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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ore training program on 
functional movement screen, skill performance,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trait sport confidence of 
college football players.

METHODS College football players were divided into core training (n=25) and control (n=16) groups. Core 
training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2 weeks of 2 sessions per week with 50 minutes per session. Pre, 
mid (6 weeks), and post (12 weeks) tests measured functional movements, and skill performance such as 
dribbling, agility, speed, momentum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trait sport-confidence. For analysis of 
study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were used.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overall improvements for the core training group in functional movement 
test scores, skill performance,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trait sport-confidence. In addition, the core 
training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total factors, except for hurdle step, and rotary 
stability.

CONCLUSION In conclusion, data shows a core training program improves functional movement screen 
scores, skill performance,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trait sport-confidence of college foot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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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약 10km

에 달하기 때문에 뛰어난 유산소성 능력을 갖춰야 한다

[1]. 또한, 빠르고 정확한 패스와 슈팅, 전력질주와 같

은 순간적인 파워를 발휘하기 위한 무산소성 능력과 공

을 제어하기 위한 신체의 협응력, 그리고 구간을 돌파

하거나 방향 전환에 필요한 민첩성과 같은 체력 요인들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이루는 코

어의 강화를 꾀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2]. 코어는 

등과 허리, 그리고 복부와 골반 주변에 위치한 골격근

으로 구성된 심부근육을 지칭하며[3,4], 신체가 기능적 

움직임을 수행할 때 상지와 하지로부터 힘을 발생시키

고, 힘을 외부 또는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5]. 축구는 불완전한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수

행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움직임을 보완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동작 수행을 위해서는 코어근육의 

강화가 필요하다[2,6]. Prieske et al.의 연구에서는 9

주 동안의 코어 강화훈련이 축구선수의 근력과 스프린

트, 킥 수행력 향상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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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또한, 8주 코어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학 

축구선수들의 민첩성과 평형성, 근지구력과 스피드 요

인의 향상을 확인한 선행연구[8,9]를 통해 축구선수에

게 코어 능력은 필수적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코어훈련은 운동수행 능력과 경기력 향상

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기능성움직임 검

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 점수에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FMS는 

인간의 신체발달 원리를 바탕으로 고유수용성 및 운동 

감각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고 일곱가지의 움직임 패

턴으로 구성되어 있다[13]. FMS는 드리블과 킥, 패스

와 같은 하지의 움직임을 주축으로 하는 축구선수의 자

세안정성 향상과 부상가능성 감소, 근신경학적 협응력

과 움직임의 비대칭, 유연성, 가속·감속 능력, 동적 유연

성, 그리고 체간과 같은 기초·전문 체력과 관련성을 갖

는 코어 측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2,14]. 하

지만, 앞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코어훈련을 적

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체력요인과 운동수행 능력의 변

화만을 관찰하였을 뿐, 축구선수의 체력 요인, FMS, 그

리고 운동수행의 변화를 함께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훈련을 통해 ‘신체적 상태’를 갖추는 것은 운동

선수의 자신감 향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15], 

이는 스포츠와 같은 경쟁상황에서 선수가 인식하는 경

쟁불안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 Martens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상황에서 자

신감 향상은 경쟁불안의 감소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7].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운동 선수

의 자신감과 경쟁불안의 부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16,18],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기력 관련 심리

요인들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심리기술훈련이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

되어오고 있다[19,20]. 하지만, 스포츠과학의 통합적 관

점에서 심리기술훈련의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리요인의 조절과 향상에 치중하기 보다는 체력과 운

동기술, 그리고 전략과 전술 요인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체력요인 또는 

심리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스포츠과학의 각 전공 분야

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

과 더불어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훈련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21]. 현재까지 운동선수들의 체

력 또는 운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심리적 압

박감 극복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적용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반면,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

나는 체력요인 및 운동기술의 향상과 함께 이와 관련된 

심리요인의 변화를 검증한 학제 간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12주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축구선수의 FMS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축구 

경기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드리블과 민첩성, 그리고 최

대속도와 가속도 향상을 검증함과 동시에 코어훈련 프

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대학 축구선수의 스포츠

자신감 향상과 경쟁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스포

츠과학의 체력 분야와 심리 영역의 전공을 연계하는 학

제간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국내 대학리그에 소속되어 있고 연령과 운동경력, 키, 

체중, BMI와 같은 체격 및 체력 요인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두개의 대학 축구팀 선수 4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실험집단(A대학교 n=25)과 통제집단(B대

학교 n=16)으로 설정하였다. 코어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

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았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도 

포기에 따르는 팀내 또는 개인적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고지하였다. 

