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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body commuting muscle activity by performing
dynamic postural balance training and bridge training for adults in their twenties. Methods The study randomly selected
15 students from the dynamic posture balance training and bridge training exercise groups. Before and after the start of
the exercise, the subjects were attached to the transversus abdominis, external oblique abdominal, internal oblique
abdominal, rectus abdominis muscle, and rectus femoris muscle, and the subjects were kept in a squat hold posture for 10
seconds.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transversus abdominis, external oblique
abdominal, internal oblique abdominal, rectus abdominis muscle and rectus femoris muscle in dynamic posture balance
training and bridge training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ternal oblique abdominal and rectus
abdominis muscles before and after the dynamic postural balance exercis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tus
abdominis muscle between pre and post exercise in the bridge training group. Conclusion Dynamic posture balance
training and bridge training were found to be effective for body stabilization and it is considered effective for body
stabilization if exercise is selectively perform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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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균형은 복잡한 운동 조절로 감각정보의 통합, 신경계 처리, 생
체 역학적 요인 등을 통합하는 과정이며, 자세반응은 다리와
몸통의 근육들의 협응작용의 통합 과정이다. 균형조절은 고유
수용성 감각, 안뜰계로 들어온 입력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
1)
진다.
균형은 움직임 동안 환경에 의해 조절이 조절과 조절에 어
2)
려움이 존재하며 , 걷는 동안 필요한 균형의 유지와 신체적
율동과 안정성을 보존하는 것은 내부적 또는 외부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절에 대한 복잡한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며,
나이에 따라 각자 다른 감각체계에 대해 신체적으로 많은 변
3)
화들과 연관이 있다.
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두발로 지면을 지지하는 직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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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는 불안전하며, 직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불안정적인 회
전력은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로 지지면에 대항한 두 다
4)
리가 회전력을 교정하는데 노력을 한다.
균형조절은 생체역학적인 제약, 인지처리, 체성감각을 비
롯한 시각과 전정감각은 수직인지, 움직임전략, 중추신경의 감
각통합과 가중의 생리학적인 체계에 대한 통합을 필요로 한
5)
다.
안뜰계는 균형과 함께 협응적 움직임을 목적으로 하는 공
간적 방위(spatial orientation)와 균형감각에 관한 조력을 이
6)
끌어내는 것을 제공하는 감각기관이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
이 관련되는 대뇌와 안뜰기관이 서로 작용하여 신체의 자세와
균형조절에 영향을 주고 대뇌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자세조절 그리고 공간인지(spatial cognition)에 영향을 준
7)
다.
코어근(core muscle)은 척추(spine)에 가까운 깊은 근육
층으로 여성의 코르셋의 역할로 허리에 압력을 주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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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추 주변을 둘러싼 배가로근으로서 엉덩관절과 발목의
동요를 포함하여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 하려하는 역할과 구조
8)
적 지지를 제공한다.
균형동요훈련(balance sway training)을 비롯한 코어운
동(core exercise)은 균형강화와 코어근 강화의 특별한 기능
9)
적 수행으로 구성되어 신체적 기능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
다방향 기울임 평형훈련을 하는 컴퓨터동적·정적 균형조절
장치(computerized dynamic·static posturography)는 균
형검사로도 불리며, 신체의 동적 또는 정적 상태에서 기립자
10)
세에서 정량적 자세조절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 정적자세조
절에 대한 보다 심한 외부적인 환경을 가상으로 제공하고 시
각과 체성감각입력을 조절할 수 있다. 다방향 기울임 평형훈
련은 정상성인에서는 신체교육과 더불어 스포츠훈련을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의 성인에서는 균형 장애의 진단이나 물리치
료, 자세 재교육을 하여 자세와 균형조절에 영향을 주는 감각,
운동, 중추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순응적 메카니즘을 정량적
11)
으로 사용하는 비 침습적인) 임상적 평가 기술이다.
12)
Faries와 Greenwood 은 최근 근력향상을 위해 만들어
진 운동장비의 사용은 배가로근이나 뭇갈래근(multifidus)과
더불어 코어근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코어근의
근력 향상 여부와 특별한 운동이 관계가 있는지의 논란의 여지
가 있다. 균형훈련은 고도의 과제 지향적 순응(task specific
adaptation)을 이끌어 내는 또는 보다 일반적 비 특이적 순
응(general influence balance adaptation)이 다른 과제들
13)
을 바꿀 수가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 건강한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동적자세균형훈련이
코아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대학교의 신체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목적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자만이 실험동
의서의 작성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다. 4주 동안 동적자세균
형 운동군과 브릿지 운동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한 군당 15명씩 배정하였다. 대상자들의 군에 따른 배치는 무
작위로 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1)의식수준이 명
료한자, 2)정상보행이 가능한자, 3)최근 1년 동안 허리나 다
리에 통증이 없는 자. 4)시각 또는 체성감각계에 문제가 없는
자, 5)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던 자로 하
였다.

