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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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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치어리딩은 빠른 리듬에 맞춘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종목으로 고난도의 퍼

포먼스가 요구되며, 부상이 많은 종목으로 근력 및 유연성, 퍼포먼스 증가를 위한 

훈련이 요구된다. 바른 자세 척추운동은 근막을 이완시켜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

고 관절의 자세불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PE 훈련을 

수행하여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

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 중에 최근 3개월 동안 부상이 없고, 1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선정하였다. 총 22

명의 대상자가 운동군(EG : Exercise Group, n=11, 15.9±2.0yrs, 159.2±7.1cm, 

54.6±16.2kg), 비운동군(NEG : Non Exercise Group, n=11, 15.9±2.5yrs, 

158.2±8.1cm, 53.5±9.2kg)으로 SNPE 훈련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SNPE 프로그램은 총 6주 동안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운동은 벨트 운동과 도구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주 5회 6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운

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2주씩 세트 수 및 반복 횟수를 늘렸다. SNPE 훈련 전후로 기

능적 기능성 움직임평가(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와 견관절과 고관절의 관

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등척성 근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처리

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9를 사용하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를 사용하였다. 집단 간 차이검증은 사전값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ANCOVA)을 하였고, Bonferroni를 이용해 대비를 확인하였으며, 통계적 1종 오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FMS의 총점이 EG에서 증가하여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등척성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좌우의 벌림, 모음, 안쪽돌림, 가쪽돌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고관절 좌우의 굽힘, 폄, 모음, 벌림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ROM 측정결과, 견관절은 좌우 굽힘, 좌측 안쪽돌림

(p<.01). 좌우 폄, 우측 안쪽돌림(p<.001), 좌우 가쪽돌림(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고관절은 좌측 굽힘, 좌우 폄(p<.001), 우측굽힘(p<.01), 오른쪽 벌림(p<.05)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 기능 및 가동범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SNPE를 통해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부상 후의 재활 프로그램 및 선수들의 퍼

포먼스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세부적 프

로그램을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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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치어리딩은 체조 동작의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대규모의 그룹을 팀으

로 이루어 음악에 맞춘 안무와 함께 수행되는 스포츠 종목이다(International Cheer 

Union, 2016). 치어리딩은 2분 15초라는 정해진 시간에 빠른 리듬에 맞추어 스턴트

나, 체조 같은 고난도 기술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elds & Smith, 2011). 힐 스트레치(heel stretch), 아라베스크

(arabesque) 등 밸런스를 잡는 기술 동작과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동작, 팀의 움직

임에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기술을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체력과 기능

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상 가능성이 크고, 퍼포먼스에 제약을 받는다(윤소

미, 손윤선, 황은진, 이대택, 2017). 

선수들에게 부상을 예방하고,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종목

에 적합한 보강 및 회복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치어리딩은 킥, 점프, 턴, 

텀블링과 같이 몸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가동성이 큰 움직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동적, 정적 자세의 안정성 및 가동성의 확보를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은 체력과 기술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근육 및 관절

의 사용 빈도가 높고, 최대 관절 가동범위 내에서 순간적인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복 근력운동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권영국, 1999). 스포

츠 치어리딩 역시 전신을 리듬에 맞춰 다이나믹하게 쓰는 운동이므로 손상도 전체

적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를 보면 손목과 발목, 엉덩이, 어깨, 허리와 같은 주요 부

위들이 손상과 함께 가벼운 타박상 등의 부상률이 높았다(윤소미 등, 2017). 

치어리딩 운동에서는 팔을 밀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들과 텀블링 그리고 다양한 

팔 동작들로 인한 견관절 부위의 사용과 주요 동작의 동적 안정성을 위한 고관절의 

사용 빈도가 높다. 또한 코어 근육들이 위와 같은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신체 안정화를 위한 코어 근육은 인체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곳으로 신체가 움직일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고 골반 부

위의 근육을 바로 잡아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Davlin, 2004).

코어 근육을 통한 균형 감각을 포함한 인체의 움직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능성 움직임평가(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가 있다. 선수들의 효율적인 움

직임은 퍼포먼스의 증가로 이어지는 운동능력과 부상과 연관이 있으므로 기능성 운

동 평가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중 기능성 움직임 검사는 동작의 안정성, 이동성을 

바탕으로 좌·우의 불균형, 제한적 동작이나 결함을 평가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평가도구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Cook, Burton, Hoogenboom & Voight,  

2014). FMS는 미국에서도 스포츠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부상 예방 및 평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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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Cook et al, 2014).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남자 단거리 육상선수들을 대상으로 검사하였을 때, 하

지 근력에 강화에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고(손희정, 2020).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손

상 예방을 위해 기능성 움직임 검사를 활용하여 손상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송

홍선, 김광준, 박종철, 우승석, 김주영, 소위영, 김리나, 2015).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능성 움직임 검사의 점수와 관절가동범위에 관

한 연구에서 고관절의 굴곡가동범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우호, 

2014). 그 외 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견관절 및 고관절에 관한 운동 상해 및 

예방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태권도 선수들의 만성 발목 염좌의 치료 

및 재활 운동을 위해서도 고관절의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선행연구들로 

진행되었다(임미영, 박명수, 임승길, 2010). 남자 단거리달리기 선수들의 기능성 움

직임 검사 측정 시 청소년기의 선수들이 오히려 측정 기록이 낮았다고 한다. 이는 

훈련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손

희정, 2020). 성장기의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경우도 정확한 운동 동작의 사용

과 코어 근육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의 양 보다는 질적 

트레이닝을 통한 퍼포먼스의 점진적인 수행력 향상이 필요하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력과 유연성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어리딩은 다른 종목보다도 근력과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운동 종목이다. 운동선

수들의 근력과 유연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에서 근력과 유연성이 퍼포먼스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김도윤, 김광

희, 김용진, 김기연, 2007; 이경일, 김상훈, 류희봉, 2000). 치어리딩과 같은 리듬운동

에 해당하는 리듬체조 역시 근력과 유연성의 개선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양성해, 2011). 또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근력과 유연

성이 부상 예방 및 퍼포먼스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덕자, 박병주, 

2003).

바른 자세 척추운동(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SNPE)은 비뚤어진 치아를 스프

링과 보철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자세 회복 운동으로,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을 모두 모아 

놓은 운동치료의 효과를 극대 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SNPE 도구 운동’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스스로 이완시키고,‘SNPE 벨트 운동’을 통해 불균형한 신체가 원

래의 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하여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의 완화

와 기능의 회복을 돕는다(최중기, 윤지유, 2017).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SNPE 프로

그램을 통해 유연성과 배근력이 향상하였고, 기능적 움직임이 증가하였으며, 통증이 

감소하였다. 또한 관절의 불균형이 회복되어 자세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윤지유, 이희진, 윤소미, 임다혜, 황재구, 이대택, 2019; 이희진, 이대택, 윤

지유, 최중기, 경지혜, 이윤빈, 황재구, 윤소미, 2019; 이희진, 윤지유, 최중기, 윤소

미, 황재구, 이윤빈, 이대택, 2020). 그러므로 SNPE 도구를 통해 핵심 원리인 굳어져 

있는 속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SNPE 벨트를 사용한 코어 강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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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신체의 안정화 및 기능적 움직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기능성 움직임이나 근력, 유연성, 및 관절가동범위는 부상과 퍼포먼스

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치어리딩은 스포츠로서 인정받고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

된 만큼 종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소미 등, 2017). 그러나 치어리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훈련(장상우, 2015)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기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성장

기 신체적 발달과 기능의 변화 폭이 큰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스포츠이고 부상이 많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나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훈련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몸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많은 분절로 이루어진 인체의 특

성상 관절의 안정화도 중요한 요인이다(Rienmann & Lephart, 2002). SNPE에서 자세 

안정화와 관절의 움직임 및 근력과 유연성 요인의 개선에 도움을 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SNPE의 검증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와 근 골격계 질환이 있는 통증이 있는 대상자들로 진행된 결과뿐이며, 

운동선수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확한 동작과 근육의 사용을 위하여 

SNPE 훈련을 통한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통해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퍼포먼스 증

가와 부상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

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SNPE 훈련이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

둘째, SNPE 훈련이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견관절의 근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셋째, SNPE 훈련이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견관절의 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칠것인

가?

