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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6주간의 엉덩관절 강화 훈련이 근력, 동적 자세 조절 및 하체 손상 준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운동선수 20명을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분류하여, 운동군은 주 3회, 60분, 6
주간 엉덩관절 강화훈련을 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 변인은 유연성, 근력, 동적 자세 조절 및 하체 부상 준거
로 하였다. 연구 결과 유연성에서 운동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배근력에서는 유의하였다. 동적 자세 
조절 결과, 좌·우 후방 가쪽 및 안쪽에서 운동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종합점수에서도 운동의 효과가 
유의하였고, 좌·우 다리 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엉덩관절 강화 운동은 근력과 동적 자세 조절 능
력의 증가와 하체 손상의 우려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엉덩관절 강화 운동, 근력, Y-balance, 동적 자세 조절, 하체 손상 준거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6 weeks hip joint 
strengthen on muscle strength, dynamic posture control and low extremity injury criterion. Twenty 
athletic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ercise group was conducted for three times a week, 
60 minutes, and six week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flexibility, muscular 
strength, dynamic posture control, and lower body injury criter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lexibility was not significant, but muscle strength was significant difference. The 
dynamic posture control was significantly effective in the left posterolateral and posteromedial. In 
addition, total score was significantly exercise effec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lef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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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leg length. In conclusion, hip joint strengthen increased muscle strength and dynamic posture 
control, and decreased the concern of low extremity injury criterion. 

Keywords : Hip joint strengthening, muscle strength, Y-balance, dynamic posture control, low 
extremity injury criterion

1. 연구의 필요성

  엉덩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잇는 관절로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관절 운동 범위가 매
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구부림과 폄, 내전
과 외전 및 내선과 외선 등 다축성 운동이 가능
하다. 운동선수의 시합 및 훈련 중에 주로 발생
하는 하체 부상은 주로 엉덩관절과 무릎 및 발목 
부위로 알려져 있다[1].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해 높은 유연성이 요구되기도 하
고[2], 스트레칭에 의한 유연성의 향상은 풋볼선
수들의 부상을 방지한다는 연구도 있었다[3]. 또
한 인체의 중심인 코어 근(core muscle) 강화에 
따른 상·하체의 안정성은 운동선수의 부상 우려를 
낮추어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5]. 이를 뒷
받침하는 결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Y—balance 
검사를 통한 분석 결과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하
체 손상의 가능성이 유의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6]. 
  인체의 자세 조절은 시각계, 전정계 및 고유수
용기가 상황에 맞게 상호작용하여 유지하게 해준
다. 이에 Y—balance 검사는 발목 불안정성을 가
진 개인의 식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운동선수의 
부상 위험성을 판별해 낼 수 있는 .80∼.85의 높
은 예측 타당도를 보여주고, 신뢰성이 높은 자세 
조절 측정 방법이다[7]. 이 검사는 대상자가 고정
된 좁은 발판에서 전방, 후방 측면과 안쪽으로 
수행하면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몸을 
제어해야 한다. 또한 골반과 상체의 안정성을 유
지하기 위해 적절한 엉덩관절의 근력과 신경계 
조절의 역할이 중요하다[6]. 특히 검사 결과에 따
른 종합점수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반영하며, 다리 길이의 94%에 미치지 못하
면 약 6.5배의 하체 부상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8]. 선행연구 결과, 농구선수의 전방 쪽 좌·우 차
이가 4cm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종합점수가 다
리 길이의 94.0% 미만일 때 하체 손상 위험성이 
증가하였다[9]. 이에 비해 미식축구 선수의 종합

