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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볼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초보 골퍼의 유연성 및

골프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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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swissball exercise in combination with core muscle 
in beginner golfer. In general, the swiss ball exercise was related in the core muscle ability.
 Method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0 beginner golfer, and they were dicide into two groups: 
comparison group(n=5) and experimental group(n=5). In this research, the subjects of the comparison group performed the 
general matte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the swiss ball 
exercise in combination with core muscle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Use the 7-iron and driver were measured head 
speed and distance of the comparison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aired t-test and ANCOVA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wiss ball exercise in combination with core muscle revealed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corresponding exercise in golf performance capability. 2) Mat exercise was seen less better than 
the swiss ball exercises.
 Conclusion: This results suggested that it was improved the golfer shot performance of beginner proposes to see the Swiss 
combine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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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프는 다른 스포츠가 일정한 연령 에 한정되어 성행

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연령과 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

신의 단련과 기량향상 외에 복잡한 도시생활 환경을 벗

어나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기 때

문에 생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어 참가자의 수요가 

날로 증가 주제에 있고 인기 또한 점점 더해가고 있다

(유재청, 1992).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종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크린 골프이다(한송이, 2011).
골프는 과격하지 않은 스윙과 보행으로 이루어지는 신

체활동으로, 부분의 기술이 스윙동작으로 구성되어 지

정된 장소에서 시작하여 코스의 끝에 있는 홀(Hole)에 공

을 집어넣어 타격 횟수가 적은 것으로 우열을 가린다(박
영민, 1993). 또한 다양한 기술, 체력, 정신력 등 복합적

인 스포츠로서 일정한 스윙 루틴을 가지면서 강한 체력, 
즉 스윙에 필요한 근력 증강을 통한 비거리 및 정확성을 

요구하는 운동이다(손재윤, 2008). 스윙 동작은 다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상체가 최 한 회전하는 운동으로 여러 

신체 분절의 연속적이고 질서 있는 동작으로 발생한 운

동량을 클럽 헤드를 통해 볼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각 신

체 분절의 협응 동작과 신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최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Burden 등, 1998).
인체의 균형 능력은 지속적인 자세적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간의 움직임의 수행이나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스포츠 동작과 같은 기술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Wade & Jones, 1997). 골프에서

도 자세적 조절과 균형 능력은 스윙 시 동작 수행 능력

에 영향을 주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

였다(Gao 등, 2011). 하지만 훌륭한 스윙자세를 가졌다고 

해도 훈련된 체력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골프의 

세 가지 필수요소인 파워(Power), 정확성(accurate), 항상

성(constancy)을 완벽히 수행할 수 없다(박영민, 2003). 그
리고 많은 골프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골프에 있어서 파

워, 유연성, 스윙 메카니즘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중 파워와 유연성은 근력 향상과 많은 상관이 있고 이

는 또한 트레이닝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신혁수, 2006). 
골프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는 증가된 힘과 유연성은 

클럽의 헤드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김제하, 1998) 

근력의 발달은 헤드 속도의 향상으로 비거리 향상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손재윤, 2008). 이 때 사용되는 인체 

중심근육 즉, 코어근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순

간적으로 체간을 코일링하여 큰 힘을 만든 뒤, 다운스윙 

시 지면반력을 이용한 강한 임팩트 동작을 만들어 내는 

안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척추와 복부 주위의 근육들이다

(Akuthota 등, 2008).
최근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상에 해 적

용되고 있다(김화영, 2011). 코어 안정성 · 운동성 훈련 프

로그램이 운동역학적 균형, 자세, 근력 및 민첩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고(권보영, 2008) 또한 유연성, 근력 및 드

라이버 수행력 향상에 요부 안정화 운동이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김광준, 2009). 체간 안정화 운동은 매트 운동

과 볼 운동, 등속성 운동, 슬링 운동 등이 있다(김형수, 
2008). 매트 운동은 노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저 ·
중강도의 운동으로서 근력강화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

