ㎳ 에서 평가 후 624.48 ±89.53 ㎳

(p=.000)로 유의하게 단축되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745, p=.478). Table 7에서 보듯이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15초간 터치 횟수(F=.097, p=.920), 반응시간

(F=.745, p=.517)으로 종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터치 횟수는 축구, 야구, 태권도 운동선수들 순

으로 증가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축구, 태권도, 야구 순으

로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불빛에 변화에 대한 오른쪽 다리 15초 터치 횟수와 

반응시간의 비교 결과

Table 3~Table 5에서 보듯이 15초 동안 불빛의 변화에 

한 오른쪽 다리의 터치 횟수 결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0.55±2.72초에서 평가 후 21.66±2.46회(p=.000), 
태권도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0.54±2.54회에서 평가 후 

Variabl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Upp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67±4.45 21.55±4.44 -4.947 .000

Reaction time
(㎳) 759.48±173.75 737.22±175.67 3.417 .002

Lef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52±2.42 21.66±2.56 -6.905 .000

Reaction time (㎳) 670.04±102.99 657.55±106.07 5.209 .000

Righ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55±2.72 21.66±2.46 -10.000 .000

Reaction time 
(㎳) 652.22±89.63 635.92±90.45 10.657 .000

Table 3. Effects of 10-week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power and agility in baseball



김철승 이용선 윤종혁

초등학교 핸드볼, 축구, 배구 운동선수들의 신체안정화운동 중재 후 시각반응속도검사에 의한 힘과 민첩성 평가 비교  77

22.04±2.25회(p=.001), 축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21.30 
±2.30회, 평가 후 22.74±2.54회(p=.000)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27, p=.300). 반
응시간 결과 야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652.22±89.63 
㎳ 에서 평가 후 635.92±90.45 ㎳(p=.000), 태권도 운동선

수들은 평가 전 655±75.89 ㎳ 에서 평가 후 635.68±80.39 
㎳(p=.001), 축구 운동선수들은 평가 전 659.22±88.21 ㎳ 

에서 평가 후 624.56 ±84.50 ㎳(p=.000)로 유의하게 단축

되었지만, Table 6에서 보듯이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613, p=.545). 
Table 7에서 보듯이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15초간 터치 

횟수(F=1.227, p=.320), 반응시간(F=.613, p=.564)로 종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터치 횟수는 축구, 
태권도, 야구 순으로 반응시간은 야구, 태권도, 축구 순

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riables
Pre exercise Post exercise

t p
Mean±SD Mean±SD

Upp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04±4.65 20.91±4.52 -4.091 .001

 Reaction time 
(㎳) 781.86±177.37 759.63±179.08 3.026 .006

Lef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32±2.27 21.41±2.19 -9.721 .001

 Reaction time 
(㎳) 664.95±96.03 650.45±99.24 5.022 .001

Righ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54±2.54 22.04±2.25 -11.773 .001

Reaction time 
(㎳) 655±75.89 635.68±80.39 6.947 .001

Table 4. Effects of 10-week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power and agility in Taekwondo

Variabl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Upp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18.65 ±4.25 19.74 ±4.32 -6.146 .000

Reaction Time
(㎳) 821.87 ±190.61 773.13 ±179.50 6.270 .000

Lef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0.30 ±2.67 21.69 ±2.46 -6.459 .000

Reaction Time
(㎳) 663.22 ±93.19 624.48 ±89.53 7.791 .000

Righ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21.30 ±2.30 22.74 ±2.54 -5.927 .000

Reaction Time
(㎳) 659.22 ±88.21 624.56 ±84.50 6.379 .000

Table 5. Effects of 10-week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power and agility in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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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jor
Pre Post

df F p`
M±SD M±SD

Upp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0.67±4.45 21.55±4.44

2 1.509 .352Taekwondo
(n=22) 20.04±4.65 20.91±4.52

Football
(n=23) 18.65±4.25 19.74±4.32

 Reaction time 
(㎳)

Baseball
(n=27) 759.48±173.75 737.22±175.67

2 .261 .771Taekwondo
(n=22) 781.86±177.37 759.63±179.08

Football
(n=23) 821.87±190.61 773.13±179.50

Lef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0.52±2.42 21.66±2.56

2 .097 .908Taekwondo
(n=22) 20.32±2.27 21.41±2.19

Football
(n=23) 20.30 ±2.67 21.69 ±2.46

 Reaction time 
(㎳)

Baseball
(n=27) 670.04±102.99 657.55±106.07

2 .745 .478Taekwondo
(n=22) 664.95±96.03 650.45±99.24

Football
(n=23) 663.22 ±93.19 624.48 ±89.53

Righ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0.55±2.72 21.66±2.46

2 1.227 .300Taekwondo
(n=22) 20.54±2.54 22.04±2.25

Football
(n=23) 21.30 ±2.30 22.74 ±2.54

Reaction time 
(㎳)

