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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슬링운동이 중년여성의 요부근력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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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운동군 20명, 통제군 20명으로 구성하여 12주간의 슬링운동프로그램
이 중년여성의 요부근력 및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요부근력과 균형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요부근력 측정결과 운동집단의 요부근력은 12주후 모든 각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균형능력 측정결과 운동집단은 동요 면적(Sway Area), 동요 거리(Sway Distance), 최대 
동요속도(Maximal Sway Speed) 모두 12주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제어 : 슬링운동, 요부근력, 균형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 12-week sling exercise program has influences on lumbar 
extension strength and balance ability of 40 middle-aged women consisting of 20 of exrcise group and 20 of 
control group in order to figure out if it is helpful to lumbar extension strength and balance ability and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s the results of lumbar extention strength in both the exercise and the control groups, that of the exersie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every aspect after 12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2. As the results of balance ability in both the exercise and the control groups, all sway area, sway ditance 
and maximal sway speed of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12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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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바른자세에대한중요성은신체기능상의효율성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이상으로 말미암은 신체외관상의 심각

성에 바탕을 두고 강조되어 왔다. 바른 자세란 근골격계

의 이상적인 배열을 의미한다[6].

자세는 특히 척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쁜자세

로인해척추의측만곡, 후만곡, 전만곡이형성되어각종

질병들을야기시킨다.[20] 또한균형을유지하기위해경

추만곡, 흉추후만 그리고 요추만곡이 존재하며,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 근골격계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와

척추측만증, 척추만곡증, 척추후만증, 복부이완 그리고

전경두부와 같은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5].

요부(lumbar region, core)는 모든 인간의 활동 시 힘

을 생성해내는 인체의 중심 부위로써, 좌식 생활양식이

증가되어 신체활동 부족 및 체력 저하로 요부의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4].

또한 최근 운동 수행 능력의 증진이나 부상 예방 및

요부의 통증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요부 안정성과

요부 근력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1].

[21]은 신체의기능적안정성(functional stability)유지

를위해요추부의근육을강화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으

며, [12]는 근력 강화및균형성증대, 균형 잡힌바른자

세를유지하고, 노화로인한근골격계만성질병의예방,

그리고신체의통증과불편함을예방하기위해요부강화

운동(Core Program)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요부의 기능은 인체근력과 함께 안정성 측면에서 균

형요소가 중요하며[17], 신체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

체에조화로운패턴을제공하여신체의안정성과독립성

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이다[16].

또한, 균형능력의 저하는 비정상적인 반응패턴 및 반

응시간의 지연, 신체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13]. 인체 중심은 요추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 복합체로

서 무게 중심이 위치하는 곳이며,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

고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정렬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한다[8].

본 연구에 적용된 슬링 운동 프로그램은 흔들리는 줄

과 적당한 보조 도구들을 이용하는 능동적 치료와 운동

법을체계화한것이며, 슬링 운동의치료적효과는이완,

관절가동범위 증가, 견인, 근육조직안정화, 근력강화, 감

각-운동통합훈련 등이 있다[19]. 이와 함께 슬링을 이용

한치료적운동으로는이완운동, 감각운동통합훈련, 안

정화운동, 근력강화운동, 근지구력운동, 신장운동등

이 있다. [2], [3]는 슬링 운동이 요부안정화에기여하며

치료적효과가있다고하였고, [7]은 요부근육약화로나

타나는 요통환자의 통증 유발과 자세 불안정을 슬링 요

부 안정화 운동으로 근육과 움직임 조절 능력을 회복시

키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

게슬링운동의효과가임상적으로긍정적인결과를나타

내고있지만이에대한과학적기록이많지않으며국내

에서는 주로 만성 요통 환자의 근육안정화 위주로 적용

이 되었다[18].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들의 슬링 운동 프로

그램참여가요부근력과균형능력에어떠한영향을미

치는지 규명하는데 있으며, 노화와 바르지 못한 생활습

관으로인한요추부의근력저하및신체균형능력저하

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 C시의중년여성을대상으로운동군

20명, 통제군 20명으로 하였다.