여,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며(김숙영, 2004) 특별한 기

구나 도구가 없이 매트나 담요만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이경희, 2006). 스위스 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

게 접할 수 있으며, 볼을 이용한 응용범위가 넓고 스위스 

볼 운동은 동적 안정화 요법의 하나로써 근력, 지구력 안

정성,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김재순, 2005). 특히 스

위스 볼과 병행하여 활용되는 체간 안정화 운동은 고유

수용기를 더욱 강하게 자극시켜 균형감각과 유지능력을 

개선하여 신체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Karatas 등, 2004).
그러나 국내의 스위스 볼 운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없

으며 균형 능력 향상(Michael과 Ander, 2000)을 위한 연

구가 부분이며 골프 수행 능력과 유연성을 위한 매트

운동과 스위스 볼에 효과적인 차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보 골퍼들을 

상으로 스위스 볼과 매트를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유연성 및 골프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6월1일부터 동년 7월1일 까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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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고, 광양시에 소제하는 00 학교의 남자 초

보 골퍼들 14명을 상으로 조군 7명, 실험군 7명으로 

구성하였다. 상자들은 각각 무작위로 7명씩 배정하였

고 선정된 상 중 2명은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여 최종 연구 상

자는 10명으로 하였다. 연구 상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 

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은 골프 경험이 없는 남자 학

생 14명을 선정하였으며 골프에 관한 사전 경험

이 없는 상자

둘째, 연구의 목적 및 가설에 해 아무런 정보와 지

식이 없는 학생

셋째, 허리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초보 골프 남자

넷째, 개인별 면담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2. 측정 도구 및 방법

1) 골프 수행력(헤드 속도, 비거리) 

측정 헤드 속도와 비거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타석용 3D 스크린골프 연습기의 스윙분석 모드에서 측

정하였으며, 측정 단위는 각각 m/s, m로 측정하였다. 측
정 시 사용된 클럽은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으로 각자 3
번씩 스윙을 하여 헤드 속도(m/s)와 비거리(m)의 평균값

을 기록하였다(박익렬, 2012).

그림 1. 골프 수행능력 측정 

             
2) 유연성 측정

허리 유연성 측정(기립자세에서 몸통굽힘) 자세는 무

릎관절을 폄시키고 양 발꿈치를 모으고 발 끝은 5 cm 정
도 벌린 후 체간을 최 로 굽힌다. 양 팔과 손을 뻗어서 

양 손 끝을 모으고 서서히 앞으로 굽힐 때 머리는 양 다

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완전히 숙인 자세로 3초 이상 머

물도록 한다. 이때 기준점에서 증가될수록 유연성이 증

가된다. 측정의 정밀도를 위해 동일 측정을 3회 실시하

여 평균 결과를 기록하였다(박혜주 등, 2011).

그림 2. 유연성 측정

               
3. 실험방법

실험은 운동 전 사전 측정을 위해 스크린 골프장에서 

먼저 실시하였다. 스크린 골프장의 내부는 스윙매트 전

방 3 m 지점에서 스크린을 설치한 인도어(indoor)가 구비

되어 있는 연습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상자들은 아이언 

7번과 드라이버를 각각 5회씩 퍼팅하여 5회의 샷 중에서 

상자들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판단되고, 이상적인 각도

를 유지한 샷 3개를 선정하여 각각 볼 속도(Ball speed), 
헤드 속도(head speed)를 분석하였다. 사전측정, 사후측정

에서 모든 조건은 동일한 티 높이(tee height)와 공을 이

용하였고, 측정은 경기력 분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장비인(GOLFZON VISION Plus, GOLFZON Co, 
Kore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장비는 헤드 속도, 공
의 초속도, 타출각, 비거리, 공 회전수, 정확성 등을 측정

