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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provement of the hip abductor muscle strength through exercise using 
theraban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static balance taping of the ankle joint to prevent the injury of the 
players to school girl soccer players. Methods In this study, since its implementation four weeks the hip joint abductor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to target the eight women's football player of the elementary school, by applying the ankle 
taping, in order to investigate before, the difference after the static balance ability ,using the corresponding sample t- test 
(Paired t-test). Results When compare the front and the rear of Strengthening exercise of abductor, Static balance ability 
of the objects of study has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Strengthening exercise(p<0.05). Right after this experimen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Static balance ability after applying tape if the joint in comparison under 
control(p<0.05).Otherwise difference was not exist average static balance of objects of study in comparison whether 
applying taping of the ankle joint after exercising hip abductor muscle strengthening effects average static balance(p> 
0.05). Conclusion the taping application of hip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and static balance of ankle in this study 
was proven to help improve the static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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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균형은 신체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신경생리학적 과정으로 일상

생활의 모든 동작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신체를 평형상태

로 유지시키는 능력이다.1) 이는 인간이 목적 있는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기본 요소
2
이고, 신체자세가 공

간에서 체 중심점을 유지하고 흔들림을 적게 하여 많은 과제들

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3) 균형 조절의 요인

은 신경학적 요인과 근 골격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 

골격계 요인은 기계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동 반응이 이

루어지는 동안 유연성, 자세 정렬 등을 포함한다.4) 따라서 균

형 능력의 상실은 체중부하 조절, 선 자세에서의 안정성 유지, 

보행능력 등 일상생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낙상

이나 골절 등 다른 상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5,6)

부분 하지를 이용해 공을 다루는 축구는 드리블, 헤딩, 

키킹 등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적절한 신체적 요소

를 사용한 협응력, 민첩성과 높은 수준의 균형 평형감각을 요

구한다. 특히 킥 동작은 한발로 지지하고 스윙하는 동작으로 

발에 힘을 전달해서 물체를 때리는 형태로써 걷기와 달리기보

다 균형 능력이 더욱 요구되어진다.7) 축구선수들에게 있어서 

부분 볼 조절 능력은 지지발의 균형이 필수적이며 균형 능력

이 저하되면 발목 또는 무릎인 의 상해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축구선수의 균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8) 상해로 인한 신체장

애로 운동선수는 경기력이 저하되며 스포츠 활동의 참여가 제

한되는데 균형 능력은 이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9,10)

스포츠 활동은 소아에게 있어서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으

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아에게는 상해가 

유발될 수 있고 성장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1) 힘줄이나 인 , 관절 등이 완전히 성장되지 않은 상태인 

유소년 축구선수들은 작은 저항에도 부상의 위험이 높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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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n=8)

Characteristics Mean±SD

Age 12.25±0.71

Weight (㎏) 46.88±5.63

Height (㎝) 150.56±4.16

BMI (kg/㎡) 20.63±1.85

Stance Foot (Left/Right) 7(87.5%) / 1(12.5%)

인해 이차적으로 생기는 타격의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크다.12) 

그러므로 부상을 최소로 하면서 균형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운동방법이 요구되어 진다.

하지 근력은 중력선과 중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정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13) 특히 정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기립 자세 혹은 보행에서 발을 디딜 때 하지 근육 중 

엉덩관절 벌림근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걸음의 폭을 조절 한

다. 중간 입각기 에서 반  측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져있을 때 

엉덩관절 벌림근 군은 무게 중심을 외측으로 옮기는 활동을 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5 )
이에 따라 하지 근력운동 프로그

램이 균형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보통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 방법에

는 균형 또는 안정성을 높이는 근력 훈련을 강조하였고 균형훈

련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다른 감각 입력을 사용해 균형 능력

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3)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은 근 저항운동방법의 한 

형태로 근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체중부하를 이용한 방법과 

중력 및 중량도구를 이용한 운동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

세 또는 운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비교적 간편하다.16) 탄력밴드

는 재활을 위한 도구로 의료현장에서도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응용되며 고무로 만들어져 저렴하고 보관에 용이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17)

이외에도 테이프는 근육에 붙임으로써 여러 운동선수들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며 보호해주고 그로인해 강해진 근육은 관

절을 보호하게 되어 운동기능을 향상시킨다.18) 그리고 자세균

형을 조정하고 평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테이핑 요법이 

사용되며
19) 통증이 없고 경제적이며 효과가 24시간이상 지속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20)

지속적으로 유소년 축구 교실의 크기와 수가 점점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변화는 축구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

인
22)

뇌졸중 환자
23)

를 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실제 초등학

교 여자 축구 선수들을 상으로 근력강화 운동을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를 본 연구는 미비하고, 특히 초등 여자축구부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본 연구는 균형능력의 향상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

한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과 발목관절 테이핑을 통해 향후 물

리치료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탄력밴드를 이용한 엉덩관절 벌림 운동

과 발목관절 테이핑 적용이 정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19일 까지 충

청북도 음성군 소재의 G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축구부 8명을 상으로 탄력밴드를 통한 하지근력운

동과 발목관절 테이핑 기법이 한발로 섰을 때 정적 균형에 미치

는 영향에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참가한 상자

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고, 축구부 감독, 코치 선생님 협의 

하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상자만을 실시하였다. 