실험전연구의취지를설명한후이에동의한성인총

40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사전검사를통해척추질환이

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요통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itics of the 
subjects

Group Exercise(n=20) Control(n=20)

Age(yrs) 39.80±3.56 41.40±2.96

Height(cm) 158.80±1.92 157.10±2.54

Weight(kg) 59.98±2.63 57.68±6.06

BMII(kg/m2) 23.46±3.04 23.10±2.21

2.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들의 슬링 운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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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요부 근력과 균형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는데 있으며, 노화와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

로 인한 요추부의 근력 저하 및 신체 균형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3 측정방법
2.2.1 요부근력 측정
요추의 신전근력 평가는 Medx Lumbar Extension

Strength Machine(Medx Inc., Ocala, FL)을 사용하였으

며, 신전능력에 대한 최대정적 근력을 0°, 12°, 24°, 36°,

48°, 60°, 72° 총 7가지 각도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전 운

동범위의제한여부를파악하기위해수동적인검사를실

시하였고, Medx사의 운동측정지침(Exercise Science`s

Spinal Rehabilitation Certification Program, Medx

Medical Machine Theory and Operation, 1988)에 따라

45lbs에서 12회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해 대상자의 골반

및대퇴부위를지지대에고정시키고발판을조정하여측

정시요추부의움직임을제한하도록한후측정을실시

하였다. 각 각도의측정간 10～20초 정도휴식을취하였

고, 모니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의 시각적 피드백을 대상

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 시 운동범위에 대한

관절의 제한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요추부

를 신전시키도록 유도하였으며 각도마다 최대근력을 측

정한후, 최대점에도달하였을때약 2초 정도최대근력

수축을유지하도록하여모든각도에서동일한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2.2 균형능력 측정
균형 능력 측정은 Good-Balance(Metitur, Finland)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자의 눈을 뜬 상태에서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을 각각 실험 전, 후로 측정하였다.

(1) 정정 균형능력 측정

대상자는 지시에 따라 검사대 위에 올라서서 ‘시작’이

라는구령과함께시선은전방눈높이의 15°로모니터를

응시하도록하였다. 30초 동안선자세를유지할때전․

후 동요거리, 좌․우 동요거리와 전․후 동요범위, 좌․

우 동요범위를 측정하였다.

(2) 동적 균형능력 측정

대상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대 위에 올라서

서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실시하였다. 전방 모니터에

있는 동작의 방향에 맞추어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상자

안에 표시된 ×지점을 따라 이동하였다. 동적 균형 측정

시간, 측정거리를 통하여 속도를 구하였고, 좌․우 동요

거리, 전․후 동요거리를 측정하였다.

2.3 슬링 운동 프로그램
<Tabel 2> Sling Exercise Program

Sling exercise program

Composition

Warm-u

p 10min
Streching

Main

Exercise

40min

Lumbar

. Supine Position

(Lumbar extension/flenion)

. Prone Position

(Lumbar extension)

. sitting Position

(Lumbar rotation)

.Sidelying Position

(Lumbar lateral flexion)

Hip

. Supine Position

(Hip extension)

.Prone Position

(Hip flexion)

.Sidelying Position

(Hip abduction)

Cool

down

10min

Streching

슬링 운동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고, 처음 1～6

주는각동작을 15초간유지하도록하여 6세트를실시하

였고, 동작간휴식시간은 8초, 세트간휴식시간은 15

초로하였다. 7～12주는각동작을 20초간유지하도록하

여 6세트를 실시하였고, 동작 간 휴식 시간은 8초, 세트

간 휴식 시간은 10초로 줄여 운동 강도를 높였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각항목의평균및표준편차를산출하고, 그룹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차를 분석하였으며,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차이가 있을 경우 Independent

t-test를 두 실시하였다. 각 그룹의 시기 간에는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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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lance ability
Group M±SD t P

Sway

Area

(mm
2
)

Exer
Pre 98.86±7.41

17.73 .000
***

Post 53.97±8.55

Con
Pre 91.15±9.12

.301 .765
Post 90.26±9.69

Sway

Distance

(mm)

Exer
Pre 179.80±7.04

10.70 .000
***

Post 146.75±11.86

Con
Pre 184.69±7.39

1.31 .197
Post 182.29±3.45

Maximal

Sway

speed

(mms-1)

Exer
Pre 25.77±1.52

2.23 .031
*

Post 24.70±1.51

Con
Pre 26.98±1.87

-1.10 .274
Post 27.62±1.76

p<.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2.1 요부 근력 측정 결과
슬링운동집단과통제집단의요부근력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슬링 운동 집단의 요부근력 측정 결과 모든 각도(0°,