점수가 89% 이상의 경우 비 접촉성 하체 부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대되는 보고도 있었으나
[10], 전방의 좌·우측 도달 길이가 4cm 이상인 
운동선수의 비접촉 부상 위험이 증가했음을 발견
했다[11]. 또한 전방십자인대(ACL) 부상 집단은 
전·후방 측면과 후방 안쪽에서 정상인의 평균 수
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발견했다[12]. 만성 
발목 불안정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엉덩관절 신전 근력과 후방 가쪽과 안쪽 도달거
리 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다[13].
  한편 노인 여성은 엉덩관절 근력과 Y—balance 
검사의 전방과 후방 쪽의 도달거리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14]. 그러나 엉덩관
절 벌림근과 후방 도달거리와 엉덩이의 폄 강도 
및 Y—balance 검사의 모든 방향에서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15]. Y-balance와 부상 위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지만, 잠재적으로 부상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운동 처치 중 엉덩관절의 근력 
요인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체 부상
과 코어 근의 불균형이 부상의 원인으로 지적되
기도 하나[16],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를 대상
으로 등척성 엉덩관절 근력과 동적 안정성 강화
훈련 및 엉덩관절 근력 강화가 신경근 조절과 엉
덩이 근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가 있었다
[17, 18]. 
  그러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엉덩관절 강화
를 통한 종속변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코어 근력 및 유연성과 같은 체력의 부족, 
좌·우 근력 차이와 주동근과 길항근의 불균형 등
에 의한 부상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방지가 가능
하여 상황에 맞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엉덩관절 강화 운동에 따른 Y-balance 검사로 
근력과 동적 자세 조절 능력 및 하체 손상 준거
를 분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6주간의 엉덩관절 강화 
운동이 운동선수의 근력과 동적 자세 조절 및 하
체 부상 준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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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ge(yr) Height(cm) Weight(kg) Leg length(cm)

Ex(n=10) 21.57±1.02 175.45±3.21 74.62±5.35 87.67±4.58

Con(n=10) 21.45±1.12 176.48±5.32 75.27±5.63 88.14±4.74

Sig .845 .426 .524 .756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subjects                                             (M±SD)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6주간 이 운동프로그
램을 수행할 수 있는 부상이 없고, 일일 3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한 남자 
대학 축구선수 20명을 운동군 10명과 일반군 10
명으로 하였다. 실질적 운동프로그램 시작과 검사 
과정에 대한 목적과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참가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종속변인의 검사 

  대상자들의 종속변인 검사 전 부상 방지 및 최
대수행력을 위해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

  2.2.1. 유연성 검사
  유연성 검사는 TKK-5402(JAPAN)를 이용하
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아 ‘시작’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천천히 허리를 
숙여 최대한 멀리 뻗도록 하였다. 2회 시도하여 
좋은 점수를 cm 단위로 기록하였다. 

  2.2.2. 배근력 검사 
  배근력 검사는 TKK-5402(JAPAN)를 이용하
였고, 두 발을 장비의 발판에 약 30cm의 다리를 
넓힌 후 몸을 앞으로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도록 하였다.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약 
30°로 되도록 손잡이를 조정한 후, 상체를 천천
히 일으키며 잡아당기도록 하였다. 2회 시도하여 
좋은 기록을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2.2.3. 동적 자세 조절 검사(Y-balance test) 
  동적 자세 조절 검사 도구는 Y-balance(FMS, 
USA)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대상
자의 하체 길이는 전장골극(Anterior superior 
illiac spine)에서 복숭아뼈(malleolus) 끝단까지로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Y-balance 검사에 앞서 

연구자는 검사방법과 검사 절차를 자세하게 시범
으로 보여주었다. 6번의 연습 후 가장 긴 도달거
리가 발생한다는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은 공식적
인 검사 전에 각각의 3개의 도달 방향인 앞쪽
(anterior), 후방 가쪽(posterolateral), 후방 안쪽
(posteromedial)에서 각 6회의 연습을 하도록 하
였다. 최대 도달거리는 발의 가장 멀리 도달한 
지점에 줄자에 표시하여 측정하였다. 재실시의 경
우는 ① 선수가 일방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
거나, ② 기준선에 발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거
나, ③ 발이 지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④ 발이 출
발 위치로 되돌아오지 못하면 검사는 폐기하고 
다시 반복하였다. 

Fig. 1. Y-balance test.