2. 코어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의 코어훈련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에서 적용

되었던 코어훈련[8,22]을 참고하여 대학 축구팀지도자 

2인과 운동생리학 박사과정 1인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 축구선수들의 환

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코어훈련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실험·통제 집단의 팀내 기존 훈련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전술 훈련과 인터벌, 그리고 

상지, 하지 근력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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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기존 훈련에 본 연구의 코어훈련 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진행하였다. 코어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

도자와 연구자의 협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주 2회, 총 12

주 동안 실험집단에게 적용되었다. 훈련 프로그램 시작 

전, 부상예방을 위해 10분간 정적·동적 스트레칭을 실

시하였고 훈련 후 10분간의 정리운동을 진행하였다. 코

어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re training program

Exercise composition 1-6 weeks 7-12 weeks

Warm-up 10 min

Crunch

5 times 
× 2 sets

5 times 
× 3 sets

Bridge

Sit-up

Leg raise

Plank 60 sec

V-sit up

5 times 
× 2 sets

5 times 
× 3 sets

Side V-up

Quadruped arm 
& leg raise

Twist chest

Rolling sit-up

Cool-down 10 min

3. 측정항목 및 도구

코어훈련 프로그램 시작 전, 실험·통제 집단의 일반

적 특성과 체력요인, 운동기술, 그리고 심리요인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측정을 실시하였고 실험시작 6주, 

12주 후 동일한 측정을 통해 코어훈련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집단 별 체력요인과 운동기술, 그리고 심리요인의 

변화 차이를 검증하였다. 측정항목 및 도구의 세부내용

은 <Table 2>와 같다.

4. 자료분석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용 전·중·후의 체력 및 운동기

술 측정과 심리 검사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

석을 위해 IBM SPSS 25.0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일반

적 특성 및 FMS 점수와 운동기술 항목인 드리블, 민

첩성, 최대속도, 가속도 능력, 그리고 스포츠 경쟁불

안 및 특성 스포츠자신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코

어훈련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집단 별 종속변인의 변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measures)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집단 별 각 시점 간의 코어훈련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Bonferroni’s comparing 

means of differences)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p<.05

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로서 실험·통제 집단으로 설정된 두

개의 대학 축구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와 같다. 

키와 몸무게를 제외한 연령, BMI, 운동경력 요인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FMS 점수의 변화 차이

12주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용 유무에 따른 실험·통

제 집단의 FMS 점수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

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MS 

7가지 검사 항목 중, Trunk stability push-up의 경우 

모든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점수(3점)를 기록하여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Active straight leg raise, 

In-line lunge, 그리고 Shoulder mobility test는 코어

훈련 프로그램 6주차 시점에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향

상이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에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Deep squat test

의 경우 6주차가 지나면서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12주차 측정에서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하지만, Hurdle step test과 Rotary 

stability test 점수에서는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Table 2. Measurements and tools of the study

Physical 
characteristics

Age, Height, Weight, 
BMI, Career

Physical 
fitness Functional movement screen 

Performance
Loughborough dribbling test [23], Illinois agility 
test [24], 
10m sprint [25], 30m sprint [26]

Sport psychology
Trait sport-confidence 
inventory [27], 
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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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Skill performance의 변화 차이

<Figure 2>에 제시된 결과는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

용에 따른 실험·통제 집단의 Skill performance의 변화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Speed와 Momentum 요인에서

는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용 6주차가 지나면서 실험집단

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12주차 측정에서 통제집

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ribbling

과 Agility 요인의 경우 6주차부터 12주차까지 측정시

점에 따라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p<.05),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 Competitive state anxiety & Trait sport-
confidence의 변화 차이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대학 축구선수

의 심리 요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통제 집단

의 Competitive state anxiety(CSA)와 Trait sport-

confidence(TSC) 수준의 변화 차이를 검증한 결과

는 <Figure 3>에 제시되었다. CSA의 하위요인 중 

Cognitive anxiety, Somatic anxiety 요인에서는 6주

차 이후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12주

차 측정에서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State self-confidence 요인과 TSC의 하위요인

인 Trait self-confidence의 경우 코어훈련 프로그램 6

주차 시점에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yrs) Height(cm) Weight(kg) BMI(kg/m2) Career(yrs)

CTG (n=25) 21.00±.91 179.63±6.64 75.07±7.13 23.52±1.45 10.76±2.40

CG (n=16) 20.25±1.34 174.91±5.54 70.11±5.53 22.94±1.68 10.38±2.03

Diff. -.30 4.73* 4.96* .58 .39

Values are means±SD. CTG, core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BMI, body mass index; 
Diff., Difference by group; *p<.05

Figure 1. The changes of functional movement screen test scores by group. Values are means. CTG, core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CTG vs. CG by time; #p<.05 Pre vs. Mid vs. Post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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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는 12주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축구선수

의 기능성움직임 능력(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과 운동기술, 그리고 스포츠자신감과 경쟁불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여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효과적인 체력 및 심리 훈련 프로그램 수립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이론적 근거 확립을 위해 고찰하였던 선행연구

들과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12주 동안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실

험집단에 소속된 대학 축구 선수들의 Active straight 

leg raise, Deep squat 점수가 사전측정(pre-test) 이

후부터 6주, 12주 차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In-line 

Figure 2. The changes of skill 
performance scores by group. Values 
are means. CTG, core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CTG vs. CG by time; #p<.05 Pre 
vs. Mid vs. Post by group

Figure 3. The changes of 
psychological factors by group. 
Values are means. CTG, core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p<.05 CTG vs. CG by time; #p<.05 
Pre vs. Mid vs. Post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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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e 점수의 경우 6주 차 코어 훈련 이후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 또한,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어훈련으로 인해 코