Baseball
(n=27) 652.22±89.63 635.92±90.45

2 .613 .545Taekwondo
(n=22) 655±75.89 635.68±80.39

Football
(n=23) 659.22 ±88.21 624.56 ±84.50

1Baseball, 2Taekwondo, 3Football 

Table 6. Evaluation comparison results of 10-week body stability exercise program on power and agility in 1BB, 2TK, 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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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jor MV SD F P Post-hock-
group

Upp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1.55 4.44

1.059 .372 1BB>2TK>3FBTaekwondo (n=22) 20.90 4.52

Football (n=23) 19.73 4.31

 Reaction time (㎳)
Baseball (n=27) 737.22 175.67

.261 .785 BB>TK>FBTaekwondo (n=22) 759.63 179.08
Football (n=23) 773.13 179.49

Lef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1.66 2.55

.097 .920 FB>BB>TKTaekwondo (n=22) 21.40 2.19

Football (n=23) 21.69 2.45

Reaction time (㎳)
Baseball (n=27) 657.56 106.08

.745 .517 FB>TK>BBTaekwondo (n=22) 650.45 99.25
Football (n=23) 624.48 89.52

Right lower 
extremity

Touch for 15 seconds 
(number)

Baseball (n=27) 21.67 2.47

1.227 .320 FB>TK>BBTaekwondo (n=22) 22.05 2.26

Football (n=23) 22.73 2.54

Reaction time (㎳)
Basebal1 (n=27) 651.15 89.94

.613 .564 FB>TK>BBTaekwondo (n=22) 635.68 80.39
Football (n=23) 624.57 84.50

One way-ANOVA, Scheffe,  1Baseball 2Taekwondo 3Football  

Table 7. Post-verification results of changes in VRST evaluation factors after applying body stabilization exercise 
to each sports

Ⅳ. 고 찰

본 연구는 야구, 태권도, 축구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특성과 BSE 프로그램 10주 중재 후 블레이즈 포

드 측정 장비를 이용한 VRST 평가 수치와 종목별 평가 

수치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종목 

간 사후 검증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민첩성과 순

발력의 향상 여부에 해 고찰하였다.
 야구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 순간적인 상황에 마주했

을 때 즉각적이고 정확한 처뿐만 아니라, 포지션별 빠

르고 정확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민첩성과 순발력이 

필요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

며(Lee & Son, 2020),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 중 일촉즉발

인 상황에서 상  선수와 얼마나 신속하게, 공격을 지속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순간 판단력이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할 때 최 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Ahn, 2018), 축
구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 빠르게 드리블, 킥, 헤딩 등의 

기술적 동작 수행에 필요한 순발력, 민첩성 등을 향상하

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Cho & Choi, 2018). 
본 연구 결과 상자의 신체적 특성에서 키, 몸무게, 

나이, 체질량지수, 몸의 지방 분포, 다리 길이에서 종목 

간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의 정규성을 보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법을 이용한 결과 종목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므로 종목 간 동질성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운동선수들에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민첩성

이 필요하다. 민첩성은 남학생  경우 10세경부터 현저한 

증가를 하지만, 11세 이후 점차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

하고, 여학생 경우 11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증

가세가 감소한다고 하였다(Yun, 2015). 이에, 본 연구자

는 최근 두되고 있는 BSE 프로그램을 평균 11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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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첩성과 순발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적용한다면,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순발

력, 민첩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목별 BSE 중재 전과 후 VRST 평가 결과, 불빛에 변

화에 한 위팔 15초 터치 횟수가 모든 종목에서 유의하

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시간도 모든 종목에

서 유의하게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빛 변화에 한 위팔의 15초 터치 횟수 결과 모든 

종목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반응시간 역시 유의하게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왼쪽 다리의 15초 

동안 불빛의 변화에 한 터치 횟수 결과 모든 종목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반응시간 결과도 모든 종목에서 

유의하게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5초 동안 불빛의 

변화에 한 오른쪽 다리의 터치 횟수 결과 모든 종목에

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반응시간도 모든 종목에서 유

의하게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후 검증결

과 종목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 수치

를 비교 결과, 위팔 15초 동안 터치 횟수는 야구, 태권도, 
축구, 반응시간은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들 순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왼발 15초 동안 터치 횟수

는 축구, 야구, 태권도, 반응시간은 축구, 태권도, 야구 

순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른발 15초 동안 

터치 횟수는 축구, 태권도, 야구, 반응시간은 축구, 태권

도, 야구 순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는 주로 투구, 스윙, 타격 동작이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팔의 민첩성과 순발력이 향상되었고

(Park, 2019), 축구는 근지구력, 패스, 슈팅, 급격한 방향

전환, 순간 달리기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리 위주의 민첩성과 순발력이 향상되었고(Kwon 등, 
2019), 태권도는 스텝, 발차기, 돌려차기, 몸통 돌리기 등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팔과 다리의 민첩성

과 순발력은 중간수치를 보였다(Ahn, 2018).
선행연구에서, 축구, 태권도, 야구 선수를 상으로 

BSE 프로그램 중재 후 축구 운동선수들의 민첩성, 순발

력 평가에 해 고찰해보면, Jung과 Lee(2017)는 경기 중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순간적인 반응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선수가 운동하지 않은 선수보다 크게 단축