2. 측정도구
본 실험의 측정은 특별히 훈련된 동일한 측정자로 하였으며,
측정기간은 훈련 전, 4주 훈련 후 측정하였다. 몸통의 안정성
을 알아보고자 코어근의 활성화를 위해 표면근전도 장치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코어근에 관한 전기진단학적인 측정은 표면근전
도 (Bagnoli 6-EMG system, Delsys Inc. USA)를 사용하
였다. 전극은 표면전극(DE-2.1 single differential electrode, USA)을 사용했으며, Sampling rate는 2000㎐로 설정
하였고, Band pass filter 20∼450㎐로 하여 6개의 채널을
사용하였다.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기 전 피부저항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제모를 하고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건조하여 전극
을 배가로근,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배속빗근, 배곧
은근, 넓다리곧은근, 척추세움근(Elector spinae)에 부착하여
대상자가 스쿼트유지(Squat hold)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
여 각 부위의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저장과 분석 프로그램은 Signal acquisition and analysis software(EMGwork 3.0, Delsys, Inc.
USA)를 사용하여 실효치 진폭(Root mean square)을 구하
였다. 실효치 진폭은 1초에 1000개의 신호를 window
length 0.125초, window overlap 0.0625초를 분석변수로
하는 Moving window를 사용하였다.
3. 훈련방법
1) 동적자세균형훈련

동적자세균형훈련을 통해 몸통안정성을 비롯한 코어근의 활성
화와 근 두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자세균형 측정시스템
(space balance 3d, cyber medic. co, korea)을 사용하였
다. 본 측정시스템은 정적인 상태를 비롯한 자동차피하기, 나
비잡기, 플라잉 사격, 물고기 피하기 등 19개의 운동능력평가
게임이 내장되어 동적훈련 및 진단을 한다. 대상자를 30분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컴퓨터동적균형검사장치 앞
에 서게 한다. 자세균형 측정시스템의 두 발판에 양쪽 발을
붙이고 대상자의 발의 크기와 발판의 크기를 맞추고 대상자의
두 다리의 엉덩관절 높이에 맞추어 자세균형 측정시스템의 양
쪽 고정대로 엉덩관절 각도를 맞추고 골반을 고정할 수 있는
자세균형 측정시스템의 앞뒤의 고정판에 아프지 않을 만큼 단
단히 고정하여 전후방기울림운동과 좌우측방 기울림운동 그리
고 대각선 기울림운동을 물고기 피하기의 게임모드로 하였고
난이도는 개개인에 따라 1∼10단계의 자율적인 훈련을 일일
20분간, 주 3회, 총 4주간 실시하였다.14)
2) 브릿지 훈련

대상자를 30분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매트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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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고 무릎은 60°로 구부리고 양쪽손바닥과 발바닥은 매
트의 바닥에 붙여서 반드시 눕게 한다. 배근과 엉덩이근을 수
축한다. 무릎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엉덩관절을 천장을
향해 높게 들어 유지하며 1회 운동 시간은 20초로 유지한다.
코어근을 수축시키고 척추를 향한 배근육을 수축하게 한다.
브릿지 훈련은 일일 20분간, 주 3회, 총 4주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군간
측정 항목 간의 정규 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샤피로-월
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실시하였다. 두 군 운동 전·후
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사용하고, 군간 차이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ɑ)은 0.05로 하
였다.