  2.2.4. 종합점수 – 하체 손상 준거 검사 
  앞쪽과 좌·우 측의 검사가 종료된 후 종합점수
는 = (전방 + 후방 안쪽 + 후방 가쪽) / (하체 
길이×3)×100을 하여 구하였다[9]. 그리하여 좌·
우 차이 및 하체 길이에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2.3. 엉덩관절 강화훈련 프로그램

  운동군의 엉덩관절 강화훈련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이 Schache 등의 프로그램을 변
형하여 특히 엉덩관절의 강화를 위해 좌·우 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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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 Post t  F P

Flexibility(cm) 
Ex 

Con
20.86±2.55
20.66±1.72

21.16±2.24
20.34±2.17

T
G

T×G

.483
2.800
5.914

.493

.105

.058

Low back 
strength(kg) 

Ex 
Con

127.21±5.57
127.32±6.68

128.31±5.67＃＃

127.21±6.24
-3.568

T
G

T×G

2.634
.124
8.327

.115

.274
.012*

M±SD  *p<.05 **p<.01, ＃p<.05 ＃＃p<.01

Table 3. Results of flexibility and low back strength     

Training Times / Set Com
Warm up
(10 min)

Dynamic stretching

3 times a 
week

Between sets
rest 1 min

Ex
(40 min)

Sidelying hip abduction (right and left) 10 × 3
Squat 15 × 3
Hip hinge 15 × 3
Prone hip extension (right and left) 10 × 3
Lateral band walk (right and left) 5 × 5
Standing hip abduction (right and left) 10 × 3
Hip hitching (right and left) 15 × 3
Leg press (right and left) 15 × 3
Hip and knee flexion (right and left) 15 × 3
Knee extension stretch in sitting(right and left) 10sec × 5times

Cool down
(10 min)

Static stretching

Table 2. Hip joint strengthening program

 

근(abduction muscle) 동작을 추가하여 구성하였
고[19], 근력 및 유연성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군의 6주간 엉
덩관절 강화훈련은 10분간의 준비운동, 40분간의 
본 운동, 10분 정리운동으로 주 3회 실시하였고, 
동작 당 2-3세트, 10-15회 반복, 세트 간 휴식
은 1분으로 하였다. 통제군은 일상적인 훈련 외
에 엉덩관절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화 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C 24.0 version
을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고, 집단과 시간에 대한 반복이원변량분석
(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변
인의 분석 결과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을 때 사후
검증으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결 과

3.1. 유연성과 배근력

  유연성의 경우 등분산분석 결과 F 값이 1.171, 
유의도 .288로 나타났고, 시간, 집단 및 상호작용
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배근력의 경
우 등분산분석 결과 F 값이 2.451, 유의도 .114
로 나타났고, 시간 및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상호작용(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운동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3.2. 동적 자세 조절 

  동적 자세 조절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좌측 앞쪽의 등분산분석 결
과 F 값이 .316, 유의도 .579로 나타났고, 후방 
가쪽의 F 값이 1.858, 유의도 .184로 나타났으며, 
후방 안쪽의 경우 F 값이 1.885, 유의도 .1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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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 Post t  F P

Left 
Anterior(cm)

Ex 
Con

67.93±2.37
67.60±1.95

67.60±2.16
67.33±1.71

T
G

T×G

2.878
.167
.036

.101

.686

.852

Left 
Posterolateral 

(cm)

Ex
Con

104.86±2.35
106.06±2.15

105.86±2.50
105.66±1.87

-1.608
T
G

T×G

4.846
.386

26.385

.036*

.639
.001**

Left
Posteromedial 

(cm)

Ex
Con

104.53±2.32
105.60±1.99

105.53±2.58＃

105.46±1.64
-2.213

T
G

T×G

6.646
.418

11.365

.015*

.523
.002**

Right
Anterior 

(cm)

Ex
Con

67.80±1.97
68.01±1.24

68.40±2.02
67.93±2.16

T
G

T×G

4.110
.054
4.422

.052

.818

.057

Right
Posterolateral 

(cm)