넷째, SNPE 훈련이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고관절의 근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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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섯째, SNPE 훈련이 유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고관절의 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의 추가 운동시간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외부환경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

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및 대조군의 생활방식(수면시간, 신체활동 등)을 동일하게 통제

하지 못하였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SNPE(에스엔피이)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의 약자로 자기 스스로 인간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

는 운동으로‘SNPE 도구 운동’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스스로 이완시키고, ‘SNPE 

벨트 운동’을 통해 불균형한 신체가 원래의 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교

정하여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의 완화와 기능의 회복을 돕는 운동.

2) 스포츠 치어리딩

텀블링, 댄스, 다양한 형태의 점프, 챈트(구호)와 그룹 스턴트, 파트너 스턴트 등의 

요소를 이용해 팀별로 2분 15초 동안 정해진 규정의 매트 안에서 음악에 맞춰 루틴

을 경연하는 종목.

3) 팀 치어

스포츠 치어리딩 중 스턴트, 점프, 덤블링 피라미드등의 요소로 구성한 연기.

4) 퍼포먼스 치어

스포츠 치어리딩 중 치어리딩 팔 모션, 덤블링, 무용적 테크닉을 요소로 구성한 

연기로 팜, 힙합, 재즈, 하이킥의 세부종목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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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인체의 움직임은 관절의 회전운동으로 발생한다. 뼈는 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며, 관절구조는 두 뼈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근

육, 힘줄, 인대 등과 같은 조직들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가동범위가 존

재.

6) 기능적 운동수행력  

운동 수행능력이란 근력을 이용하여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ATP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근육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근력 및 운동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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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치어리딩

 치어리딩은 130년 전 미국에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110개국

에 약 450만 명의 등록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올림픽 잠정종목으로 

승인받았다(International Cheer Union, 2016). 치어리딩의 세부종목은 두 가지로 나

뉜다. 첫 번째는 팀 치어(team cheer)와 두 번째는 퍼포먼스 치어(performance 

cheer)로 나뉜다. 팀 치어는 체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파트너십을 활용한 스턴트, 

피라미드, 토스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수행하는 종목이며 남녀 혼성팀과 여성팀으

로 세분되며 레벨1-7로 구분된다. 퍼포먼스 치어는 팀 경기와 더블 종목으로 나뉘

는데 프리스타일 팜을 대표종목으로 볼 수 있다. 절도있는 모션 안무와 턴, 킥, 발

란스 등의 기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치어힙합, 재즈치어, 하이킥 등이 종목에 포

함된다(KCA, 2016). 

치어리딩은 음악에 맞추어 스턴트나, 체조와 같은 고난도 기술을 수행하기 때문

에 스포츠 손상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elds & Smith, 2011). 운동선

수들이 운동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 및 기술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

고 최대 관절 가동범위에서 순간적인 힘을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반복 운동성 부

상 및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권영국, 1999). 치어리딩 또한 체력향상 및 기술의 반

복 연습을 통한 수행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등의 운동 

특징은 과다한 허리사용과 척추의 과신전, 굴곡, 회전운동이 선수들에게 통증을 일

으키며, 오랜 선수 생활 및 컨디셔닝 유지를 위해서 복근과 대둔근의 근 기능 강화 

운동 주장했다(윤민정, 김기진, 2012). 그러나 치어리딩은 축구처럼 하체에 집중적으

로 손상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전신을 쓰는 운동이기에 손상도 전체적으로 나타난

다. 

2. 바른 자세 척추운동(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SNPE)

SNPE 바른 자세 척추운동은“자기 스스로(Self)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natural 

posture)를 회복하는 운동(exercis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운동이다. 기존의 운

동 및 증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타인에 의존한 방법이었다면, SNPE는 증세를 느끼는 

본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비뚤어진 자세와 척추를 바로잡는 

SELF 운동법이다(SNPE, 2021). SNPE는 비뚤어진 치아가 스프링과 보철에 의해 제

자리로 돌아가는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한 자세 회복 운동으로, 요가, 필라테스, 피

트니스,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을 종합하여 운동치료의 효과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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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다. 이를 통하여 비뚤어진 구조를 바른 자세로 교정하는 운동을 본인 스스로 

꾸준히 실천하고, 굳어져 있는 속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통증 치유의 핵심이며,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기 위해 SNPE 벨트를 사용한 코어 

강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NPE는 종합적(united), 독특함

(unique), 실용적(useful)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갖는다. 근골격계질환 및 통증 해결을 

위하여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다양한 운동치료 방법

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만든 종합적 운동방법이라는 특징과 치아교정의 

원리를 인체에 적용시켜 SNPE 벨트와 SNPE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운동치료 방법

으로 현대인들의 통증을 해결하는 새로운 운동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통증 

해결과 바른 자세교정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누구나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이 가능

하며, 단기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실용적인 특징을 갖는다(최중기, 윤지유 

2017). 

SNPE는 통증의 원인은 굳어진 근육과 근막에 있다고 보았다. 근육이 경직되면서 

굳어지면 근육과 연결된 근막, 뼈 막, 인대 등의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막(fascia)은 잘못된 자세습관으로 근막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여 근막을 풀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중요시하

는 코어 근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척추의 안정화를 위한 코어 근육은 가로막(횡격

막, diaphragm), 골반바닥근(골반기저근, pelvic floor), 뭇갈래근(다열근, multifidus), 

배가로근(복횡근, transverse abdominis)이 코어근육들에 해당되며, 선택, 집중, 반복

으로 SNPE에서는 단순성을 요하는 운동테라피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1) 동작에 대한 설명 및 기대효과

(1) SNPE 벨트 운동 1번 자세(손 뒤로 깍지끼고 의자 자세)

SNPE 바른 자세 벨트와 SNPE 골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바르게 선 후, 양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앉는 느낌으로 깊게 앉는다. 상체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확장하고 등 뒤로 깍지를 낀 후 무게중심을 발꿈치 뒤로 싣고 발가락

을 들어 올린다. 이때, 엉덩이는 계속 아래로 앉듯이 내린다. 이 자세로 10초~30초 

자세를 유지하며 하루 5~10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동작하며 호흡을 내쉴 때는 등과 

허리, 골반 근육을 수축하며 깊숙하게 앉아준다. 1번 동작 때문에 자극되는 근육에

는 목 굴곡근, 큰가슴근, 배곧은근, 넙다리네갈래근, 등세모근, 마름근, 척추세움근, 

볼기근, 모음근, 넙다리뒤근육이 영향을 받으며 목디스크 및 목주름 예방, 척추측만

증 예방 및 어깨통증 완화, 허리통증 등에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동작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2) SNPE 벨트 운동 2번 자세(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다리를 모은 후 SNPE 버클형 벨트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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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준다. 그 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뒤로 눕는다. 등을 바닥에 대고 복부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신전시켜준다. 이후 자세가 편해지면 팔을 위로 올려 몸을 최

대한 신전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며 초보자는 약 20초, 숙련자는 1~3분 동안 자세를 

유지하여 준다. 2번 자세 동작 시 가로막, 엉덩이 허리근, 배곧은근, 넙다리네갈래근

에 자극을 받으며 상·하체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

다(최중기, 윤지유, 2017).