2) 배속빗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동적자세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 6.13±5.06
㎶에서 운동 후 12.62±15.76㎶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전 8.54±7.72㎶에서 운동 후 11.12±14.81㎶로 증
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3) 배바깥빗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동적자세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
30.32±15.25㎶에서 운동 후 47.71±14.69㎶로 증가 하여 통
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
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전 31.23±20.37㎶에서 운동 후
34.91±18.59㎶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III. 결 과

4) 배곧은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동적자세균형훈련군의 평균 연령은 20.47±0.83세, 신장은
170.40±8.03cm, 몸무게 65.27±10. 87kg이며, 브릿지 운동군
의 평균 연령은 20.40±1.06세, 신장은 172.07±7.46cm, 체중
63.89±9.20kg이다.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1).

동적자세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 12.38±15.34
㎶에서 운동 후 40.73±20.04㎶로 증가 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는 운동전 7.24±8.77㎶에서 운동 후 40.27±20.35㎶로 증가하
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2. 운동에 따른 실효치 진폭의 변화
1) 배가로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동적자세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 35.88±10.24
㎶에서 운동 후 38.68±13.87㎶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브릿지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전 31.13±1.30㎶에서 운동 후 39.33±1.23㎶로 증
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5) 넙다리곧은근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동적자세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 35.61±
18.446㎶에서 운동 후 39.57±13.32㎶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
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전 42.94±14.07㎶에서 운동 후
43.89±14.93㎶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ynamic Postural Balance Training group
(n=15)

Bridge exercise group
(n=15)

p

Age(years)

20.47±0.83

20.40±1.06

.84

Height(cm)

170.40±8.03

172.07±7.46

.56

Weight(kg)

65.27±10.87

63.89±9.20

.7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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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Table 2. EMG changes due to exercise
Dynamic Postural Balance Training
group
(n=15)

Bridge exercise
group
(n=15)

Z

p

－1.22

.22

－1.01

.31

－1.22

.22

－.518

.60

－.56

.57

transversus abdominis
pre

35.88±10.24

31.94±10.77

post

38.68±13.87

44.11±14.47

Z

－.11

－1.98

p

.91

.05

pre

6.13±5.06

8.54±7.72

post

12.62±15.76

11.12±14.81

Z

－.68

－.22

p

.49

.82

internal oblique abdominal

external oblique abdominal
pre

30.32±15.25

31.23±20.37

post

47.71±14.69

34.91±18.59

Z

－2.44

－.56

p

.01

.57

pre

12.38±15.34

7.24±8.77

post

40.73±20.04

40.27±20.35

Z

－3.18

－3.23

p

.001

.001

pre

35.61±18.44

42.94±14.07

post

39.57±13.32

43.89±14.93

Z

－.45

.00

p

.65

1.00

rectus abdominis muscle

rectus femoris muscle

* mean ± standard deviation

Ⅳ. 고 찰
기구를 이용한 동적 균형측정이 실험설계와 자료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정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미래의 도전적인 과제로서 지
난 20년 동안 많은 방법들이 발전되었고 활용되었다. 코어근
의 근력강화가 실험군의 몸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균
형은 복합적인 감각운동처리과정과 환경 그리고 기능적 전후
관계 사이에 의존하는 하나의 복잡한 운동기술을 제공하며,
감각유형과 통합에서 체성감각, 시각 그리고 들심성 안뜰계의
자세조절의 세 가지를 주로 제공한다.