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1)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좌상, 염좌 등 질환이 없

는 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하지의 골절 등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 자.

(3)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성감각에 심각한 손상이 없는 자.

(4) 균형에 영향을 줄만한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자.

(5) 균형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자.

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⑴ Air-Balance system 

정적 균형 검사 장비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

도가 인정된 Air-Balance system 3D(주 SNS Korea)를 사

용하였다. 이 장비는 측정자에 신장에 맞게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으며 360도 움직임이 가능하다. 체간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 스크린의 나타나는 동그란 공을 스크린 중앙

으로 움직이면 균형 점수가 측정된다. 균형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단계의 난이도 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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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nsity of Thera-band

Type of band Tension (cm)

color type 20 40 60

Resistance (kg)

Yellow Light 0.7 1.0 1.1

Red Mild 0.9 1.6 2.0

Green Strong 1.1 1.9 2.3

Blue Very strong 1.4 2.8 3.4

(Duncan, 1998)

Table 7. Changes of Static balance Pre-post of Hip joint abduction exercise 

Static balance t p

Pre 1208.12±328.68
-5.177 0.001

Post 1633.88±191.94

Table 3. Changes of Static balance Pre-post of Hip joint abduction exercise 

Static balance t p

Pre 1208.12±328.68 －5.177 0.001
Post 1633.88±191.94

Table 4. Changes of Static balance Pre-post of Hip joint abduction exercise with Thera-band

Static balance t p

Pre 1208.12±328.68 －7.648 0.000
Post 1790.38±245.29

Table 5. Comparison of Static balance after Hip joint abduction exercise with or without Thera-band 

Static balance t p

Pre 1633.88±191.94 －1.955 0.091
Post 1790.38±245.29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균형조절이 어려워진다. 자료 수

집은 연구 상자가 자신의 신장에 맞춰 발판에 올라서서 옆 

축에 신체 정렬 선을 맞춘 후 고정 를 골반의 위앞엉덩뼈가시

(ASIS)에 위치시키고 골반 경사(pelvic tilting)가 최 한 일어

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켰으며 우세측 하지는 무릎 굽힘 시키

고 비 우세측 하지만을 이용해 선 상태에서 가슴에 손을 교차

시키고 턱 끝을 안으로 당기도록 하였다. 그 상태에서 난이도 

7 설정 후 2분간 균형을 측정하여 자세동요 스펙토그램

(Spectrogram)과 균형 점수를 기록하였다.

(2) 탄력밴드

탄력밴드의 저항을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으로 주로 근력 향상

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탄력밴드는 탄성 강도에 따라 색이 

나누어지며 특성은 <표 2>에 나타내었다. 노란색은 어린이와 

노인으로 빨간색은 성인 여성용으로 초록색, 파란색은 성인 남

성용으로 만들어졌다.

(3) 발목관절 테이핑

발목관절 테이프는 테이프 길이의 130%－140% 정도의 탄력

성을 가지는 테이프로 인간의 근육 탄력성과 거의 같다. 부착 

면에는 약품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피부자극과 

부작용이 적은 테이프로 신체의 자연 치유력에 기초를 둔 치료

법으로 최근 일부에서 근 골격계 질환의 보조 치료법으로 사용

되어 효과를 보고 있고 근막이 정렬되어 근 기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 운동방법

본 실험에서 실시한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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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밴드 

탄력밴드는 여아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강도의 색깔을 기능수준

에 맞추어 각각 최  10RM(실험군이 동일한 동작으로 10회 

동안 밴드를 잡아당길 수 있는 횟수)을 기준으로 저항강도를 

결정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순서와 동작에 한 설명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발목관절 테이핑 

발목관절 테이핑의 방법은 국제 밸런스 협회에서 지정한 방법

으로, 폭 5cm테이프를 길이 30cm와 길이 25cm로 자르고 각

각 2개씩 준비한 후 먼저 길이 30cm 테이프의 가운데를 발허

리뼈 아치의 중심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복사뼈까지 붙였

다. 그리고 길이 25cm 테이프의 가운데를 아킬레스건에 부착

하여 발목관절의 앞부분에서 만나도록 부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으로 통계프로그램 SPSS 18.0ver을 사용

하였다. 분석 방법은 엉덩관절 벌림 운동을 4주 동안 실시한 

후 정적 균형 능력의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을 검증

하기 위한 유의수준 α는 0.05로 정하였다.