(3) SNPE 벨트 운동 3번 자세(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SNPE 바른 자세 벨트를 다리에 묶고 엎드려 손을 이마 아래에 놓은 후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린다. 어깨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을 주고 조금씩 위로 들어 올린다. 허리에 힘을 주어 C자 곡선을 유지

하며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20초간 자세를 유지하며 5-10세트 반복한다. 3

번 자세는 척추세움근, 볼기근, 골반바닥근, 모음근, 넙다리근육에 자극을 주며 자세

교정 및 허리근육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4) SNPE 벨트 운동 4번 자세(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앉은 자세에서 뒤로 굴러 머리 위로 발끝을 넘겼다가 다시 올라와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구르기라고 하며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몸을 둥글게 말아 다리를 

머리 위로 넘긴 다음 다리를 펴고 발끝을 머리 위 바닥에 닿도록 한 다음 다시 복

부에 힘을 주고 굴러서 상체를 숙여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호흡을 한다. 4번 자

세는 등세모근, 어깨올림근, 가시위근, 마름근, 가시 아래 근 등의 근육에 자극을 주

며 통증 예방 및 복부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5) SNPE 도구 운동 C무브(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딱딱하게 굳은 목과 뒤통수 뼈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근육의 탄성을 

회복하고 변이된 목뼈를 바르게 교정해주는 운동으로서 누운 상태에서 웨이브 베개

를 머리카락과 목의 경계선 부위에 받친 후 머리를 좌, 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목뼈 

주변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준다. 30초-1분 정도 움직인 후 조금씩 내려가며 사용해

준다(최중기, 윤지유, 2017).

6) SNPE 도구 운동 T무브(바른 등, 어깨구조 회복 운동)

T무브는 딱딱하게 굳은 등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근육의 탄성

을 회복하고 변이된 등뼈를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으로 등세모근, 어깨올림근, 마름

근 등을 자극 주며 굽은 등, 굽은 어깨 예방과 자세교정, 오십견 회전근개 이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웨이브 베개를 등 아래에 세로로 놓고 무릎을 세운 후 골반 

넓이로 벌린다.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골반을 올렸다 바닥 가까이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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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를 들어 올린다. 시소 타는 동작이 연상되기도 하는 T무브는 1회 30회 반복하

여 숙련도에 따라 세트 수를 달리하여 운동한다. 운동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각각 

놓고 동작을 진행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7) SNPE 도구 운동 L무브(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바른 자세 벨트와 골반교정 벨트를 착용 후 웨이브 베개를 후상 장골극(P.S.I.S) 또

는 허리 부분에 놓고 양손으로 베게 끝을 잡고 무릎 90°로 구부려 발끝을 바닥 가

까이 이 내렸다가 들어 올린다. 반복 횟수와 세트 수는 운동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L무브는 일자 허리교정, 허리, 골반 통증 및 디스크 완화에 효과적이며 

복부 심관을 강화시키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 동작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8) SNPE 도구 운동 SC무브(바른 골반 회복 운동)

SC무브는 외부충격이나 잘못된 자세습관에 의하여 변형된 엉치뼈(sacrum)와 꼬리

뼈(coccyx)를 위한 도구 운동으로 웨이브 베개를 골반 아래 놓고 앉아 한쪽 다리의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반대쪽 발목을 올려놓은 후 골반 아랫(궁둥뼈)부분을 이완시

키는 운동으로 부교감신경 활성화 및 고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최

중기, 윤지유, 2017). 

3. 등척성 근력 (isometric exercise)

 근력이란 근육이나 근조직이 한 번 수축할 때에 발휘되는 최대의 힘을 뜻하며, 

근수축에 동원되는 근섬유의 수에 의하여 근육의 세기가 결정된다. 즉, 근수축 시에 

동원되는 근섬유의 수가 많을수록 근력이 세다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국민건강지식센터).

근의 활동 중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등척성 활

동(isometric action) 또는 정적(static) 수축이라 하며, 등척성 근력은 일반적으로 신

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으로, 일어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동안의 정적인 신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수축의 형태로 근육의 힘은 발휘되지만, 그 길이는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도도 변하지 않는 형태이다.

등척성 근력은 근육의 장력은 느끼지만, 무게를 움직일 수 없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등척성 근수축 시에는 마이오신 연결 교의 형성이 반

복되어 힘이 발현되지만, 외력이 너무 크면 액틴 근세사를 움직이지 못하므로 근육

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Wilmore et al., 2008). 

다른 근수축 운동과 달리 관절 각도나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 

장력을 발생시키는 운동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근력이나 약한 관절 각도에 맞춰 트

레이닝시 더 효과적이며 운동 수행시간은 10분 내외가 좋다(원영두, 1999). 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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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나 특별한 장비 없이 적은 시간에 트레이닝이 가능한 운동이며 근육통 등의 걱

정을 줄일 수 있다(Delsia, 1988).

 

4. 기능적 움직임 검사 (functional movement screen : FMS)

FMS는 Functional Movement Screen의 약자로 1997년 cook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

어졌다(Cook et al., 1998). 미국의 그레이 쿡은 잠재적 부상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신체는 부상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움직

임검사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FMS 내의 7가지 측정항목을 이 연구자들의 임상경험을 바

탕으로 개발되었다(Gray, 2003). 검사 초기에는 운동선수의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제

공되었었으며, 측정 장비, 관련 세미나, 서적 및 비디오, 등이 포함되며 점차 확장되었다. 

FMS 검사에 대한 효율성이나 신뢰도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

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선수들을 위한 트레이닝 또는 헬스장 등에서 운동 전 검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능적 움직임 검사방법에는 총 7가지의 개별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에 따라 

개별적, 전체적인 점수로 측정된다(Cook et al., 2006). 세부 동작으로는 딥 스쿼트, 허들 

스텝, 인라인 런지, 숄더 모빌리티, 레그 레이즈, 푸쉬 업, 로터리 스테빌리티 의 총 7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바른 움직임은 3점, 동작을 끝내고 보상 작용이 일어날 경우 

2점, 정상적 동작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 1점, 측정 중 통증 발생 시 0점으로 점수를 부여 

할 수 있으며 개별점수의 합이 21점으로 전체점수가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부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측정 중에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보상적 운동 패턴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보상적 

패턴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움직임 통하여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보상 패턴은 

선수들에게 운동 상해가 발생하거나 운동기능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특정 운동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다고 제안되어왔다(Coo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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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울산광역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치어리딩 선수들

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부상이 없는 선수들을 모집하기 위해 각 지역의 팀 내에 

연구 관련 사전 설명 후 각 집단별 피험자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참여 가능 선수

들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로 울산시 11명, 강원도 5명, 

부산시 2명, 경상남도 4명의 선수들 중 훈련 기간 동안 꾸준한 운동 참여가 가능한 선

수들은 EG(exercise group)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을 NEG(non exercise 
group)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부상 관련 설문지 및 신체활동 설문

지(PAR-Q, IPAQ)검사 후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총 22명으

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EG(n=11) NEG(n=11) p

나이(yrs) 15.9±2.0 15.9±2.5 .965

신장(cm) 159.2±7.1 158.2±8.1 .876

체중(kg) 54.6±16.2 53.5±9.2 .169

경력(yrs) 3.5±1.5 3.5±1.5 .566

EG : exercise group, NEG : non exercise group

표 1. 연구참여자 신체 정보                                                   (M±SD)

2. 연구 설계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설계는〈그림 1〉과 같다. 훈련을 

6주 동안 주 5회 60분 운동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주 5회 운동 중 3회는 같이 진행되

었고, 2회는 개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60분으로 맞추어 진행하였다. 단, 2주씩(1~2

주, 3~4주, 5~6주) 세트 수, 반복 횟수를 늘려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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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및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는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표 2>의 장비

들을 사용하였다. 

관절가동범위측정기는 고니오미터(12-1025HR, BASELINE, USA)를 사용하여 관절의 가동범

위를 측정하였으며, 기능성 운동수행력은 기능성 움직임 평가도구(FMS-kit, FMS, USA)를 

사용하여 검사 하였고, 등척성 근력측정은 근력 측정기(Microfet, 2HOGGAN scientific, ll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체중계 및 신장계인 (BSM370, Inbody, 

연구참가자

선정
•본 실험 조건에 적합한 22명의 참가자 선정

⇩

설문지와 동의서

작성
•실험 참여 동의서 및 신체활동 설문지 작성

⇩

신체조성검사 •신장, 체중 측정

⇩

사전검사

•기능성 움직임 검사(FMS 측정)

•관절가동범위(ROM)

•근력측정(등척성)

⇩

본 운동 •SNPE 벨트 운동 / 도구 운동 (6주)

⇩

사후 검사 •사전검사와 동일

⇩

자료처리 •ANCOVA

그림 1. 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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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운동 시 필요한 도구로는 웨이브 베게(웨이브 베

게, (주)SNPE, KOREA)와 바른 자세 벨트(바른 자세 벨트, (주)SNPE, KOREA)를 사용

하였다.