12°, 24°, 36°, 48°, 60°, 72°)에서 운동 전보다 운동 후의

요부근력 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요부근력 측정 결과 거의 모든 측정

각도에서 12주 후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통계적 유의차

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Lumbar extension strength
Group M±SD t p

e
x
e
r

0°
Pre 75.23±5.42

-11.624 .000
***

Post 99.92±7.79

12°
Pre 93.59±8.84

-8.351 .000***

Post 121.68±12.16

24°
Pre 118.89±11.28

-8.218 .000
***

Post 154.81±15.96

36°
Pre 135.68±9.84

-13.533 .000
***

Post 188.56±14.43

48°
Pre 163.84±13.77

-8.390 .000***

Post 204.58±16.79

60°
Pre 191.67±13.51

-10.319 .000
***

Post 248.23±20.44

72°
Pre 221.51±14.41

-12.286 .000
***

Post 273.43±12.21

c
o
n

0°
Pre 75.40±6.85

1.042 .304
Post 73.28±6.01

12°
Pre 90.88±7.89

.623 .537
Post 88.43±15.68

24°
Pre 117.29±12.42

.752 .457
Post 112.64±24.72

36°
Pre 135.67±10.79

.712 .481
Post 133.21±11.05

48°
Pre 163.26±12.06

1.064 .294
Post 158.58±15.49

60°
Pre 192.07±14.91

.435 .666
Post 190.04±14.61

72°
Pre 219.06±17.89

.062 .951
Post 218.71±17.97

2.2 균형능력 측정 결과

균형능력 측정 결과 통제군의 최대 동요 속도

(Maximal Sway Speed)를 제외한 모든 측정 범위에서

12주후균형능력의증가를보였지만통계적유의차는없

었으며, 운동군의 동요 면적(Sway Area), 동요 거리

(Sway Distance), 최대 동요 속도(Maximal Sway

Speed)에서만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4. 논의
요부 기능 저하는 만성요통환자들의 통증과 요부 근

육의피로도증가로이어질수있어요통개선을위해서

는 요부 근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력변화의원인은근육의발휘능력감소에따른근

력의 저하가 거론된다. 근력은 서서히 저하되지만 정적

인근력보다도동적인근력의저하가더크다. 이러한저

하는 제지방 체중의 감소로 나타나는 근육량의 감소, 특

히 빠른 동작에 관계하는 속근 섬유의 위축․감소와 운

동 뉴런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다[9].

요추-골반-고관절(lumbar-pelvic-hip) 복합체의모든

근육을훈련시키는것이정적자세안정성을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균형이 깨진 후에 평형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다[23]. 또한 신경근육계

(neuromuscular system)가 활성화됨으로써신체균형조

절기능이향상되고그에따라자세안정성의개선에영

향을미치게된다[15]. 이와같은이유로요추-골반-고관

절(lumbar-pelvic-hip) 복합체에 대한 체간의 근력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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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프로그램(Core strengthening)이 신체 균형의 향상

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사용된슬링요부안정화운동은기초심

부근 수축운동, 기초 심부근과 표면근 협응운동, 향상된

심부근과 표면근 협응운동으로 진행하면서 적용 하였으

며[22], [1],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균형유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근위부 근육인 복부와 골반, 고관절의 근육군

강화를통해근위부를안정시켜요부의안정화를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흔들리는 현수장치인 슬링을

이용하여 기저면을 최대한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성을최대한유도하려하였고, 고유수용기를자극함

으로써 최대한의 감각-운동 조절 훈련을 유도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슬링운동실시후체간근력을측정

한 연구 결과 슬링 운동군의 굴곡은 18.3%, 신전은

28.0%가 증가하였다는 김선엽, 권재학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2].

또한 공원태등의연구에서도중재전실험군의점수가

조금낮았던 20대 정상인을대상으로선자세균형연구

에서 요부 안정화운동을 시행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비해균형능력이현저히증가되었다고보고하

였다[1].

이렇게 요부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의 슬링운동 프로그램은 요부 트레이닝에 국한되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본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

시켜하지의트레이닝이병행된다면전체적인근력향상

뿐 아니라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연령대의확대를통해성장기청소년들의자세유지

및교정, 노년층의근력향상을통한낙상예방등에도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연구는중년여성 40명을대상으로운동군 20명, 통

제군 20명으로 구성하여 12주간의 슬링운동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요부근력및균형능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 알아봄으로써 요부근력과 균형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요부근력 측정결과 운동집

단의요부근력은 12주후모든각도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하게향상되었고, 통제집단은통계적으로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균형능력 측정결과 운동집

단은 동요 면적(Sway Area), 동요 거리(Sway

Distance), 최대 동요 속도(Maximal Sway Speed)

모두 12주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통제집단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연구의결과를미루어볼때슬링운동프로그

램을중년여성들에게적용하였을때, 요부근력과균형능

력향상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논의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부 근력 강화에 국한 된 본 운동

프로그램의 신체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대상자의 연

령층도 확대시킨 연구를 추후 실시한다면 슬링 운동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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