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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balance ability by performing closed chain exercise 

on stable support surface and unstable support surface in twenties. Methods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15 students in 

the closed chain exercise group on the stable support side and 15 on the closed chain exercise group on the unstable 

support side.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start of exercise and static balance was measured by 

OLT(One Leg Standing Test) and FRT (Functional Reach Test). Result The changes of the function reach test of the 

closed chain movement according to the ground type were significant in the unstable and stable support surfaces and the 

change of function reach test after the intervention i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closed chain movement respectively. The one leg standing test changes of the closed chain movement according to the 

ground type showed significant results on the unstable and stable support surfac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ne leg standing test changes after intervention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effect of closed chain 

training on ground type is unstable. The change of function reach test and one leg standing test of the closed chain 

exercise group on the stable support surface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after exercis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alance ability of function reach test change after intervention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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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균형은 신체을 이동하면서 무게중심(central of gravity)을 기

저면(base of support)내에 유지하면서 평형을 계속하여 유

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 균형은 수의동작시 자세를 

조절하면서 외부 동요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2)

균형은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으로 구분하며, 정적 균형은 

고정된 지지면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

고, 동적 균형은 지지면에서 움직이거나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혹은 스스로 움직일 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

한다.3)

최근에는 자세조절을 요구하는 불안정 지지면과 같은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는 치료적 접근이 스포츠손상 환자 및 낙상노

인 등 다양한 질환에서 적용되고 있다.4) 안정 지지면과 비교

하여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운동은 체중이동 훈련 시에도 고유

수용성감각 향상에 더 효과적이며, 균형훈련과 발목 주변의 

운동조절 전략을 활성화시켜 감각운동 되먹임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

과로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중재를 강조하였다.5)

닫힌 사슬운동은 팔다리의 먼쪽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에서 몸쪽부분과 먼쪽부분에서 저항을 동시에 적용할 때 일어

나는 운동이며,6) 열린 사슬운동은 사지의 먼쪽부분이 자유롭

게 움직이고 몸쪽부분에서는 고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행하

는 방법을 말한다.7)

대항근이 서로 편심성(eccentric)으로 작용하여 손상된 관

절의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주요 근력강화프로그램 중 

하나이고 근력강화 훈련이 균형능력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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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ymnic Discosit

고하였다.
8)
 닫힌 사슬 운동을 하는 동안 여러 관절은 많은 근

육이 동작을 조절하기 위해 활성화되므로 열린 사슬운동에서

보다 근육과 관절 내외의 더 많은 감각 수용기들이 활성화된

다.
9)
 그 밖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훈련방법에는 

다리 근력강화 운동, 관절가동범위 증진운동, 수중운동, 유산

소운동, 복합운동 프로그램, 가상현실에서의 연속적 느린 운동 

등이 있다.
10)

 이렇듯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이 

균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균형은 보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접목시

켜 닫힌 사슬 운동을 불안정 지지면에서 시행하였을 때와 안

정 지지면에서 시행하였을 때 균형과 보행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정상 성인들에게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과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이 균형조절 능력의 변화를 평가

하여 임상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S대학교에 재

학 중인 20대 학생을 30명 선정하여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 그룹에 15명,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 

그룹에 15명을 무작위 배치하였다.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실험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은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 심혈관

계 및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신경계 질환이 없는 자로 

하였다.

2. 측정도구

균형 측정도구는 한 다리 서기 검사(one leg standing test; 

OLST), 기능적 뻗기 검사(function reach test; FRT)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1) 기능적 뻗기 검사(function reach test; FRT)

기능적 뻗기 검사는 자발적인 몸 중심 이동을 평가하는 것으

로 동적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며, 대상자의 자세

는 선 자세에서 어깨 관절(shoulder joint)을 90도로 구부리

고 전방으로 최대한 팔을 뻗을 때 대상자의 균형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또한 팔을 최대로 뻗어 세 세 번째 손허

리뼈 머리(metacarpal head)의 끝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5

초간 유지 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측

정자간 신뢰도는 r=0.98이다.11)

2) 한 다리 서기 검사(one leg standing test; OLST)

한 다리 서기 검사는 선 자세에서 정적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단단하고 평평한 지면에 두 발로 선 상

태에서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비우세 다리를 바닥으로부터 충

분히 떨어지도록 구부린 후 독립적으로 한 다리로 서 있는 시

간을 초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2) 이 검사는 측정자간 

신뢰도 r=0.99이다.13)

3. 중재방법

대상자들을 각 군에 무작위 배정하여 불안정안 지지면에서 닫

힌 사슬운동군 15명 안정 지지면에서 닫힌 사슬운동군 15명

으로 분류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훈련을 진행하였고, 연구군은 불안정지지면인 에어쿠션에

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스쿼트(squat)와 런지(lunge)은 20회

를 1세트로 교대로 훈련하였고, 1세트마다 30초씩 휴식시간을 

주었으며, 총 3회 반복 적용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3년 이상

의 물리치료경력이 있는 2명의 물리치료사와 2명의 보조자가 

실시하였다. 

1) 운동 도구

불안정한 지지면은 지름 39cm Gymnic Discosit(짐닉, 이탈

리아)를 연구군의 오른발과 왼발에 적용하여 닫힌 사슬운동을 

실시하였다(그림 1).

