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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진동기와 스위스볼을 이용한 허리안정화운동이 근육두께와 

수축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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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muscle thickness and contraction time using sound 
wave vibrator and swiss ball.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on 20 subjects. 20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umbar stability exercise 
using sound wave vibrator exercise(n=10)(Group1), Lumbar stability exercise using Swiss ball exercise(n=10)(Group2). Both of 
the group performed the exercise 3 times a week for 5 weeks.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paired t-test to compare before 
and after difference of factors on each group and the Independent t-test to compare the between groups. 
 Results : Both group were increased  muscle contracture time on Straight Leg Rise(SLR) test (p<0.05). It means both group 
were increased lumbar stability. However, by comparing the between group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bout muscle thickness of multifidus and transverse abdominal.(p>0.05).
 Conclusion :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sound wave vibrator may be effective exercise tool for lumbar 
stability exercise like a swiss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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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배근육을 중심으로 한 

근력의 약화가 누적되어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인하

여 체형 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앉

아서 공부하며 작업하는 시간의 증가, 신체의 활동량의 

부족, 불량한 자세 유지 및 신체불균형에 한 인지와 

자각도 부족 등 이러한 이유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두되고 있다(이정석 등, 2011). 그 중 허리 부위는 인체

의 척추에서 가장 빈번한 통증을 느끼는 부위고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하중이 증가된

다(이상철과 이 택, 2007).

인체의 허리 안정화를 유지시키는 몸통의 근육인 심

부근육은 최근에는 허리 통증 및 균형유지에 중요한 요

소로 알려져 왔다(Brill & Cozen, 2002). 허리안정화를 

시켜주는 심부근육 및 다른 근육들의 근력강화 훈련들

은 신체의 균형을 지속하기 위한 주된 운동프로그램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허리의 안정화와 관련한 운동 

조절 훈련에 높은 의의를 두고 있다(최병찬과 김훈, 

2009). 허리 안정화운동은 허리뼈 주변의 근육과 인 를 

강화시켜 후관절이나 척추사이원반의 반복적인 손상을 

방지하여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고 척추분절의 불안정을 

정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또한 적절한 신경

근육의 협응력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허리뼈와 골반의 

안정화에 관여하는 조직인 뭇갈래근, 배가로근, 허리네

모근 등을 강화, 발달시키고 짧아진 근육부위는 늘려주

는 것에 목적이 있다(Saal, 1990). 인체의 안정화를 담당

하며 척주를 올바른 위치에 잡아주는 근육을 심부근육

(local muscle)이라 하며, 이러한 근육들에는 뭇갈래근과 

배가로근 등이 있다. 이러한 근육들 중에서 특히, 뭇갈

래근과 배가로근은 허리안정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근육이다(Bae 등, 2001; 이동걸 등, 2009). 배

가로근은 배근육 중에 가장 깊은 부위에 위치하며 몸통

의 테두리같이 둘러싸고 있고, 뭇갈래근은 척추를 뒷방

향으로 고정시켜 줌으로 몸통 굽힙 시 배근육들과 함께 

발생되는 척추의 중립화(neutralize)에 도움을 주는 역할

을 하며 이는 인체의 허리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에 

기여한다(O'Sullivan 등, 1998). 

이러한 허리안정화를 위한 중재방법에서 스위스볼 운

동은 볼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로 구성되며 불안정

한 상태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감각 통

합적 운동이다(강지성과 박우영, 2008). 스위스볼 운동

은 몸통 주위의 근육을 재교육시키고 허리뼈 분절의 안

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결

국 스위스볼 운동을 통해서 허리 부위의 근력과 지구력

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제공한다(이동걸 등, 2009). 스위

스볼에서의 요부 안정화운동은 동적 중심 안정성 운동

의 하나로써 공에 몸을 기댈 때 균형을 유지하려는 고

유수용성감각이 강한 자극을 받아 반사신경, 지각과 균

형능력 등을 활성화시키며, 특히 척주 주위근육의 조화

로운 근력향상이 종합적인 신체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신체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이한기 등, 2013).