표 2. 측정 도구 및 운동 도구

측정 도구 사진 모델명 제조사 국가

관절가동범위

측정
12-1025HR BASELINE USA

기능성 

움직임 

평가도구

FMS test kit FMS USA

등척성 근력

측정 도구
Microfet2

HOGGAN

scientific, 

llc.

USA

신장계

및

체중계

BSM370 Inbod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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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항목 및 방법 

1) 신체 구성검사(body composition)

본 연구에서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 및 체중계(BSM370, Inbody, KOREA)를 사용하

여 측정계에 자연스럽게 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여 측정하였다. 

2)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 ROM)

 견관절과 고관절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고니오메터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부위 관절의 정상가동범위를〈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운동군과 비운

동군의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을 위하여 동일한 마사지 배드 위에서 측정하였다. 측

정부위는 견관절 부위의 굽힘, 폄, 안쪽돌림과 가쪽돌림을, 고관절 부위는 굽힘, 폄, 

모음, 벌림을 측정하였다. 배드 위에 해부학적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

였다. 측정 시 몸통이 들리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 위로 완전

히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가 뜨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측정하였으며 어깨가 

뜰 경우에는 수건을 받쳐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SNPE

도구 운동

웨이브

베게
(주)SNPE KOREA

SNPE

벨트 운동

바른 자세

벨트
(주)SNP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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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측정 부위 측정 사진 정상범위

견관절

굽힘

(flexion)
  0°~ 180°

폄

(extension)
 0°~ 60°

안쪽돌림

(internal rotation)
 0°~ 90°

가쪽돌림

(external rotation)

 0°~ 90°

표 3. 측정 부위와 관절의 정상 가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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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굽힘

(flexion)
  0°~ 120°

폄

(extension)
 0°~ 30°

모음(내전)

(adduction)
 0°~ 30°

벌림(외전)

(abduction)
 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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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적 운동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운동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FMS 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수행방법은 아래〈표 4〉로 정리하였다. 영상으로 측정 후 0점에서 3점까지 점

수를 부여하였으며, FMS 평가자격을 소지한 평가자가 한 번 더 영상을 평가하였다.

순

서
명칭 사진 설명

1
딥 스쿼트

(deep squat)

양발을 어깨너비로 선 후, 봉

을 높이 들어 올려 스쿼트를 

실시한다.

2
허들 스텝

(hurdle step)

무릎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

게 허들 높이를 조정한 후 봉

은 목 위에 놓고 한쪽 다리씩 

허들을 넘어 뒤꿈치를 찍고 다

시 돌아온다.

3

숄더

모빌리티

(shoulder 

mobility)

 엄지손가락은 말아서 주먹을 

쥐어, 한 손은 머리 위로, 다

른 한 손은 머리 아래로 하여 

동시에 등에서 만난다.

표 4. 기능적 운동 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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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그레이즈

(leg raise)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해부학

적 자세로 발등은 중립상태에

서 시작, 한쪽 다리를 위로 들

어 올리고, 바닥에 있는 다리

는 바르게 핀 상태에서 실시한

다.

5

로터리

스테빌리티

(rotary 

stability)

네 발기기 자세에서 서로 반대

편의 팔과 다리를 앞뒤로 일직

선으로 뻗은 후 팔꿈치와 무릎

을 당겨 닿게 한다.

6

인라인 런지

(in-line 

lunge)

상체는 봉을 잡고 수직 상태를 

유지하며, 무릎의 길이만큼 다

리를 벌려 뒷발의 앞꿈치는 0

에, 앞발은 무릎의 길이만큼 

내어 뒤꿈치를 길이에 맞추어 

런지 자세를 취하며 뒤에 있는 

무릎이 앞발의 뒤꿈치에 닿도

록 수행한다.

7
푸쉬업

(push-up) 

팔의 위치가 머리 위 또는, 어

깨높이에 놓인 상태에서 척추

와 발목은 중립을 유지하여 팔

을 펴며 동시에 몸통을 들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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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척성 근력측정

선수들의 근력(등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척성 근력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MicroFet2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장치로 최대 890N의 값까지 최대 힘(Peak 

force)을 측정할 수 있는 등척성 수축 검사에 용이하다. 측정하기 위한 근육의 부위

에 측정기를 밀착시키고 3~5초가량 측정을 하며. 측정은 등척성 근 기능에 대한 근

력측정을 하였다. 견관절의 모음, 벌림, 안쪽돌림, 가쪽돌림을 측정하였고, 고관절의 

굽힘, 폄, 모음, 벌림 부위를 측정하였다. 자세한 측정 부위는 아래 <표 5>과 같다. 

고관절 측정시 폄를 제외한 부분은 신체를 벨트와 배드(bad)에 고정하여 측정하였

으며, 사전, 사후 검사 시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부위 측정 부위 사진

견관절

모음

(adduction)

벌림

(abduction)

    

안쪽돌림

(internal rotation)

     

표 5. 근력측정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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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쪽돌림

(external rotation)

    

고관절

굽힘

(flexion)

     

폄

(extension)

     

모음

(adduction)

벌림

(ab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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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방법 및 프로그램 

 연구에 참여하는 22명은 모두 현재 치어리딩 선수로 활동하는 여자 청소년 선수

들로 운동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나누어 운동군에 대해서 SNPE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50분, 쿨다운 5분으로 총 60분간 실시하며, 주5

회 빈도로 6주간 실시하며, 설정된 운동 강도는 2주차마다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며 

점진적 부하를 주었다. 동작의 수행에 대한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표 6>, 〈표 7> 그리고〈표 8>와 같으며, 운동 

수행 동작은 <표 9>과 같이 구성되었다.

1~2주 차에는 바른 자세 걷기를 하며 웜업을 한 후 먼저 벨트 운동을 실시하였

다. 전상장골극을 감싸듯이 골반 밴드 묶고, 바른 자세 벨트로 허벅지 중간, 무릎 

바로 밑 그리고 발목을 묶어 준비하였다.

1번 자세를 실시하기 위해 의자에 깊게 앉는 자세에서 앞꿈치를 들어 무게중심을 

맞추고 상체를 들어 올린 후 팔은 뒤에서 맞잡고 견갑골이 맞닿을 정도로 밀어주었

다. 이때 가슴을 최대한 확장한 상태에서 뒤로 맞잡은 손은 승모근을 내리는 느낌

으로 아래로 내리며 자연스럽게 목이 넘어가며 시선이 45°이상 올라가도록 만들어 

30초 버티기를 5세트 반복하였다. 2번 자세는 벨트 없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버

클밸트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감싼 후 천장을 보고 천장을 보고 누워 힘을 뺀 상태

에서 1분 가량 편안한 상태로 호흡하여 진행하였다. 3번 자세는 벨트를 묶고 엎드

린 상태에서 양손은 포개어 이마에 높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30초 동안 버티는 동작은 5회 반복하였다. 4번 자세는 구르기로 다양한 구르기가 

있지만, 기본 구르기로 통일하여 운동하였다. 벨트를 착용하고 다리를 뻗은 상태에

서 천천히 구르기를 하였고, 다리는 올라가며 접어 머리 위 바닥을 찍고 다시 원상

태인 앉은 자세로 돌아오며, 손은 바닥을 짚어 구르는 동작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며 앉은 상태로 돌아올 때는 허리부터 상체를 구부려 햄스트링이 이완될 수 있도

록 하여 50회를 반복하였다.