2) 운동 프로그램

안정 지지면과 불안 정지지면에서 스쿼트(Squat)와 런지

(lunge)운동을 20회를 1세트로 교대로 훈련하였고, 1세트마

다 30초씩 휴식시간을 주었으며 런지(lunge)운동은 시선은 

정면, 등과 허리를 똑바로 편상태에서 뒷발의 무릎은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내려주면서, 앞발의 무릎은 발 끝선을 넘지 않도

록 직각이 되게 한다. 스쿼트(Squat) 운동은 발이 11자의 어

깨넓이로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

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앉는다. 이때 무릎은 발끝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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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SCC(n=15) SSCC(n=15) p

Age(years) 22.4±0.83 22.53±0.92 .678

Height(cm) 170.40±8.03 172.07±7.46 .560

Weight(kg) 69.67±5.86 69.33±5.77 .758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USCC: Unstable support close chain, SSCC: Stable support close chain

Table 2. Change in FRT (unit : score)

USCC(n=15) SSCC(n=15) Z p

pre 31.00±1.41 31.13±1.30
-3.350 .001

post 39.93±1.43 39.33±1.23

z -3.771 -3.482

p .000 .000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USCC:Unstable support close chain, SSCC:Stable support close chain

Table 3. Change in OLST (unit : sec)

USCC(n=15) SSCC(n=15) Z p

pre 39.93±1.44 40.46±1.99
-1.125 .261

post 42.87±0.83 42.8±1.26

z -3.238 -2.976

p .001 .003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USCC: Unstable support close chain, SSCC: Stable support close chain

않도록 주의하며, 고개를 약간 들어 전방 15도를 유지하며. 

1set에서 1회당 30초 운동 후, 근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30초

의 휴식시간을 설정하였다.
14)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군간 

측정 항목 간의 정규 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샤피로-월

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실시하였다. 두 군 운동 전·후

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

ed-rank test)을 사용하고, 군간 차이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ɑ)은 0.05로 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의 평균 연령은 

22.4±0.83세, 신장은 170.40±8.03cm, 몸무게 69.67±5.86kg

이며,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의 평균 연령은 

22.53±0.92세, 신장은 172.07±7.46cm, 체중 69.33±5.77kg

이다.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1).

2. Functional Reach Test의 변화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은 운동 전 31.00± 

1.41cm에서 운동 후 39.93±1.43cm로 증가하여 통계학적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

동군은 운동전 31.13±1.30cm에서 운동 후 39.33± 1.23cm

로 증가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두 집

단 간 비교 시 중재 후 FRT 변화량은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

힌 사슬운동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Table 2).

3. 한 다리 서기 검사의 변화(OLST)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은 운동 전 39.93±1.44

초에서 운동 후 42.87±0.83초로 증가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

은 운동전 40.46±1.99초에서 운동 후 42.8±1.26초로 증가하

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두 집단 간 비교 

시 중재 후 OLST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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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지지면 내에 신체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균

형은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목적하는 활동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성인에게 다리근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다리근

력의 약화는 보행의 불안정성 등에 상관이 있으며 낙상에 영

향을 미친다. 닫힌 사슬운동은 하지 근력강화에 중요하며 기

본이 되는 동작이다.
15)

정상인들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FRT와 OLST

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측정도구로 정적 및 동적균형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합한 도구이다.
10)

 이경순(2012)은 65세 

이상 여성고령자 54명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신체기능이 균형

제어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신체기능검사 중 FRT의 변화

를 알아보았는데 노인군에서는 14,1 cm, 노인운동군에서는 

19.47 cm, 20대군에서는 34.89 cm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

관계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연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16)

 이한

기(2014) 는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여성 노인 40명을 대상으

로 불안정한 지지 면에서의 4주간 감각-운동훈련 결과 TUG, 

OLST, FRT에서 유의한 균형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도 닫힌 사슬운동군과 열린 사슬운동군에서 FRT

의 변화가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군간 유의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이나 신체의 능력이 선행연구보다 좋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우(2015) 은 남자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닫힌 사슬

운동을 8주간 실시한 실험집단과 열린 사슬 운동을 8주간 실

시한 비교집단으로 두 집단을 임의 분류하여 체력, 등속성 근

력 그리고 FMS에 미치는 영향에서 닫힌 사슬운동을 열린 사

슬운동의 운동형태 차이에 따른 체력요인의 변화를 비교한 결

과 두 집단 모든 시기에 의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유연성, 순발력, 근지구력 요인은 실험집단인 닫힌 사슬운

동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17)

 그리고 비교집단인 열린 사

슬운동에서는 전신반응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권정두(2009) 는 부위별 효과에 대해서는 삼각근과 넓은

등근 부위에서만 슬링운동 그룹의 효과가 벤치프레스운동 그

룹보다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큰가슴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부위에서는 벤치프레스집단에서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이승엽(2017)은 축구선수 28명을 대상으

로 닫힌 사슬운동과 열린 사슬운동이 중학교 축구선수 발목의 

균형과 다리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정한 지지면에

서 OLST변화는 닫힌·열린 사슬운동군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

였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19)

 Mattacola와 loyd 

(1997) 는 6주간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목 근력과 균

형 감각운동을 한 결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다.
20)

 본 연구에

도 정적 균형 능력 변화를 비교한 결과 양쪽 그룹 다 유의하

게 증가하여 균형 운동을 포함한 닫힌 사슬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이 모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어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였으나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지면 유형에 따른 닫힌 사슬훈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불안정한. 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군의 FRT, OLST

변화는 모두 운동 후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룹 간 비

교 시 중재 후 FRT 변화량은 균형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불안정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동이 

20대 정상성인의 균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 및 불안정 지지면에서의 닫힌 사슬운

동이 균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의 대상자의 수가 적었고, 대상자

의 연령층이 협소하였고, 연구 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향후에

는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많은 대상자들과 다양한 연령대

를 대상으로, 연구 효과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세분화된 치료

목적과 방법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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