전신 진동운동은 골밀도 향상, 산소섭취량 감소, 혈류

량 증가, 체지방율 등 인체 부분의 모든 기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ang 등, 2013), 이러한 

진동운동기구 적용 시 진동운동기구의 위치나 자세, 진

폭, 특별한 적용법은 근육을 강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허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Sánchez-Zuriaga 등, 

2009). 진동자극 시 각각 촉각과 고유수용감각을 피드백 

함으로써 자세 안전성 제어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권 규 등, 2007). 고유수용성 운동을 시행하

게 되면 인체의 순발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유연성, 

근력,  근신경계에 반응하는데 작용하는 협응력을 증가

시켜 주어 운동단위가 최 로 반응하도록 유발한다(이

규성 등, 2000). 균형의 조절은 고유수용성 감각과 중추

신경계가 관여하는 감각-신경계의 조절을 말한다. 근육

의 근방추, 관절의 분포하는 고유수용성의 감각기가 중

추신경계로의 구심성 입력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조절을 

통해 안정성을 돕는다(Naris, 1990).

초음파 영상은 재활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적용을 

한다. 근육의 크기 측정으로 근육의 위축과 비 를 확

인할 수 있어서 허리 뭇갈래근 등의 근육에 한 측정

이 가능하였으며(Stokes와 Young, 1986) 또한 영상을 통

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의 

아래부위와 배가로근에서의 근 수축 현상 관찰과 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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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법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근수축 관찰 등을 통하여

서 허리안정화를 시켜주는 배가로근이나 뭇갈래근의 평

가와 재활에 있어서 좋은 지표로 사용된다(Winter 등, 

1990).

허리 안정화에 관한 선행논문은 있으나 음파진동기를 

스위스볼과 비교 적용하여 허리 안정화운동을 적용시킨 

사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신 음파진동기와 스위스볼을 이용해 지지면을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의 운동이 뭇갈래근과 배가로근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순천 C 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

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중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형학적, 신경학적, 기타 질환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선

정하였다. 연구 상자 선정 기준은 바로누운자세에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stabilizer)를 허리엉치 부위 아

래에 놓고 압력을 60mmHg로 맞춘 후 곧은 다리뻗기 

동작에서 다리를 침 쪽으로 내리면서 움직이는 동안 

압력이 ±10mmHg 이상 변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 이하인 20명을 상자로 선정하였다. 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기술하였다.

음파진동 운동군 스위스볼 운동군 유의수준(p)
나이(세) 19.7±0.52 20.9±0.32 0.91
키(cm) 159.6±5.19 159.9±4.46 0.95

몸무게(kg) 51.9±7.14 57±9.44 0.78
BMI(kg/m2) 20.3±2.44 22.2±2.93 0.82

BMI : Body Mass Index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자들에게 음파진동기를 이용한 허리 

안정화운동과 스위스볼을 이용한 허리 안정화운동 적용 

시 상자들의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근육 두께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 전·후로 압력 바이

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곧은다리뻗기 검사와 배가로

근, 뭇갈래근의 근육 두께를 측정하였다. 20명의 연구 

상자를 음파진동 운동군, 스위스볼 운동군으로 각각 

1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운동은 5주 동안 주 3회 

실시하였고, 각 군마다 운동 전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20분, 마무리운동 5분을 적용하였다(그림 1).

상자 선정 (n=20)
⇩ ⇩

Pre-test
(stabilizer, ultrasonic diagnostic)

⇩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눔

⇩ ⇩
스위스 볼운동군

(3time/week)
음파진동 운동군

(3time/week)
⇩ ⇩

Post-test
(stabilizer, ultrasonic diagnostic)

⇩
Statistical analysis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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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측정 도구 

(1)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Pressure biofeedback nit, 

Stabilizer, Chattanooga group, USA)는 몸의 깊은 근육들

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이 기구는 측정기와 납

작한 모양의 주머니인 공기압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가 움직이는 동안 공기압을 통해 생체자기제어(근

육의 긴장도)를 측정한다.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

용하여 이 근육들을 검사하고, 특별한 운동을 할 수 있

다. 운동의 질과 정확도에 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

구로 목뼈, 허리뼈,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에 이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

하여 곧은다리 뻗기자세에서 다리를 내리는 동안의 허

리 안정화를 초 단위로 나타내었다(그림 2).