한다. 드라이버, 아이언 7번, 공 모두 동일한 장비로 통제 

하였다(김채수, 2011).
사전 측정 후 4주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운

동 빈도는 1주당 3회, 60분으로(이승철, 2008) 본 운동에 

앞서서 근 긴장 완화와 갑작스런 운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심호흡 운동을 

실시하였다(최수희 등, 2012).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부록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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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의 경우 매트 운동을 실시한 그룹으로 평지 위

에서 실시하였으며, 매트 운동은 8가지 동작으로 구성되

었고, 선행 논문에서 응용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

였다(McGill & Karpowicz, 2009).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

램은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실험군의 경우에는 스위스 볼 

운동을 실시한 그룹으로 볼 위에서 골반을 중심으로 요부

의 안정성 및 균형 조절을 위한 동작 10가지 운동 프로그

램으로 선행 논문에서 응용하여 실시하였다(이다현, 
2011).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근활성도의 모든 자료값은 

SPSS(ver. 12.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각각의 자료는 Kolmogorov-Smirnov 적합도 검

정을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를 

나타내어 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

으며, 군간 비교를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ɑ=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군의 평균 나이는 33.2±10.49세 이었으며, 평균 신

장은 172.8±4.65 cm 이었고, 평균 체중은 67.4±6.02 kg이
었다. 실험군의 평균 나이는 25.2±1.48세 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72.4±16.56 cm 이었고, 평균 체중은 75.4±16.56 kg 
이었다(표 1).

구분
평균±표준편차

조군(n=5) 실험군(n=5)
나이(세) 27.2±2.49 25.2±1.48
신장(㎝) 172.8±4.65 172.4±16.56
체중(㎏) 67.4±6.02 75.4±16.56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유연성 전 · 후 비교  

조군과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러나 운동 전 · 후 유연성의 비교에서 조군은 

운동전 8.80±3.03 cm에서 운동 후 6.00±4.12 cm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동 전 7.00±6.81 cm에서 운동 

후 4.80±6.05 cm으로 유의하였다(표 2).

평균±표준편차(cm)
운동 전 운동 후 T F

조군 8.80±3.03 6.00±4.12 -2.05
82.15*

실험군 7.00±6.81 4.80±6.05 -2.99*
* p<0.05

표 2. 유연성 전 · 후 비교

3. 7번 아이언 헤드 속도 전 · 후 비교

조군과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운동 전 · 후 7번 아이언 헤드 속도 비교

에서 조군은 운동 전 29.00±1.53 m/s, 운동 후 

29.92±3.33 m/s로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

은 운동 전 27.00±4.61 m/s, 운동 후 31.02±5.48 m/s로 유

의하였다(표 3).

평균±표준편차(cm)
운동 전 운동 후 T F

조군 29.00±1.53 29.92±3.33 -2.05
5.08

실험군 27.00±4.61 31.02±5.48 -0.89*
* p<0.05

표 3. 7번 아이언 헤드속도 전 · 후 비교

4. 드라이버 헤드속도 전 ·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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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과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러나 운동 전 · 후 드라이버 헤드 속도 비교에서 

조군은 운동 전 34.22±3.69 m/s에서 운동 후 37.89± 
5.86 m/s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

동 전 34.60±2.57 ms/s에서 운동 후 38.10±3.60 m/s로 증

가하였고 유의하였다(표 4).

평균±표준편차(m/s)
운동 전 운동 후 T F

조군 34.22±33.69 37.89±5.86 -1.97
6.66*

실험군 34.60±2.57 38.10±3.60 -2.92*
* p<0.05

표 4. 드라이버 헤드속도 전 · 후 비교

5. 7번 아이언 비거리 전 · 후 비교

조군과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또한, 운동 전 · 후 7번 아이언 비거리 비교에서 

조군은 운동 전 97.72±15.55 m에서 운동 후 107.26± 
15.67 m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

동 전 93.41±34.48 m에서 운동 후 108.74±34.51 m로 증가

하였고 유의하였다(표 5).