도구 운동으로는 C무브를 수행하는데 경추에 웨이브 베개를 놓고 좌우로 움직이

며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자극을 주며 마사지하여 긴장을 풀어주며, T무브는 웨이

브 베개를 세로로 놓고 견갑골과 척추 사이에 놓은 상태에서 손은 깍지를 끼워 경

추를 감싸고 시소 타는 듯한 동작으로 왼쪽 50회, 오른쪽 50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L무브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후상장골극 부위에 웨이브 베개를 놓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레그 레이즈 동작을 50회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SC무브를 수행하였다. 웨이브 베게 위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

고 팔은 바닥을 짚는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자극

주며 뭉친 근육을 풀며 5분 동안 수행하였다. 마무리는 웨이브 베게는 경추에 놓고 

해부학적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무리하였다. 1~2주 차에는 동작을 

익히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3주 차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여 반복 횟수 및 세트 수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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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차

구분 프로그램 소요 소요시간

준비운동 바른 자세 걷기 5분

본 운동

벨

트

운

동

SNPE 1번 

(손깍지 끼고 의자 자세)
30초 5set

50분

SNPE 2번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1분

SNPE 3번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30초/5set

SNPE 4번 

(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50회

도

구

운

동

SNPE C무브 

(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5분

SNPE T무브 

(바른 등, 어깨구조 회복 운동)
L50회/R50회

SNPE L무브 

(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50회

SNPE SC무브

(바른 골반 회복 운동)
5분

정리운동 바른 수면 자세 휴식 5분

표 6. SNPE 훈련프로토콜(1~2주 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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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차

구분 프로그램 소요 소요시간

준비운동 바른 자세 걷기 5분

본 운동

벨

트

운

동

SNPE 1번 
(손깍지 끼고 의자 자세) 30초 7set

50분

SNPE 2번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2분

SNPE 3번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30초/7set

SNPE 4번 
(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70회

도

구

운

동

SNPE C무브 
(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5분

SNPE T무브 
(바른 등, 어깨구조 회복 운동) L50회/R50회

SNPE L무브 
(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70회

SNPE SC무브
(바른 골반 회복 운동) 5분

정리운동 바른 수면 자세 휴식 5분

표 7. SNPE 훈련프로토콜(3~4주 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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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차

구분 프로그램 소요 소요시간

준비운동 바른 자세 걷기 5분

본 운동

벨

트

운

동

SNPE 1번
 (손깍지 끼고 의자 자세) 30초 10set

50분

SNPE 2번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3분

SNPE 3번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30초/10set

SNPE 4번
 (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100회

도

구

운

동

SNPE C무브 
(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5분

SNPE T무브 
(바른 등, 어깨구조 회복 운동)

L50회/R50
회

SNPE L무브 
(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100회

SNPE SC무브
(바른 골반 회복 운동) 5분

정리운동 바른 수면 자세 휴식 5분

표 8. SNPE 훈련프로토콜(5~6 주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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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NPE 운동 자세

벨트

운동

1번 자세

(손깍지 끼고 

의자 자세)

1~2주:30초 5set

3~4주:30초 7set

5~6주:30초 10set

SNPE 바른 자세 벨트와 골

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바르

게 선 후, 양손을 허벅지에 올

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앉는 느

낌으로 앉는다. 상체를 들어 올

려 가슴 부위를 확장시키고 등

뒤로 깍지를 낀 후 무게중심을 

발꿈치 뒤로 싣고 발가락을 들

어올린다. 엉덩이는 계속 아래

로 앉듯이 내린다.

2번 자세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1~2주:1분

3~4주:2분

5~6주:3분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다리를 

모은 후 SNPE 버클형 벨트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감싸준다. 

그 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

천히 뒤로 누워 등을 바닥에 

대고 복부와 허벅지 앞쪽 근육

을 신전시켜준다.

3번 자세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1~2주:30초 5set

3~4주:30초 7set

5~6주:30초 10set

SNPE 바른 자세 벨트를 다

리에 묶고 엎드려 손을 이마 

아래에 놓은 후 무릎을 구부리

고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린다. 

어깨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허

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을 주

고 조금씩 위로 들어 올린다. 

4번 자세

(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1~2주:50회

3~4주:70회

5~6주:100회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둥글게 말아 다리를 머리 위로 

넘긴 후 다리를 펴고 발끝은 

머리 위의 바닥에 닿도록 한 

후 다시 복부에 힘을 주고 올

라와 상체를 숙여 발끝을 몸쪽

에 당기고 호흡을 한다.

표 9. SNPE 운동방법(사진 출처 SNPE 바른 자세 척 추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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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운동

C무브

(바른 목 구조 

회복 운동)

1~2주:5분

3~4주:5분

5~6주:5분

누운 상태에서 웨이브 베개

를 머리카락과 목의 경계선 부

위에 받친 후 머리를 좌, 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목뼈 주변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준다.

T무브

(바른 등, 

어깨구조 회복 

운동)

1~2주:50회

3~4주:50회

5~6주:50회

웨이브 베개를 등 아래에 세

로로 놓은 후 두 무릎은 세워

서 골반 넓이로 벌린다.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낀 상태에서 골

반을 올렸다가 내릴 때 상체를 

들어 올린다.

L무브

(바른 허리 구조 

회복 운동)

1~2주:50회

3~4주:70회

5~6주:100회

바른 자세 벨트와 골반교정 

벨트를 착용 후 웨이브 베개를 

후상장골극(P.S.I.S) 또는 허리 

부분에 놓고 양손으로 베게 끝

을 잡고 무릎 90°로 구부려 

발끝을 바닥 가까이 내렸다가 

들어 올린다.

SC무브

(바른 골반 회복 

운동)

1~2주:5분

3~4주:5분

5~6주:5분

웨이브 베개를 골반 아래 놓

고 앉아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발목을 올려놓은 후 골

반 아래(궁둥뼈) 부분을 이완시

키는 운동



- 27 -

6. 자료처리

이 연구에 적용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9를 사용하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신체적 특성 및 각 측정결과 데이터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고,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제시하였다. 

셋째,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Levi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그룹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값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ANCOVA를 

실시하였고, Bonferroni를 이용해 대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통계적 1종 오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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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기능적 운동수행력 결과

1) 딥 스쿼트

딥 스쿼트 측정은 <표 1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5±0.6점으로 나타났

고, 사후값은 1.6±0.6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0±0.3점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이 1.0±0.3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4±0.1점으

로, NEG는 1.2±0.1점으로 나타났다. 딥 스쿼트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p<.001) 나타났고,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5±0.6 1.0±0.3

사후값 1.6±0.6 1.0±0.3

조정 평균 1.4±0.1 1.2±0.1

표 10. 딥 스쿼트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4.606 2 2.303 17.604 .001

절편 40.909 1 40.909 312.743 .001

deep squat 4.393 1 4.393 33.583 .001

그룹 0.213 1 0.213 1.626 .218

오차 2.485 19 0.131 　 　

표 11. 딥 스쿼트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2) 허들 스텝

허들 스텝 측정은 <표 1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0±0.0점으로 나타났

고, 사후값은 1.1±0.4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0±0.0점으로, 사후값이 

1.0±0.3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1±0.1점으로, NEG는 

1.0±0.1점으로 나타났다. 허들 스텝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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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0±0.0 1.0±0.0

사후값 1.1±0.4 1.0±0.3

조정 평균 1.1±0.1 1.0±0.1

표 12. 허들 스텝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045a 1 0.045 0.357 .557

절편 28.409 1 28.409 223.214 .001

hurdle step 0.000 0 -　 -　 -　

그룹 0.045 1 0.045 0.357 .557

오차 2.545 20 0.127 　 　

표 13. 허들 스텝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3) 인라인 런지

인라인 런지 측정은 <표 1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3±0.5점으로 나타났

고, 사후값은 1.8±0.4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7±0.7점으로, 사후값이 

1.8±0.6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1.9±0.1점으로, NEG는 

1.7±0.1점으로 나타났다. 인라인 런지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5>

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01) 나타냈으나,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3±0.5 1.7±0.7

사후값 1.8±0.4 1.8±0.6

조정 평균  1.9±0.1 1.7±0.1

표 14. 인라인 런지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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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004a 2 1.002 5.823 .011

절편 72.727 1 72.727 422.711 .001

inline lunge 1.850 1 1.850 10.751 .004

그룹 0.154 1 0.154 0.896 .356

오차 3.269 19 0.172 　 　

표 15. 인라인 런지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4) 숄더 모빌리티

숄더 모빌리티 측정은 <표 1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2.4±0.5점으로 나타