 

그림 2.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

(2) 초음파 영상 진단기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근육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초

음파 영상촬영 장치(Sonoace X49900, Medison,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피부의 압박과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겔을 피부에 도포하였고, 변환기와 

피부를 직각으로 유지하였다(박래준, 2002)(그림 3).

배가로근의 측정은 실험자에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무릎을 굽힘 시키고, 위앞엉덩뼈가시와 배곧은근 사

이에 있는 근육의 단면적 두께를 5MHz 도자로 근육을 관

찰하였으며(그림 4), 뭇갈래근의 측정은 실험자에게 엎드

려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척추앞굽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에 베개를 넣은 후, 허리뼈 4-5번 부분의 가시돌기

와 위뒤엉덩뼈가시 사이에 있는 근육의 단면적 두께를 

측정하여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였다(그림 5).

측정은 정적 상태(rest)와 동적 상태(active)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상자간과 근육의 두께 변화량을 비교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하였다.

 Normalized thickness = 
  

×

그림 3. 초음파 영상 진단

그림 4. 배가로근 초음파영상

그림 5. 뭇갈래근 초음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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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시계

이 도구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하여 곧은

다리뻗기 자세에서 다리를 내리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그림 6).

그림 6. 핸드폰 초시계

4. 측정 방법

1)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근육 두께 측정

(1) 정적 배가로근 측정

무릎을 구부리고 바로누운 자세(hooklying position)에서 

날숨의 마지막에서 숨을 멈추게 한 후 근육이 안정된 상

황에서 우세손 쪽의 배가로근을 측정하였다(그림 7).

그림 7. 정적 배가로근 측정

(2) 동적 배가로근 측정

무릎을 구부리고 바로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바닥으로

부터 20cm 들어 올려 날숨의 마지막에서 숨을 멈추게 

한 후 근육이 활성 된 상황에서 우세손 쪽 배가로근을 

측정하였다(그림 8).

그림 8. 동적 배가로근 측정

(3) 정적 뭇갈래근 측정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날숨의 마지막에서 숨을 멈추

게 한 후 근육이 안정된 상황에서 우세손 쪽의 뭇갈래

근을 측정하였다(그림 9). 

그림 9. 정적 뭇갈래근 측정

(4) 동적 뭇갈래근 측정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바닥으로부터 20cm 들

어 올려 날숨의 마지막에서 숨을 멈추게 한 후 근육이 

활성 된 상황에서 우세손 쪽의 뭇갈래근을 측정하였다

(그림 10).

그림 10. 동적뭇갈래근 측정



대한통합의학회지 제4권 제1호

 90 

2) 심부의 안정성 측정

이 검사는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압력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stabilizer)를 허

리엉치 부위 아래에 놓은 후 압력을 60mmHg로 맞춘 

후 곧은다리뻗기 동작에서 다리를 침 쪽으로 내리면서 

움직이는 동안 압력이 ±10mmHg 이상 변하지 않도록 

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코어 안정성 측정

5. 운동 방법

본 운동은 5주 동안, 주 3회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

스볼 운동군으로 나누어 각각 음파진동기구와 스위스볼 

위에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교각운동, 한쪽 다리 들

고 교각운동을 하였다. 감독자가 직접 시험을 보이며 

상자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상자가 바른 

자세로 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1) 준비운동 및 마무리운동

운동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하여 준비운동 및 마무

리운동으로 새천년 체조를 실시하였다(김숙자와 전선

혜, 2001).

2) 음파진동 운동군

음파진동 운동군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교각운동,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록 1). 이 운동은 20초 운동, 10초 휴식을 1세트로 총 

8세트 운동을 시행하였다. 각 동작 중간에는 1분 휴식

을 하였다(표 2).