평균±표준편차(m)
운동 전 운동 후 T F

조군 97.72±15.55 107.26±15.67 -1.03
15.40*

실험군 93.41±34.48 108.74±34.51 -4.15*
* p<0.05

표 5. 7번 아이언 비거리 전 · 후 비교

6. 드라이버 비거리 전 · 후 비교

조군과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러나 운동 전 · 후 드라이버 비거리 비교에서 

조군은 운동 전 129.40±58.90 m에서 운동 후 157.54± 
36.05 m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

동 전 123.48±6.81 m에서 운동 후 156.52±32.35 m로 증가

하였고 유의하였다(표 6).

평균±표준편차(m)
운동 전 운동 후 T F

조군 129.40±58.90 157.54±36.05 2.29
18.76*

실험군 123.48±6.81 156.52±32.35 -3.16*
* p<0.05

표 6. 드라이버 비거리 전 · 후 비교

Ⅳ. 고 찰

현  골프에 있어서 비거리는 모든 골프의 경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로(조상우, 2004) 
비거리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헤드 속도의 빠르

기이다(이근택, 2001). 빠른 헤드 속도를 만들어 내기 위

해서 필요한 요인은 근력과 유연성이며(최웅재 등, 2003) 
최  근력과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표적인 훈련방법

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다(조상우, 2004). 기존의 연

구들은 덤벨과 바벨 그리고 웨이트 기구와 같은 장비를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과 비거리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들(Rogers 등, 2002)이 부분이었다.
코어 근육의 안정성은 척추, 골반 등의 균형적인 움직

임을 위해 필수적이고(Akuthota 등, 2008) 인체의 안정성

과 움직임에도 코어 근육들의 협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Omkar 등, 2009). 스포츠 활동 중 신체에 갑작스러운 부

하가 자극되었을 때 허리의 불안정성은 운동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허리 및 하지의 손상을 유발함으로 스포츠 

활동 중 허리 근력의 강화는 중요하다. 또한 진영완과 이

상원(2014)은 초보골퍼의 코어 근력 강화운동의 필요성

은 기술적 훈련과 더불어 기술 수행에 있어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체간 안정화 운동 중재 방법 

중 매트 운동과 스위스 볼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

가 입증되고 있다.
스위스 볼을 이용한 허리 안정화 운동은 자세 유지와 

균형 유지를 하면서 다열근과 척추주위근, 척추기립근 

등의 균형 촉진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팔다리 협력근

의 상호 작용으로 허리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박미애 

등, 2004).
앞서 본 내용과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근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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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운동 프로그램이 골프 수행 능력 향상에 관한 선행 

논문들은 많았지만 안정화 운동이 유연성, 골프 수행능

력에 관한 논문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 운동 프로그램과 스위스 볼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인 허리의 안정성 및 균형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동작의 운동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유연성과 볼 헤드 속

도, 비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았다. 이다현

(2011)은 매트와 짐볼 운동에 유연성의 변화는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조군과 실험

군의 군간 유연성 비교에서 조군은 운동 전 · 후 유의

하지 않았지만, 실험군은 운동 전 · 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두 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운동 프로그램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박익렬(2012)은 8주간 메디신 볼 

던지기를 활용한 체중이동 트레이닝에서 운동군에서 트

레이닝 전 · 후 헤드 속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진영

완과 이상원(2014)은 초보 골퍼들이 코어 근력 향상을 통

해 클럽 헤드 선속도와 선가속도가 증가해 볼 비거리 향

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또한 7번 

아이언 헤드 속도는 운동 전 · 후 조군은 유의하지 않

았고, 실험군은 유의하였으며 드라이버 헤드 속도 역시 

운동 전 · 후 조군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실험군은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헤드 속

도는 운동 전 · 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진욱(2012)에서 허리 안정화 운동 후 만성요통 골프

선수의 비거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허리 안정화 운

동군과 조군이 운동 전 · 후 비거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신혁수(2006)는 메덱스와 자이로토닉이라