Ex
Con

105.33±2.71
106.73±2.79

106.40±2.79＃

106.53±2.19
-2.359

T
G

T×G

9.100
.728

19.438

.005**

.401
.001**

Right
Postromedial 

(cm)

Ex
Con

104.01±2.26
104.60±2.68

105.60±2.64
104.01±2.73

T
G

T×G

9.140
18.938
2.930

.008**

.001**

.098

 M±SD  *p<.05 **p<.01, ＃p<.05 ＃＃p<.01 

Table 4. Results of dynamic postural control                                     

  

Variables Groups Pre Post  t F P

Left
total score

(cm)

Ex
Con

93.24±2.23
94.44±2.24

94.44±3.12*

94.37±2.18
-2.163

T
G

T×G

6.208
5.126
8.492

.019*

.015**

.013*

Right 
total score

(cm)

Ex
Con

94.52±2.91
93.84±2.99

95.33±2.15
94.38±2.18

T
G

T×G

4.786
5.254
2.761

.037*

.018*

.108

 M±SD  *p<.05 **p<.01, ＃p<.05 ＃＃p<.01 

Table 5. Results of lower extremity injury criterion    

나타났다. 분석 결과, 좌측과 우측 앞쪽에서는 시
간, 집단 및 상호작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 후방 측면은 시간(p<.05) 및 상호
작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
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좌측 후방 안쪽
은 시간(p<.05) 및 상호작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우측 앞쪽의 등분산분석 결과 F 
값이 .417, 유의도 .452로 나타났고, 후방 가쪽의 
경우 F 값이 3.791, 유의도 .057로 나타났으며, 

후방 안쪽의 경우 F 값이 2.793, 유의도 .106으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측 후방 측면은 시간
(p<.0) 및 상호작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우측 후방 안쪽은 시간(p<.0) 및 집단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체 부상 준거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좌측 종합점수의 등분산분석 
결과 F 값이 2.342, 유의도 .137로 나타났고, 우
측 종합점수의 경우 F 값이 3.628, 유의도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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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좌측 종합점수의 경우 
시간(p<.05), 집단(p<.01) 및 상호작용(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났다(p<.05). 우측 종합점수의 
경우 시간(p<.05) 및 집단(p<.01)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4.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6주간의 엉덩관절 강화 운동
이 근력, 동적 자세 조절 및 하체 손상 준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배근력
과 동적 자세 조절 중 좌·우 후방 가쪽 및 안쪽
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체 손상 준거 
지표인 종합점수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둔부 근력과 유연성에 따라 부상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19], 선행연
구에서는 노인들과 허리 통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코어 및 둔부 근력 강화가 유연성에 효과가 
있어[20] 본 연구에서도 유연성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
한 이유는 환자들의 경우 통증에 따른 관절의 고
정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특정 운동프로그램
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대학 축구선수들의 경우 
운동 전후 지속적인 스트레칭에 따른 사전과 사
후 간의 유연성 개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배근력 검사는 넓적다리 및 복부 주변 이른
바 파워존(power zone)이라 불리는 인체 중심부 
근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배근력이 부족할 경우 척추 불균형이 발생하
고, 뼈·척추·관절·신경·근육 등 운동과 관련된 기
관이 약해져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부상의 우
려가 상존하고[21], 중년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특히 
노인들의 경우 배근력 약화 시 만성 등 통증뿐만 
아니라 평형 능력이 감소하여 낙상의 위험이 항
시 존재하여 지속적인 강화를 제시하였다[24]. Y
—balance 검사 시 엉덩관절의 역할이 중요한 것
은 외발로 쪼그리고 앉은 듯한 수행이 요구되고, 
후방 가쪽과 안쪽의 도달과정에서 중간선을 기점
으로 반대쪽 다리는 내전과 외전을 해야 하며, 
이는 수행 능력과 안정성을 위해 엉덩이 근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선수들에게 배근
력의 부족과 상·하체 간 근 협력이 조화롭지 못