3) 스위스볼 운동군

스위스볼 운동군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교각운동,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록 2). 운동을 20초 운동, 10초 휴식을 1세트로 총 8

세트 운동을 시행하였다. 각 동작 중간에는 1분 휴식을 

하였다(표 2).

단계 운동 방법 기간 시간

1. 플랭크 스위스볼/음파진동기 위에 양쪽팔을 올리고 실시한다.

5주 동안

주 3회

20초 운동

+
10초 휴식

(총 8세트)
+

1분 휴식

2. 사이드 플랭크
스위스볼/음파진동기 위에 한쪽팔을 올리고 실시한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

3. 교각운동 스위스볼/음파진동기 위에 양쪽다리를 올리고 실시한다.

4. 한쪽다리 들고 교각

운동

스위스볼/음파진동기 위에 양쪽다리를 올리고 실시한다.
  한쪽 다리씩 공중에 띄운다

표 2. 허리 안정화운동

6.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산출된 자료의 집단 내의 전·

후 비교를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

였고, 집단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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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배가로근 두께의 운동 전·후 변화율 비교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스볼 운동군의 배가로근 두께

의 변화량을 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운동 전, 

운동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3).

전 후 t
VE 5.74±19.16 0.84±0.99 0.811
SE 14.69±28.23 2.44±5.8 1.526

VE : sound wave vibrator exercise
SE : swiss ball exercise

표 3. 배가로근 두께의 운동 전·후 변화율 비교

2. 뭇갈래근 두께의 운동 전·후 변화율 비교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스볼 운동군의 뭇갈래근 두께

의 변화량을 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음파진

동 운동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05) 스위스볼 운동군은 평균은 증가하였으나 통계

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4).

전 후 t
VE 13.42±9.49a 9.94±12.98 0.987
SE 12.58±9.86 14.6±9.13 -0.779

표 4. 뭇갈래근 두께의 운동 전·후 변화율 비교

VE : sound wave vibrator exercise
SE : swiss ball exercise

3.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운동 전·후 수축시간 

비교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스볼 운동군의 압력 바이오피

드백 기구를 이용한 수축시간의 응표본 t-검정 결과, 

음파진동 운동군(p<0.001), 스위스볼 운동군(p<0.05) 모

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전 후 t
VE 5.35±2.14 16.65±2.32 -10.457**
SE 5.4±2.51 11.45±3.57 -5.069*

표 5.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운동 전·후 수축

시간 비교

VE : sound wave vibrator exercise
SE : swiss ball exercise
*p<0.05, **p<0.001

4. 군 간 근 두께 변화량 비교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스볼 운동군의 군 간 근 두께 

변화량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배가로근과 뭇갈래근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6).

VE SE t
배가로근 -12.24±25.37a -4.9±19.1 0.731
뭇갈래근 2.12±8.6 -3.48±11.14 -1.257

표 6. 군 간 근두께 변화량 비교

VE : sound wave vibrator exercise
SE : swiss ball exercise

5. 군 간 수축시간 변화량 비교

음파진동 운동군과 스위스볼 운동군의 군 간 수축시

간 변화량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배가로근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7).

VE SE t
배가로근 11.3±3.42a 6.05±3.77 3.261**

표 7. 군 간 근두께 변화율 비교

VE : sound wave vibrator exercise
SE : swiss ball exercise
**p<0.01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신 음파진동기를 통한 요부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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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스위스볼을 이용한 요부 안정화 운동이 뭇갈래

근과 배가로근의 각각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측정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세 명의 검사자가 근 두께 측정에 참여하였다. 세 명

의 검사자는 이전에 초음파 영상측정에 한 경력이 없

고 최근 2일 동안 초음파 영상 측정에 관한 교육을 받

았으나 신뢰도가 0.6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송우리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초음파 측정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검사자가 근두께 측정에 참여하였다. 제 1

검사자(A)는 초음파 영상 측정의 임상경력을 3년 이상 

가진 검사자였고, 제 2검사자(B)는 초음파 영상측정에 

한 경력이 없고 단지 최근 3일 동안 초음파 영상 측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검사자였다. 측정자간, 측정자내 신뢰