어 안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엉덩이와 골반, 무릎, 발목 

등을 포함한 하체와 어깨, 팔의 근력 향상 및 각 신체부

위의 가동성과 협응성 향상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지지한다[29,30]. 특히, FMS 검사 항목 중 Active 

straight leg raise, Deep squat, In-line lunge, Hurdle 

step 동작 수행 시 고관절 가동성과 체간 안정성이 주

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31], 본 연구에서 적용된 코어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축구선수의 FMS 점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Hurdle step 점수의 경우 실험·통제 집단의 비

교 점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측정시점 및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는 축구, 검도 선수의 FMS 측정 항목 중 Push up을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향상을 보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

이를 보였다[8,32]. 이와 같은 결과는 코어훈련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 집단 별 사전측정 점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

한,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측정(post-test) 점수가 사전

측정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Hurdle step의 경우 주

로 하지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고관절을 사용하여 동작

을 수행하는데, 실험집단의 사후측정 시점이 대학리그 

경기에 참여하고 난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누적된 하체 

피로가 측정 항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Rotary stability 점수에서는 집단 별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였다. 또한, 측정시점이 지날수록 실험집단의 점수

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중학교 육상 선수와 대학 축구선수의 코어 트레이닝 

참여가 FMS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8,3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통제집단에서도 

Rotary stability 점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

는 통제집단에서도 시즌 중 기존의 훈련을 통해 다양한 

운동면에서 엉덩관절과 코어, 그리고 어깨뼈의 안정화 

능력이 일정수준 향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Shoulder mobility 점수에서는 집단과 시점, 그리고 집

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기간 내 집중적으로 코어훈련

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사전측정 이후 매우 높은 점수

의 향상을 확인하였고, 이는 코어훈련이 견갑골 흉추부, 

흉추, 흉곽의 움직임과 양쪽 어깨의 가동범위, 한쪽 팔

의 신전과 내회전, 내전, 그리고 반대팔의 굴곡, 외회전, 

외전의 움직임 능력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

러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8,33]. 

축구경기는 장시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구력과 단시간 폭발적인 힘을 생산하

는 근력과 스피드, 그리고 신속한 방향전환에 필요한 민

첩성과 같은 운동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

한 운동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신체의 파워존이라고 

불리우는 코어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축구선수의 

드리블과 민첩성, 스피드와 가속도 같은 운동기술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였다.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운동기술의 모든 요인이 실험집단에서 유의하게 향

상되었으며,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축구선수들

을 대상으로 8주 간 코어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을 때 민

첩성과 스피드 향상에 효과가 나타났지만, 드리블 수행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 결과[9]

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Gatz의 연구[34]에 따르면, 운

동기술 능력의 향상은 단기 훈련보다 장기 훈련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어훈련과 관

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기간이 8주라는 것을 감안하

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12주 코어훈련 프로그램

의 효과가 대학 축구선수의 드리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어훈련 프로

그램이 진행되면서 실험집단에 소속된 대학 축구선수의 

경쟁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 CSA)이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자신감(trait sport-confidence; 

TSC) 역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운동

선수의 자신감과 경쟁불안의 부적 상관을 검증한 연구

[3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 

및 심리적 준비를 갖출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 불안이 

감소하며 운동선수의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18]과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코어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경쟁불

안의 하위요인인 인지불안(cognitive anxiety)과 신체

불안(somatic anxiety)은 중간측정 이후부터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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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상태자신감(state 

self-confidence)은 향상되었으며 집단과 시점 간의 상

호작용 효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는 특성스포츠자신감(trait self-confidence) 요

인에서도 코어훈련 프로그램 적용 6주차 이후의 시점

에서 집단과 측정시점, 그리고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

용 효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andura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이론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성

취경험(mastery experiences)은 자신감 향상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15].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코어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늘어남에 따

라 실험집단의 FMS 점수와 운동기술 능력이 향상된 결

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실험

집단 대학 축구 선수들의 신체적 준비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측정 이후 중간, 사후 측정

이 진행됨에 따라 FMS 검사의 여러 동작 수행과 드리

블, 민첩성, 그리고 스피드와 가속도 향상에서 얻어진 성

취경험은 실험집단의 스포츠자신감 향상에 주요하게 작

용하여 경쟁불안의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의 상관관계

를 검증하여 연구의 결과를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

하기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어훈련 프로

그램 적용이 대학 축구선수의 FMS와 운동기술, 그리고 

경쟁불안과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

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던 체력 

및 심리 요인의 변화를 동시에 검증한 부분이 본 연구

의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학 리그 기간이라는 

특성 상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는 점과 

축구라는 단체 종목의 특성 상 연구참여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실험·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점, 마

지막으로 실험·통제 집단으로 설정한 두개 축구팀의 체

력 및 심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2주 코어훈련 프로

그램은 대학 축구선수의 기능성움직임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리블, 민첩성, 스피드, 가속도와 

같은 운동기술 능력의 향상에도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이에 따른 경쟁불안 감소와 스포츠자신감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종목과 다수

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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