III. 결과

1. 엉덩관절 벌림 운동 전·후 정적 균형 능력 비교 

엉덩관절 벌림 운동 전․후에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 정적 균

형 능력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 3>. 연구 상자의 평균 정적 

균형 능력은 운동 전 1208.12±328.68에서 운동 후 1633.88± 

191.94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2. 엉덩관절 벌림 운동 전, 운동 후 테이핑 적용 후 정적 균형 

능력 비교

엉덩관절 벌림 운동 전, 운동 후 테이핑 적용 후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 정적 균형 능력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 4>. 연구 

상자의 평균 정적 균형 능력은 운동 전 1208.12±328.68에

서 운동 후 테이핑 적용 후 1790.38±245.29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엉덩관절 벌림 운동 후 테이핑 적용 유무에 따른 정적 균형 

능력 비교 

엉덩관절 벌림 운동 후 테이핑 적용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 정적 균형 능력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5>. 연구 

상자의 평균 정적 균형 능력은 운동 후 1633.88±191.94에

서 테이핑 적용 후 1790.38±245.29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IV. 고찰

균형은 개개인이 외부의 자극에 해 다양한 자세로의 변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24) 또한 일상생

활과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

라 경기력 향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중요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적

용함으로써 발달 및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25)

본 연구는 여자축구부를 상으로 탄력밴드를 통한 하지 

근력운동과 발목관절 테이핑 기법이 한발로 섰을 때 비 우세측 

정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 우세측 하지의 근력

강화를 통한 정적 균형 향상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향후 

물리치료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

다. 하지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 한 후 정적 균형 능력을 

Air-balance로 측정하였고, 운동을 실시 한 후 하지관절에 발

목관절 테이핑을 적용하여 정적 균형 능력을 Air-balance로 

측정하였다. 하지 근력운동은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서있는 자세로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20분, 정리운동 5분을 적용하였으며 주 4회씩 총 4주간 진행

하였다.

김종우는 노인 16명을 상으로 8주간 연구에서 허리골반

근육운동, 하지 근육운동을 탄력밴드를 이용한 탄성저항운동으

로 적용한 결과 정적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22) 도 건강한 남녀 성인 20명을 상으로 6주간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엉덩관절 벌림근 강화운동을 선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적용한 결과 정적 균형 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곽철진도 외래 노인 환자 30명을 상으

로 8주간 하지의 탄력밴드 저항운동과 일반 물리치료를 적용한 

결과 하지의 근력을 강화시켜 균형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하지 엉덩관절 벌림근의 근력강화를 목적으

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결과 비 우세측 하지에 정적 균형 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하지 벌림근 

근력이 균형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

적 균형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최원호도 편마비 환자 30명을 상으로 4주간 비 마비측 

하지를 연구자의 발위에 놓고 마비측으로부터 점점 멀리 벌림 

시키는 원심성운동과 일반 물리치료를 적용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보다 정적 균형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정적 균형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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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 우세측 하지에 정적 균형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강화가 원심

성운동을 실시한 선행 연구와 같이 엉덩관절 벌림근을 강화시

켜 정적 균형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민권도 뇌졸중 환자 31명을 상으로 한 5주간의 연구에

서 중간볼기근과 앞정강근에 기능적 전기자극과 트레드밀 훈련

을 동시에 적용한 훈련 결과 중간볼기근과 앞정강근에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한 실험군이 앞정강근에만 기능적 전기 자극

을 적용한 조군보다 훈련 후 근력과 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하지 엉덩관절 벌림

근의 근력강화를 목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결과 비 우세측 

발에 정적 균형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력강화가 기능적 전기 자극을 실시한 

선행 연구와 같이 엉덩관절 벌림근을 강화 시켜 정적 균형 능력

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의견을 종

합한 결과 하지 벌림근이 강화되면 정적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왕준극은 정상성인 281명을 상으로 2주간 국제 밸런스 

테이핑 협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발목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

과 비 적용한 조군을 나누어 평형감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발목 테이핑이 정상 성인의 자세 조절에 도움이 된다 하였고, 

곽웅렬도 뇌졸중 환자 90명을 상으로 앞정강근, 장딴지근, 

스파이럴 밸런스 테이핑을 각각 적용한 결과 근육의 긴장도를 

조정하여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테이핑이 균형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 우세측 하지의 정적 균형향상을 목적으

로 발목관절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비 우세측 하지의 정적 균

형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발목관

절 테이핑이 발목관절 근 긴장도를 조절하여 근 기능 개선에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엉덩관절 벌림근 

운동 후 테이핑 적용 유․무에 따른 유의한 상관관계는 얻어내

지 못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측에서 지정해준 시간이 너무 

짧아 발목관절 테이핑을 적용한 시간이 부족하였고, 초등학생

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많아 집단 간 변인의 통제가 

매우 어렵고, 개개인의 심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특성의 차이

가 고려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각 선수들의 정적 균형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
12)

이라고 추측

된다.