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군들이 12주 운동 후 비거리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
번 아이언 비거리 운동 전 · 후 조군은 유의하지 않았

고 실험군은 유의하였으며 드라이버 비거리 운동 전 · 후 

조군은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유의하였다. 연구 

결과 조군과 실험군 사이에서 4주간 스위스 볼을 이용

한 실험군에서 부분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같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결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부분의 통계값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향후 골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체력, 운동경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측정시간 동안 실험자들

의 컨디션과 심리상태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연
구기간 또한 상 적으로 짧아 앞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모든 상들을 위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통제되지 못하였던 여러 변수들에 한 사항

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의 사용과 장기적인 연

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 6월 1일부터 동년 7월 1일까지 스위

스 볼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초보 골퍼의 유연성 

및 골프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

남 광양시 소재의 H 학에 재학중인 남자 학생 10명

을 상으로 5명씩 조군, 실험군으로 나누어 4주간 실

험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군 간 유연성 전 · 후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또한 조군은 운동 후 증가는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고 유의하였다.

2. 군 간 7번 아이언 헤드속도 전 · 후 비교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조군과 실험군 모두 운

동 후 증가는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3. 군 간 드라이버 헤드 속도 전 · 후 비교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조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으

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고 유의

하였다.

4. 군 간 7번 아이언 비거리 전 · 후 비교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조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고 유의하

였다.

5. 군 간 드라이버 비거리 전 · 후 비교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였다. 또한 조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으나 유의

하게 않았고, 실험군은 운동 후 증가하였고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위스 볼을 이용한 체간 안정화 운동

이 초보 골퍼의 유연성 및 골프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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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1.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내  용 반복 횟수 및 시간

준비 운동 

(10분)
(1) 목을 돌리기 (좌, 우)
(2) 목 스트레칭 앞, 뒤, 좌, 우로 젖힘

(3) 발끝을 땅에 닿게 실시 (좌, 우) 
(4) 발목을 바깥쪽으로 젖히고, 안쪽으로 당기기 (양발 교 ) 
(5) 다리를 모은 자세에서 양 무릎 돌리기 (좌, 우) 
(6)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허리에 손을 얹고 허리 돌리기 (좌, 우)
(7)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앞으로 숙인 후, 뒤로 젖히는 동작

(8)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한 팔을 머리 위 반 쪽으로 뻗기 (좌, 우)
(9)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머리 위로 양팔을 모으기 (좌, 우) 
(10)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몸통을 좌우로 돌리기

(11) 다리를 어깨만큼 벌린 자세로 다리의 힘을 빼고 좌우로 앞차기

(12) 제자리 걷기

각 2회/30초
2회/30초
2회/45초 

각 1회/60초
2회/30초
2회/30초
2회/60초
2회/45초
2회/45초
2회/45초
2회/45초
2회/30초 

정리

운동

스트레칭 실시

심호흡 운동 실시

2. 매트 운동프로그램

머리, 가슴 들기

(Curl-up) 
바로 누워 교차로  팔 다리 들기

(Dead Bug)
바로 누워 몸통  들기

(Supine Bridge)
 옆으로 누워 몸통 들기

(Sidelying Bridge)

엎드려 누워 몸통  들기

(Prone Bridge)
심부근육 수축운동

(Abdominal Bracing)
네발기기 자세에서  교차로 팔 다

리 들기(Quadruped)
엎드려 누워  교차로 팔 다리 들

기(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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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 볼 운동프로그램 

 한발 들고  균형 잡기
 다리근육  힘을 이용한 

골반근력 강화운동
복근 강화  운동  골반 근육 긴장 풀기  골반 안정화 운동

 척추 균형 잡기 운동
골반 근육과 퇴 내전근 

강화 운동

골반 뒤쪽 근육 강화 

운동(Hip-up)
복횡근 집중 강화 운동 복횡근  틀기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