났고, 사후값은 2.7±0.4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2.7±0.4점으로, 사후값이 

3.0±0.0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이 2.7±0.0점으로, NEG이 

2.9±0.0점으로 나타났다. 숄더 모빌리티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p<.05) 나타났고,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2.4±0.5 2.7±0.4

사후값 2.7±0.4 3.0±0.0

조정 평균 2.7±0.0 2.9±0.0

표 16. 숄더 모빌리티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788a 2 0.394 4.151 .032

절편 180.409 1 180.409 1901.118 .001

shoulder mobility 0.591 1 0.591 6.227 .022

그룹 0.197 1 0.197 2.076 .166

오차 1.803 19 0.095 　 　

표 17. 숄더 모빌리티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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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그 레이즈

레그 레이즈 측정은 <표 1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3.0±0.0점으로 나타났

고, 사후값은 3.0±0.0점으로 나타났다. NEG은 사전값이 3.0±0.0점으로, 사후값이 

3.0±0.0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이 3.0±0.0점으로, NEG는 

3.0±0.0점으로 나타났다. 레그 레이즈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9>

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차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3.0±0.0 3.0±0.0

사후값 3.0±0.0 3.0±0.0

조정 평균 3.0±0.0 3.0±0.0

표 18. 레그 레이즈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000a 1 0.000 　 　

절편 198.000 1 198.000 　 　

  leg raise 0.000 0 　 　 　

그룹 0.000 1 0.000 　 　

오차 0.000 20 0.000 　 　

표 19. 레그 레이즈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6) 푸쉬 업

푸쉬 업 측정은 <표 2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3±0.6점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5±0.8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1±0.4점으로, 사후값이 

1.0±0.0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5±0.1점으로, NEG는 

1.0±0.1점으로 나타났다. 푸쉬 업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21>에 요

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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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3±0.6 1.1±0.4

사후값 1.5±0.8 1.0±0.0

조정 평균 1.5±0.1 1.0±0.1

표 20. 푸쉬 업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171a 2 1.086 3.331 .058

절편 35.636 1 35.636 109.340 .001

 push up 0.878 1 0.878 2.694 .117

그룹 1.293 1 1.293 3.968 .061

오차 6.193 19 0.326 　 　

표 21. 푸쉬 업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7) 로타리 스테빌리티

로타리 스테빌리티 측정은 <표 2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9±0.3점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2.0±0.0점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2.0±0.0점으로, 사후

값이 2.0±0.0점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2.0±0.0점으로, 

NEG는 2.0±0.0점으로 나타났다. 로타리 스테빌리티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

과는 <표 2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아기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9±0.3 2.0±0.0

사후값 2.0±0.0 2.0±0.0

조정 평균 2.0±0.0 2.0±0.0

표 22. 로타리 스테빌리티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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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000a 2 0.000 　 　

절편 88.000 1 88.000 　 　

 rotary stability 0.000 1 0.000 　 　

그룹 0.000 1 0.000 　 　

오차 0.000 19 0.000 　 　

표 23. 로타리 스테빌리티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8) 총점

총점은 <표 2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2.0±0.0점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3.9±1.3점으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12.7±1.3점으로, 사후값이 13.0±0.8점

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3.9±0.2점으로, NEG는 

12.97±0.2점으로 나타났다. 총점의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25>에 요

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고, 그룹 간의 차이

(p<.05)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2.6±1.0 12.7±1.3

사후값 13.9±1.3 13.0±0.8

조정 평균 13.9±0.2 12.9±0.2

표 24.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score)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4.180a 2 7.090 8.819 .002

절편 3982.545 1 3982.545 4953.823 .001

 total 9.101 1 9.101 11.320 .003

그룹 5.079 1 5.079 6.318 .021

오차 15.275 19 0.804 　 　

표 25. 총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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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관절 근력측정 및 ROM 측정결과

1) 견관절의 근력측정 결과

(1) 견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은 <표 2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0±1.8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8.6±1.6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5±1.3으로, 사후값이 

5.7±1.3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8.7±0.4로, NEG는 

5.6±0.4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

과는 <표 2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0±1.8 6.5±1.3

사후값 8.6±1.6 5.7±1.3

조정 평균 8.7±0.4 5.6±0.4

표 26. 견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50.730a 2 25.365 11.925 .001

절편 1144.804 1 1144.804 538.190 .001

 abduction left 1.227 1 1.227 0.577 .457

그룹 49.503 1 49.503 23.272 .001

오차 40.416 19 2.127 　 　

표 27. 견관절 왼쪽 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2) 견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은 <표 2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3±1.7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7.9±1.3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5±0.8로, 사후값

이 5.3±1.0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7.9±0.3으로, NEG는 

5.3±0.3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

석결과는 <표 2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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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3±1.7 6.5±0.8

사후값 7.9±1.3 5.3±1.0

조정 평균 7.9±0.3 5.3±0.3

표 28. 견관절 오른쪽 벌림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37.427a 2 18.714 12.853 .001

절편 976.889 1 976.889 670.952 .001

 abduction right 0.354 1 0.354 0.243 .628

그룹 37.073 1 37.073 25.463 .001

오차 27.664 19 1.456 　 　

표 29. 견관절 오른쪽 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3) 견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은 <표 3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4.6±1.0으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5.9±0.9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4.2±0.8로, 사후값이 

4.0±0.8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5.8±0.2, NEG가 4.0±0.2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3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

(p<.001)가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4.6±1.0 4.2±0.8

사후값 5.9±0.9 4.0±0.8

조정 평균 5.8±0.2 4.0±0.2

표 30. 견관절 왼쪽 모음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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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9.519a 2 9.759 11.468 .001

절편 543.022 1 543.022 638.097 .001

 adduction left 2.508 1 2.508 2.947 .102

그룹 17.011 1 17.011 19.989 .001

오차 16.169 19 0.851 　 　

표 31. 견관절 왼쪽 모음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4) 견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은 <표 3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5.3±1.7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6.2±1.2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3.9±0.7로, 사후값이 

3.8±0.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6.0±0.2로, NEG는 4.1±0.2

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3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0)가 나타났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5.3±1.7 3.9±0.7

사후값 6.2±1.2 3.8±0.7

조정 평균 6.0±0.2 4.1±0.2

표 32. 견관절 오른쪽 모음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36.942a 2 18.471 21.857 .001

절편 570.182 1 570.182 674.719 .001

 adduction right 21.464 1 21.464 25.400 .001

그룹 15.478 1 15.478 18.315 .001

오차 16.056 19 0.845 　 　

표 33. 견관절 오른쪽 모음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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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은 <표 3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1±1.2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7.3±1.6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0±1.3으

로, 사후값이 4.8±1.0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7.4±0.4로, 

NEG는 4.8±0.4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

분산 분석결과는 <표 3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

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는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1±1.2 6.0±1.3

사후값 7.3±1.6 4.8±1.0

조정 평균 7.4±0.4 4.8±0.4

표 34.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36.737a 2 18.368 9.635 .001

절편 824.731 1 824.731 432.607 .001

 internal rotation left 0.894 1 0.894 0.469 0.502

그룹 35.843 1 35.843 18.801 .001

오차 36.222 19 1.906 　 　

표 35.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6)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은 <표 3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6±1.6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8.2±1.4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5.8±1.1로, 

사후값이 5.2±1.1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8.1±0.4로, NEG는 

5.2±0.4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3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5),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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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6±1.6 5.8±1.1

사후값 8.2±1.4 5.2±1.1

조정 평균 8.1±0.4 5.2±0.4

표 36.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51.181a 2 25.590 14.998 .001

절편 994.291 1 994.291 582.748 .001

 internal rotation right 7.985 1 7.985 4.680 .043

그룹 43.196 1 43.196 25.317 .001

오차 32.418 19 1.706 　 　

표 37.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7)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 근력측정은 <표 3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4±1.3

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9.1±1.8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2±1.3으로, 사후