Jung 등17)은 근전도를 이용하여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기
립자세와 누워있는 자세에서 배가로근 수축 (draw-in) 운동
을 수행하는 동안 바이오피드백 압력을 사용하여 배가로근을
비롯한 배곧은근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활동성을 비교하
였다. 대상자가 중력을 극복할 수 있어 몸통을 안정화시켜주
는 근육의 근전도 활동성은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서있는 자세
가 훨씬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배곧은근의 근력강화를
위하여 배가로근 수축(draw-in)운동을 할 때 누워 있는 자세
보다는 서 있는 자세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면 근전도를 통한 배가로근의 실효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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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달주, 이상호

의 변화는 동적자세 훈련군과 브릿지 훈련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결과는 배가로근이 다른 코
어근과 비교할 때 훈련 시 최우선으로 자세안정근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되며, 서 있는 동안에 균형훈련은 동시적 조절균
형의 동요를 특성화하고 목표된 코어근의 근력의 활성화에 영
9)
향을 준다는 Markovic 등 의 연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8)
Waongenngarm 등 은 배가로근에서 지속적인 착석자
세가 허리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착안하여 사무 직업자를 대
상으로 1시간 동안 착석 후 넘어질듯한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배가로근과 배속빗근을 연구하였는데, 지속적인 착석자세가
목을 포함한 어깨, 상부의 등, 하부허리, 엉덩이에서 증가된
신체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허리근육의 피로도는 똑바
른 자세와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1시간 착석 후에도 감지
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푹 쓰러질듯한 앉은 자세는 배가
로근과 배속빗근의 피로와 관련이 깊으며 이것은 손상에 영향
을 받기 쉽게 만들어내는 척추의 안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보고
하였다.
19)
Beim 등 은 20명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근
전도 연구비교에 관한 논문에서 복부근의 근력강화운동들을
연구에서 크런치 운동이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의 활성화와
견주어 다른 5개의 운동과 비교되어 상부 배곧은근의 활성화
가 배 굽힘 도구와 함께 근 활성도가 최고로 나타났으며, 반
면에 크런치 운동은 상하 배곧은근의 활성화 동안 윗몸일으키
기 운동에서 우세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적자세 훈련군의 배바깥빗근의 실효치 진
폭의 변화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 시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20)
않았다. 이를 통하여 Imai 등은 배곧은근과 함께 배바깥빗
근은 가슴 우리와 골반사이에 회전력을 생산하고 부하의 방향
을 바꾸는 것으로 배바깥빗근은 코어근중에서 배가로근과 더
불어 신체 안정성에 중요하게 균형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21)
Olson 은 13명의 신체 건강한 여성들을 상대로 몸통굴
곡 30°자세와 등속성 역량계(isokinetic dynamometer)에
대항하는 몸통폄자세에서 최대하 수의적 등척성 수축시
(maxia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에 몸통 근육
인 허리 주변근(lumbar paraspinal), 배곧은근, 배바깥빗근
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몸통의 운동조절을 평가할 때
특별히 허리 주변근과 배근육인 몸통근육의 신경근육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경근육계는 힘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
한 근육의 활동수준을 확인하는데 운동조절 전략을 사용한다.

22)