위와 같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소년 여자축구

부 비 우세측 하지의 정적 균형 증가에 해 탄력밴드를 이용

한 엉덩관절 벌림근 근력운동과 발목관절 테이핑은 정적 균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연구기간이 4주간 주4회 실시하였

지만 상자들의 축구부 코칭스텝이 허락한 30분 이내에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운동을 모두 실시해야하여 본 운동 시간

은 20분 이내로 짧았고, 연구 상이 8명으로 모든 여자축구선

수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실험

을 하는 동안 상자들의 축구와 관련된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축구 관련 운동 프로그램이 균형 능

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

었고, 초등학생들을 상으로 테이핑을 적용하였을 때 개개인

의 차이가 많아 집단 간 변인의 통제가 매우 어렵고, 개개인의 

심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결과 값에 유의

한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

자들의 측정시간이 상자 보호자의 동의 상 2시간으로 한정되

어있어 하지 벌림근 저항운동 전 순수하게 발목테이핑 적용하

여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여 하지 벌림근의 근력향상

과 발목테이핑의 정적 균형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력측정에 해 Adolescent Back and Leg 

Dynamometer Package/32527A-3과 같은 장비는 너무 고

가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연구기간과 많은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

불어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근력 측정 도구의 사용과 

근력강화 프로그램 전에 테이핑을 적용하여 근력과 균형의 상

관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자 개개인의 차이가 크

지 않은 유소년 표선수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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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탄력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프로그램

1. 준비운동

본 운동에 비하여 근 긴장을 완화시키고 부상을 예방하고 신

체 모든 기능을 운동적응 상태로 이르게 하기위해 준비운동으

로 스트레칭을 5분간 실시하였다.

2. 본 운동

연구에 적용한 근력운동은 4주간 주5회, 준비운동 5분, 본 운

동 20분, 정리운동 5분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 된 

탄력밴드의 운동 강도는 밴드에 의해 발생되는 밴드의 신장률

에 의해 결정되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각 상자들에게 전 운동가동

범위의 길이를 신장 길이로 하여 {(신장된 길이 - 안정 시 길

이)/안정 시 길이} × 100으로 밴드의 신장률을 산출하였다.

상자들이 100% 신장률로 10회 엉덩관절 최 벌림 할 수 

있는 색깔의 밴드를 선택하여 운동시켰으며 준비운동과 정리운

동은 유연성운동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였고, 본 운동은 아래

와 같이 실시하였다. 한 자세마다 엉덩관절 벌림을 5초간 힘을 

주어 유지한 후 이완시켜 10초 휴식하고, 이를 10회 반복 3set

의 운동으로 진행하였다.

1) 바로 누운 자세(supine)에서의 엉덩관절 벌림운동

상자는 침 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탄력성 있는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양 무릎에 밴드를 감고, 허리를 바닥에 고 누워 무

릎을 이완한 상태로 양쪽 엉덩관절을 바깥측으로 벌림한다. 밴

드는 느슨하지 않도록 꼭 매지만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정도로 

꽉 조이지는 않게 한다. 이때 상자의 발끝이 자신의 앞쪽으

로 향하게 하면서 5초간 힘을 주어 유지한 후 이완시켜 10초

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를 10회 반복, 3세트의 운동

을 한다.

2) 옆으로 누운 자세(sidelying)에서 엉덩관절 벌림운동

상자는 침 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은 중간선을 

지나 약간 이완한다. 아래쪽 무릎은 균형을 위하여 굽힘한다. 

탄력성 있는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양 무릎에 밴드를 감고, 골

반을 고정하고 환자는 한쪽 엉덩관절을 바깥돌림(lateral 

rotation)없이 완전 운동범위까지 벌림한다. 운동방법은 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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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있는 자세(standing)에서 엉덩관절 벌림운동

상자는 똑 바로 선 자세에서 탄력성 있는 탄력밴드를 이용하

여 우세측 하지, 한쪽은 가쪽의 무릎에 밴드를 감고, 그리고 한

쪽 엉덩관절을 바깥돌림 없이 완전운동범위까지 벌림한다. 운

동방법은 1)과 동일하다. 

상자들의 어린연령을 감안해 무리한 운동을 통한 근육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실험에 참가한 상자들이 정

확한 자세로 다른근육의 보상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김동  

외, 2012)사전 교육, 연습, 시범을 실시하였다. 

   

3. 정리운동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 근 긴장을 완화시키고, 근 피로를 회복

하기 위해 정리운동으로 스트레칭 및 호흡운동으로 정리운동을 

5분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