값이 5.2±1.1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9.1±0.3으로, NEG는 

5.3±0.3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3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4±1.3 6.2±1.3

사후값 9.1±1.8 5.2±1.1

조정 평균 9.1±0.3 5.3±0.3

표 38.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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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96.774a 2 48.387 29.206 .001

절편 1146.247 1 1146.247 691.856 .001

 external rotation left 19.175 1 19.175 11.574 .003

그룹 77.599 1 77.599 46.837 .001

오차 31.479 19 1.657 　 　

표 39.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8)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 결과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은 <표 4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6±2.0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9.4±1.8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6.1±1.5로, 사

후값이 5.2±1.5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9.3±0.4로, NEG는 

5.3±0.4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4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6±2.0 6.1±1.5

사후값 9.4±1.8 5.2±1.5

조정 평균 9.3±0.4 5.3±0.4

표 40.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10.654a 2 55.327 24.851 .001

절편 1189.965 1 1189.965 534.497 .001

 external rotation right 26.649 1 26.649 11.970 .003

그룹 84.005 1 84.005 37.733 .001

오차 42.300 19 2.226 　 　

표 41.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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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관절의 ROM 측정결과 

(1) 견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은 <표 4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65.4±20.8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84.5±5.8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74.7±5.7로, 사후값이 175.1±2.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85.4±1.1로, NEG는 174.3±1.1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을 공변

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4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1)는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65.4±20.8 174.7±5.7

사후값 184.5±5.8 175.1±2.7

조정 평균 185.4±1.1 174.3±1.1

표 42. 견관절 왼쪽 굽힘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644.629a 2 322.314 23.557 .001

절편 711720.409 1 711720.409 52017.952 .001

 flexion left 30.257 1 30.257 2.211 .153

그룹 614.372 1 614.372 44.903 .001

오차 259.962 19 13.682 　 　

표 43. 견관절 왼쪽 굽힘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2) 견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은 <표 4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61.7±20.0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81.5±9.6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71.9±5.5로, 사후값이 174.3±4.5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82.8±2.1로, NEG는 173.0±2.1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을 공

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4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1)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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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61.7±20.0 171.9±5.5

사후값 181.5±9.6 174.3±4.5

조정 평균 182.8±2.1 173.0±2.1

표 44. 견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563.945a 2 281.972 6.179 .009

절편 696692.045 1 696692.045 15267.585 .001

 flexion right 99.881 1 99.881 2.189 .155

그룹 464.063 1 464.063 10.170 .005

오차 867.010 19 45.632 　 　

표 45. 견관절 오른쪽 굽힘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3) 견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은 <표 4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52.0±10.1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61.6±5.2로 나타났다. NEG은 사전값이 41.3±9.4로, 사후값

이 38.1±7.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60.1±2.0으로, NEG는 

39.6±2.0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4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52.0±10.1 41.3±9.4

사후값 61.6±5.2 38.1±7.7

조정 평균 60.1±2.0 39.6±2.0

표 46. 견관절 왼쪽 폄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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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3176.631a 2 1588.315 41.273 .001

절편 54800.182 1 54800.182 1423.990 .001

extension left 1446.870 1 1446.870 37.597 .001

그룹 1729.761 1 1729.761 44.948 .001

오차 731.187 19 38.484 　 　

표 47. 견관절 왼쪽 폄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4) 견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은 <표 4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48.9±11.5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61.4±7.1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42.7±10.1

로, 사후값이 40.8±10.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60.1±2.5로, 

NEG는 42.1±2.5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

산 분석결과는 <표 4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48.9±11.5 42.7±10.1

사후값 61.4±7.1 40.8±10.7

조정 평균 60.1±2.5 42.1±2.5

표 48. 견관절 오른쪽 폄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748.427a 2 1374.214 20.687 .001

절편 57528.409 1 57528.409 866.005 .001

 extension right 1099.234 1 1099.234 16.547 .001

그룹 1649.193 1 1649.193 24.826 .001

오차 1262.164 19 66.430 　 　

표 49. 견관절 오른쪽 폄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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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은 <표 5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57.1±14.9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73.5±11.0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0.4±11.4로, 사후값이 54.5±12.8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73.2±3.6으로, NEG는 54.8±3.6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5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치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1)는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57.1±14.9 60.4±11.4

사후값 73.5±11.0 54.5±12.8

조정 평균 73.2±3.6 54.8±3.6

표 50.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072.496a 2 1036.248 7.076 .005

절편 90240.045 1 90240.045 616.204 .001

 internal rotation left 223.581 1 223.581 1.527 .232

그룹 1848.915 1 1848.915 12.625 .002

오차 2782.459 19 146.445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표 51. 견관절 왼쪽 안쪽돌림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6)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은 <표 5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53.1±17.6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68.4±11.8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1.6±14.8로, 사후값이 51.7±10.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69.7±3.1로, NEG가 50.3±3.1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5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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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53.1±17.6 61.6±14.8

사후값 68.4±11.8 51.7±10.7

조정 평균 69.7±3.1 50.3±3.1

표 52.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070.881a 2 1035.441 9.754 .001

절편 79440.182 1 79440.182 748.344 .001

 internal rotation right 143.145 1 143.145 1.348 .260

그룹 1927.736 1 1927.736 18.160 .001

오차 2016.937 19 106.155 　 　

표 53. 견관절 오른쪽 안쪽돌림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7)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ROM 측정은 <표 5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85.0±14.0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02.7±6.8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95.0±14.1로, 사후값이 94.0±9.3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03.6±2.4로, NEG는 103.6±2.4로 나타났다.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5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5)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85.0±14.0 95.0±14.1

사후값 102.7±6.8 94.0±9.3

조정 평균 103.6±2.4 93.1±2.4

표 54.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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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545.501a 2 272.750 4.269 .029

절편 213055.682 1 213055.682 3334.982 .001

 internal rotation left 15.431 1 15.431 0.242 .629

그룹 530.070 1 530.070 8.297 .010

오차 1213.817 19 63.885 　 　

표 55. 견관절 왼쪽 가쪽돌림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8)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ROM 측정결과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ROM 측정은 <표 5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85.0±14.0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02.7±6.8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95.0±14.1로, 사후값이 94.0±9.3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102.0±2.0으로, NEG는 95.2±2.0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ROM 측

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5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5)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85.0±14.0 95.0±14.1

사후값 102.7±6.8 94.0±9.3

조정 평균 102.0±2.0 95.2±2.0

표 56.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55.682a 2 127.841 2.643 .097

절편 214238.227 1 214238.227 4428.862 .001

external rotation right 0.126 1 0.126 0.003 .960

그룹 255.556 1 255.556 5.283 .033

오차 919.091 19 48.373 　 　

표 57. 견관절 오른쪽 가쪽돌림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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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관절의 근력과 ROM 측정결과

1) 고관절의 근력측정 결과

(1) 고관절 왼쪽 굽힘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왼쪽 굽힘의 근력측정은 <표 5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4.4±3.9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9.0±3.8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20.9±27.4로, 사후값

이 10.7±2.2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8.7±0.9로, NEG는 

11.0±0.9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굽힘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5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4.4±3.9 20.9±27.4

사후값 19.0±3.8 10.7±2.2

조정 평균 18.7±0.9 11.0±0.9

표 58. 고관절 왼쪽 굽힘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402.617a 2 201.309 22.449 .001

절편 4878.262 1 4878.262 543.999 .001

flexion left 100.643 1 100.643 11.223 .003

그룹 301.975 1 301.975 33.675 .001

오차 170.381 19 8.967 　 　

표 59. 고관절 왼쪽 굽힘 근력측정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2)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근력측정은 <표 6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5.5±4.3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9.0±3.6으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22.6±28.2로, 사후값이 10.8±1.9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8.8±0.8로, NEG는 11.1±0.8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근력측정을 공변인

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6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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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5.5±4.3 22.6±28.2

사후값 19.0±3.6 10.8±1.9

조정 평균 18.8±0.8 11.1±0.8

표 60.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398.031a 2 199.016 27.001 .001