Mc Gill 등 은 신체 건강한 남성5명과 여성 3명을 대상
으로 허리에 표면근전도 전극의 적절한 위치를 통하여 대상자
는 엉덩이쪽으로 두 손은 내리고 오른쪽 다리로 지지하고, 왼
쪽 다리를 들어 엉덩관절 굽힘과 척추가족굽힘(spine lateral
bending)의 자세를 과제로 하여 몸통의 심부근육인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을 비롯한 허리근(psoas), 허리네모근(quadratus
lumborum)의 활성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근전도의
표면전극은 대상자의 몸통 심부근육의 진폭을 나타내고 단일
표면전극(single surface electrode)의 위치는 대상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자세위로의 각각의 심부근육에 대한 활성도를 나
타낸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근전도를 통한 배속빗근의 실효치 진
폭의 변화는 동적자세 훈련군과 브릿지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
의 변화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증가 하였으나 통계학
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배속빗근이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만듦으로써 몸통안정성에서 배바깥빗
근과 함께 협력 작용을 한다고 간주된다.
23)
NG 등 은 배속빗근을 대상으로 23명의 요부병력이 없는
신체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등척성 축의 회전방향 사이에서
몸통근육에 대한 회전력의 출력변화와 6개의 양쪽몸통근육의
근전도 그래프의 변화를 통하여 가로단면(transverse plane)
에서의 일차회전과 시상면(saggittal plane)과 이마면
(corronal plane)에서의 짝 회전력(coupling torques)을 측
정하였다. 짝 회전력의 변화는 두드러진 피로율과 피로한 축
회전운동안에 다양한 증가뿐만 아니라 몸통의 활성도의 변화
이며 이는 척추의 안정성과 내부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24)
Ósullivan 등(1998) 은 42명의 만성허리통증환자를 대
상으로 만성요통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허리 뭇갈래근 (lumbar multifidus)과 더불어 몸통의 심부근육에 동시수축
(co-contraction)의 특별한 운동중재를 통하여 만성허리 통증
이 있는 환자에서 배곧은근의 동원(recruitment)을 연구하였
다. 배곧은근과 관련하여 배속빗근 활성도의 비율에 변화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근전도를 통한 배곧
은근의 실효치 진폭 변화는 동적자세 훈련군과 브릿지 훈련군
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후 증가
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본 연구를 통
해 코어근이 자세안정화에 있어 몸통의 전면부의 근력을 강화
시켜 반복적인 훈련 시에 주로 몸통을 일으키는 작용을 했다
고 판단된다.
25)
Larsson 등 은 임상적으로 건강한 남성 10명과 여성 10
명으로 구성된 대상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최대 구심성 무릎신
전을 하는 지구력 검사 동안에 근전도의 실효치 진폭과 평균
주파수(mean frequency)와 정점 회전력(peak torqu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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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연구하였다. 근육의 피로도는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정량화될 수가 있고 등속성 검사에서 반복
적 수축에 대한 하나의 세트가 기초가 된다. 넓다리곧은근과
넙다리곧은근(vastus medialis)는 무릎폄의 등속성 지구력 검
사로부터 획득된 변화하기 쉬운 신뢰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표면 근전도를 통한 넓다리곧은근에서
실효치 진폭의 변화는 동적자세 훈련군의 실효치 진폭의 변화
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넓다리곧은근이 엉덩관절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골반을 안정
화 시켜서 자세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26)
Olson 은 몸통 폄근의 피로가 유발된 14명의 신체 건강
한 여성의 척추세움근을 상대로 보행 시 몸통폄근의 전·후 피
로는 몸통근육인 척주 주변근, 배곧은근, 배바깥빗근의 활성화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50%와 70%의 최대하 몸통폄의 지
속적인 신체활동은 신경근 피로가 즉시 나타내는 체계에 대해
순응적 신경근육 반응에 의한 허리하부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피로 발생 후에 몸통을 지지하기위한 감소된
척추 주변근의 능력은 약해진 지면 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s)에서 사라진 척추의 뻣뻣함에 가담한 요소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에서 운동이 부족한 대상
자에게 동적자세균형훈련과 브릿지 운동치료가 몸통안정화 근
육 홀성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운동 특
성상 배 주변 근육 중 특정 근육만의 운동이 되지는 않아 어
떠한 근육의 역할이 몸통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내는지
에 대한 내용은 입증하기 어려웠다. 다음 연구에서는 특정 근
육만을 자극하는 각개의 운동법에 따라 코아 근육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자발적인 운동 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동기부여에 따른 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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