도는 각각 .86-.89 과 .83-.96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

타내었다(p<.01).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측정에 있어 측

정자의 미숙함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배가로근, 뭇갈래근의 운동 전·후 근 

두께 변화율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김혜연 등(2011)의 연구에서는 드로인 검사

의 수축기 동안 배바깥빗근의 두께는 요통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두꺼워진 반면, 요통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얇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배가로근의 두께는 

수축기 동안 요통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요통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두꺼워짐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통과는 관련 없이 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요통

의 유무가 근육두께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심부 안정성의 운동 전·후 수축시간

이 군 간, 군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정영기 등

(2006)의 연구에서 집단 및 처치 시점별 근지구력은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점별에 

따른 처치에서는 두 집단 모두 사전과 사후, 중간과 사

후 측정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승희 등

(2004)의 연구에서 8주간 만성요통환자인 40-50 의 여

성을 상으로 점진적 요통체조를 실시한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근지구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안

용덕(2003)의 연구에서 12주간 40-50  중년남성을 상

으로 점진적 중량부하운동을 실시한 결과 근지구력 검

사에서 운동전 보다 운동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허리 안정화 운동 적용 시 수축시간이 증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먼저 초음

파 영상측정에 있어서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측정자

의 미숙함과 상자가 20  여 생으로 한정되어 일반

화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스위스볼

과 음파진동기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0  여성으로 한정되었던 

상자를 다양한 연령 의 상자로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숙련된 자가 초음파 영상

측정을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으로 허리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스위스볼과 전신 음파진동기에 각각 적

용하였을 때, 근 두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위스볼 운동군에서 뭇갈래근의 

근 두께 변화량 평균에서는 증가를 보였다. 압력 바이

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수축시간에서는 두 군 모두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스위스볼과 음파진동기

를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이 고유수용성감각을 자극하여 

수축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임상연

구에서는 본 연구의 운동 프로그램을 폭 넓은 연구 

상자에게 적용시키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고 개

선하여 적용시킨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리라 생각되며 전신 음파진동기가 스위스볼과 같이 허

리안정화를 위한 운동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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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음파진동 운동프로그램

1. 준비운동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 새천년체조를 총 4분간 실시하였다.

* 1분 휴식

2. 본운동

동작 1. 플랭크

양팔을 음파진동기 위에 올려놓고 플랭크동작을 시행하였다(그림 15).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17. 플랭크 

* 1분 휴식

 동작 2. 사이드 플랭크

한 팔을 음파진동기 위에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올려놓고 다른 한 팔은 허리위에 올리는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16).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18. 사이드 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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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휴식

동작 3.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음파진동기 위에 올려두고 몸통을 올리는 교각운동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17).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19. 교각운동

* 1분 휴식

동작 4.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음파진동기 위에 올려두고 다른 쪽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  자세에서 몸통을 올

리는 교각운동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18).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20.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 1분 휴식

3. 마무리운동

본 운동을 시작한 후, 새천년체조를 총 4분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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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스위스볼 운동프로그램

1. 준비운동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 새천년체조를 총 4분간 실시하였다.

* 1분 휴식

2. 본운동

동작 1. 플랭크

양팔을 스위스볼 위에 올려놓고 플랭크 동작을 시행하였다(그림 19).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21. 플랭크

* 1분 휴식

 동작 2. 사이드 플랭크

한 팔을 스위스볼 위에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올려놓고 다른 한 팔은 허리 위에 올리는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20).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22. 사이드 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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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휴식

동작 3.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스위스볼 위에 올려두고 몸통을 올리는 교각운동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21). (20

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23. 교각운동

* 1분 휴식

동작 4.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스위스볼 위에 올려두고 다른 쪽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 자세에서 몸통을 올리는 

교각운동 자세를 시행하였다(그림 22). (20초 운동 10초 휴식/8세트)

그림 24. 한쪽 다리 들고 교각운동

    * 1분 휴식

3. 마무리운동

본 운동을 시작한 후, 새천년체조를 총 4분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