되었다. Kwon 등(2019)은 남자 축구 운동선수 10명을 

상으로 BSE 프로그램 중재 후 10m 왕복달리기 기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Yun 등(2013)의 연구에서도 12주
간의 BSE 프로그램 중재 후 중학교 축구 운동선수들의 

사이드스텝 측정 결과 민첩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Distefano 등(2013)도 BSE 프로그램을 8주 중재 후, 상

자들의 민첩성이 향상되었고, 남자 학 축구 선수 14명
을 상으로 8주간 BSE 중재 후 속도 및 민첩성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Kim 등, 2016). 또한, 여러 연구에

서 선수들의 점프, 속도, 민첩성을 향상하는데, BSE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Okada 등, 2011; Parkhouse & 
Ball, 2011; Reed 등, 2012; Severe & Zorba, 2016). 

태권도 선수들의 민첩성 및 순발력 평가에 해 고찰

해보면, Ahn 등(2018)은 중학교 태권도 선수 27명을 

상으로 복합훈련프로그램 적용 후 제자리멀리뛰기와 

10m 왕복달리기, 헥사곤 스텝 평가를 통해 민첩성과 순

발력이 유의한 향상 되었고, 12주간 BSE 중재 후 프로그

램에 참여한 태권도 품새 선수를 상으로 운동군 9명이 

조군 10명에 비해 민첩성과 순발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Yang, 2014).
야구 선수들의 민첩성, 순발력 평가에 해 고찰해보

면, 중학교 야구 선수 20명을 상으로 BSE 프로그램 중

재 후 스프린트, 점프 훈련을 병행한 결과 배트 스윙속

도의 유의한 향상을 토 로 민첩성과 순발력이 향상됨

을 확인하였다(Cho 등, 2014). 
이외 종목에서, BSE 프로그램 중재 후 민첩성과 순발

력의 향상 여부를 고찰해보면, Kang과 Kim(2021)은 10주
간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 22명을 상으로, 15초 터치 

횟수는 평가 전보다 평가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5
초간 반응시간 역시 평가 전보다 평가 후에 유의하게 단

축되었고, Song 등(2020)은 10주간 고등학교 배구선수 

20명을 상으로 15초 터치 횟수는 평가 전보다 평가 후

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5초간 반응시간 역시 평가 전

보다 평가 후 유의하게 단축되었으며, Yun(2011)은 여자 

농구 선수 20명, Kim(2012)은 여자 고등학교 테니스 선

수 16명을 상으로, BSE 프로그램 중재 후 순발력과 민

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8주 동안 여자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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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볼 선수 20명을 상으로 순간 사용되는 힘과 민첩성, 
속도시험 결과 오직 수직점프만 시행한 군보다 BSE를 

중재한 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Genc, 
2019).

결국, 초등학교 야구, 태권도, 축구 선수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BSE 중재 후 블레이즈 포드 측정 도구를 이용

하여 VRST 평가 결과 BSE 프로그램이 야구, 태권도, 축
구 운동선수들의 순발력과 민첩성이 비슷하게 향상되었

고, 블레이즈 포드를 이용한 VRST 평가도 다른 측정 장

비와 비슷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10주 동안 같은 조건으로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수

들에게 BSE 프로그램 중재 후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

선수에게 블레이즈포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VRST 측
정 결과 순발력과 민첩성의 향상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첫째, 불빛 변화에 한 야구, 태권도, 축구 선수들의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의 15초간 터치 횟수와 반응

시간은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불빛 변화 한 야구, 태권도, 축구 선수들의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의 15초간 터치 횟수와 반응시간

을 종목별 평가 수치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종목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넷째, 사후 검증결과 종목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종목별 차이 없이 BSE 중재 후 민첩성

과 순발력이 향상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넷째, 순발력과 민첩성이 11세에 가장 많이 향상된다

는 선행연구(Yun, 2015)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운동선수

들에게 BSE 중재 후 VRST 평가 결과 향상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섯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순발력과 민첩성을 블레

이즈 포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VRST 측정하였고, 향
상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순발력과 민첩성을 가장 

향상할 수 있는 10~12세 초등학생을 상으로 10주간 같

은 조건으로 BSE 프로그램 중재 후 블레이즈 포드 측정 

장비를 통해 VRST 평가 결과 야구, 태권도, 축구 운동선

수들의 순발력과 민첩성은 비슷하게 향상되었으며, 종목

별 평가 수치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
후 검증 결과 종목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은 

BES 훈련 프로그램이 일부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VRST
를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야구 운동선

수들은 팔의 15초 터치 횟수, 반응시간에 축구 운동선수

들은 왼발, 오른발 15초 터치 횟수와 반응시간에 다른 

종목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고, 태권도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중간 수치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블레이즈 포드를 이용하여 유소년 

운동선수들을 상으로 다양한 종목에 적용하고, 세부 

동작, 포지션별 평가 수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며, 이를 통해 BSE 중재 후 순발력과 민첩성의 향상 여

부를 규명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추후 관리 

및 운동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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