하게 되면 근력을 생성하지 못하고, 신경근 조절 
능력의 저하로 2차 부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25].
  동적 자세 조절 결과, 좌·우 전방에서의 증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좌·우 후방 가쪽 및 안쪽에서 
운동의 효과가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대상자들이 부상이 없었고, 엉덩관절 
강화가 주로 안쪽과 가쪽에 충분한 자극에 의한 
것으로 보며,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어 운동이 동적 자세 조절 능력 향상과 같은 
결과로 본다[26]. 이러한 결과는 코어 근에 속하
는 엉덩 근육 강화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
목이기도 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후방 가쪽과 
안쪽에서 운동의 효과가 유의한 것은 훈련에 의
한 엉덩관절의 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둔근은 엉덩관절의 내전과 더불어 신
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27], 이러한 근육군은 엉
덩이 관절의 회전축 앞쪽에 위치할 때 상체에 가
해지는 중력의 힘에 저항하고, 굽어진 엉덩이를 
시상선(sagital plane)의 중간선으로 되돌리는 역
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28].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엉덩관절의 강화 정
도가 Y—balance 검사의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검사의 특징은 한쪽 다리로 
동작 수행 시 반대 다리에 도달하는 중력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28]. 이러한 결과는 전방, 후방 가쪽과 후방 안
쪽의 3가지 방향의 수행점수는 중둔근과 소둔근
이 다른 근과 함께 엉덩관절의 벌림근에 주요 역
할을 한다[29]. 특히 본 대상자와 같은 운동선수
들에게 중요한 것은 엉덩관절 외전 근력이 외발 
수행 중에 엉덩관절이 내전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무릎에 과도한 외반슬
(valgus)을 일으킬 수 있다[27]. 특히 이러한 과
정에서 여성 운동선수의 하체 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코어 근력의 약화로 인한 외반슬(valgus)
로 인해 비접촉 ACL 부상을 예측하기 위해 강조
되고 있다[30].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년 여
성의 엉덩관절 벌림근이 강할수록 전·후방 안쪽과 
가쪽 도달거리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14], 만
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경우 엉덩관절 벌림근
과 전·후방 안쪽과 가쪽 도달거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는 결과로 미루
어 알 수 있다. 
  종합점수 결과 운동의 효과는 유의하게 높았
고, 좌·우 점수 차이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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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엉덩관절 강화훈련에 의한 엉덩관
절 안정이 Y—balance 검사에서 골반을 안정시키
는 데 잠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
다. 특히 좌·우 차이가 4cm 이상의 차이가 나거
나, 종합점수가 다리 길이의 94.0% 미만일 때 하
체 손상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는[9] 연구와는 반
대되는 결과이자 부상과 관련하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선형 
회귀 분석 결과 Y-balance 능력은 많은 부분에
서 엉덩관절 벌림근에 기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하였다[4]. 이러한 결과는 부상 후 재활 시 
등척성 엉덩관절 벌림근의 향상이 Y-balance 능
력 개선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체간, 코어, 무릎 및 
발목 근력 강화와 같은 다른 요인은 Y—balance 
검사 시 전방 평면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인체의 중심부 근육에 속
하는 이른바 코어근, 엉덩근 등의 강화는 물론 
고관절 강화는 내전근과 벌림근의 향상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종합점수의 성과가 어떤 단일 방향
보다 운동선수의 부상 위험을 더 잘 나타내는 지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6주간의 엉덩관절 근력 강화 
운동이 근력, 동적 자세 조절 및 하체 손상 준거
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
연성에서 운동의 효과가 없었으나 배근력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동적 자세 조절에서 좌·우 
앞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좌·우 후방 
가쪽 및 안쪽에서 운동의 효과가 이었다. 또한 
종합점수에서도 좌·우 차이가 없었고, 대상자의 
다리 길이보다 높은 점수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
로 엉덩관절 강화 운동은 근력과 동적 자세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고, 하체 손상의 우려는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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