절편 4938.007 1 4938.007 669.959 .001

flexion left 82.393 1 82.393 11.179 .003

그룹 315.638 1 315.638 42.824 .001

오차 140.042 19 7.371 　 　

표 61. 고관절 오른쪽 굽힘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3) 고관절 왼쪽 폄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왼쪽 폄의 근력측정은 <표 6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6.2±5.5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20.0±3.0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4.4±3.1로, 사후값이 

11.6±3.0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9.6±0.6으로, NEG는 

12.1±0.6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폄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6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6.2±5.5 14.4±3.1

사후값 20.0±3.0 11.6±3.0

조정 평균 19.6±0.6 12.1±0.6

표 62. 고관절 왼쪽 폄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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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485.738a 2 242.869 54.239 .001

절편 5526.895 1 5526.895 1234.307 .001

extension left 188.787 1 188.787 42.161 .001

그룹 296.951 1 296.951 66.317 .001

오차 85.077 19 4.478 　 　

표 63. 고관절 왼쪽 폄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4) 고관절 오른쪽 폄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오른쪽 폄의 근력측정은 <표 6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6.0±5.0

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21.4±3.7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4.6±3.6으로, 사

후값이 11.0±2.8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21.1±0.8로, NEG는 

21.1±0.8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폄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6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6.0±5.0 14.6±3.6

사후값 21.4±3.7 11.0±2.8

조정 평균 21.1±0.8 11.3±0.8

표 64. 고관절 오른쪽 폄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686.330a 2 343.165 48.468 .001

절편 5812.625 1 5812.625 820.964 .001

extension right 177.672 1 177.672 25.094 .001

그룹 508.658 1 508.658 71.842 .001

오차 134.525 19 7.080 　 　

표 65. 고관절 오른쪽 폄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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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은 <표 6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2.0±17.3

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9.0±1.9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4±1.9로, 사후값

이 4.7±1.2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9.0±0.4로, NEG는 

4.8±0.4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

과는 <표 6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는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2.0±17.3 6.4±1.9

사후값 9.0±1.9 4.7±1.2

조정 평균 9.0±0.4 4.8±0.4

표 66. 고관절 왼쪽 모음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01.925a 2 50.963 18.717 .001

절편 1054.331 1 1054.331 387.222 .001

adduction left 4.201 1 4.201 1.543 .229

그룹 97.725 1 97.725 35.891 .001

오차 51.733 19 2.723 　 　

표 67. 고관절 왼쪽 모음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6)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은 <표 6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3±2.1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8.6±2.0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5.6±1.2로, 사후값

이 4.2±0.9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8.4±0.3으로, NEG는 

4.4±0.3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

석결과는 <표 6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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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3±2.1 5.6±1.2

사후값 8.6±2.0 4.2±0.9

조정 평균 8.4±0.3 4.4±0.3

표 68.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24.357a 2 62.178 36.532 .001

절편 915.255 1 915.255 537.750 .001

adduction right 37.720 1 37.720 22.162 .001

그룹 86.637 1 86.637 50.903 .001

오차 32.338 19 1.702 　 　

표 69. 고관절 오른쪽 모음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7) 고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은 <표 7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6.2±1.9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9.0±2.3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5.8±1.5로, 사후값이 

4.2±0.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9.0±0.5로, NEG는 4.2±0.5

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7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6.2±1.9 5.8±1.5

사후값 9.0±2.3 4.2±0.7

조정 평균 9.0±0.5 4.2±0.5

표 70. 고관절 왼쪽 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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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30.362a 2 65.181 21.392 .001

절편 971.565 1 971.565 318.860 .001

abduction left 9.208 1 9.208 3.022 .098

그룹 121.153 1 121.153 39.762 .001

오차 57.893 19 3.047 　 　

표 71. 고관절 왼쪽 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8)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 결과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은 <표 7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7.0±2.9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9.9±2.5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6.0±1.7로, 사후값이 

5.1±1.9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9.6±0.6으로, NEG는 

5.3±2.5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7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7.0±2.9 6.0±1.7

사후값 9.9±2.5 5.1±1.9

조정 평균 9.6±0.6 5.3±2.5

표 72.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근력측정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N)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51.506a 2 75.753 18.554 .001

절편 1237.500 1 1237.500 303.098 .001

abduction right 53.812 1 53.812 13.180 .002

그룹 97.694 1 97.694 23.928 .001

오차 77.574 19 4.083 　 　

표 73. 고관절 오른쪽 벌림 근력측정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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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관절의 ROM 측정결과 

(1) 고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은 <표 7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01.1±18.6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21.6±6.2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108.8±16.4로, 사후값이 108.8±8.3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22.3±2.0으로, NEG는 107.4±2.0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굽힘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7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01.1±18.6 108.8±16.4

사후값 121.6±6.2 108.8±8.3

조정 평균 122.3±2.0 107.4±2.0

표 74. 고관절 왼쪽 굽힘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197.163a 2 598.582 12.856 .001

절편 290490.182 1 290490.182 6238.946 .001

flexion left 46.874 1 46.874 1.007 .328

그룹 1150.289 1 1150.289 24.705 .001

오차 884.655 19 46.561 　 　

표 75. 고관절 왼쪽 굽힘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2)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은 <표 7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03.0±19.3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20.3±6.3으로 나타났다. NEG는 사전값이 

116.0±13.2로, 사후값이 110.2±8.4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121.0±2.3으로, NEG가 109.6±2.3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7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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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03.0±19.3 116.0±13.2

사후값 120.3±6.3 110.2±8.4

조정 평균 121.0±2.3 109.6±2.3

표 76. 고관절 오른쪽 굽힘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615.060a 2 307.530 5.514 .013

절편 292562.227 1 292562.227 5245.463 .001

flexion right 4.484 1 4.484 0.080 .780

그룹 610.576 1 610.576 10.947 .004

오차 1059.712 19 55.774 　 　

표 77. 고관절 오른쪽 굽힘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3) 고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은 <표 7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5.1±3.9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26.0±6.0으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14.8±5.7로, 사후값이 

16.0±4.0으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25.9±1.3으로, NEG는 

16.1±1.3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폄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7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5.1±3.9 14.8±5.7

사후값 26.0±6.0 16.0±4.0

조정 평균 25.9±1.3 16.1±1.3

표 78. 고관절 왼쪽 폄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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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727.697a 2 363.849 19.243 .001

절편 9744.045 1 9744.045 515.332 .001

extension left 191.877 1 191.877 10.148 .005

그룹 535.820 1 535.820 28.338 .001

오차 359.258 19 18.908 　 　

표 79. 고관절 왼쪽 폄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4) 고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은 <표 80>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6.0±4.1

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24.0±4.9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14.6±5.5로, 사후값

이 15.0±4.5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23.6±1.2로, NEG는 

15.4±1.2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폄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 81>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p<.001)도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6.0±4.1 14.6±5.5

사후값 24.0±4.9 15.0±4.5

조정 평균 23.6±1.2 15.4±1.2

표 80. 고관절 오른쪽 폄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541.797a 2 270.899 14.891 .001

절편 8404.545 1 8404.545 461.979 .001

extension right 173.245 1 173.245 9.523 .006

그룹 368.553 1 368.553 20.259 .001

오차 345.657 19 18.192 　 　

표 81. 고관절 오른쪽 폄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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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관절 왼쪽 모음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왼쪽 모음의 ROM 측정은 <표 82>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11.8±5.6

으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7.1±4.7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8.7±3.7로, 사후값

이 11.8±4.8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6.4±1.3으로, NEG는 

12.5±1.3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모음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

석결과는 <표 83>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11.8±5.6 8.7±3.7

사후값 17.1±4.7 11.8±4.8

조정 평균 16.4±1.3 12.5±1.3

표 82. 고관절 왼쪽 모음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75.091a 2 137.545 7.722 .004

절편 4625.500 1 4625.500 259.699 .001

adduction right 202.983 1 202.983 11.396 .003

그룹 72.108 1 72.108 4.049 .059

오차 338.409 19 17.811 　 　

표 83. 고관절 왼쪽 모음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6)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ROM 측정은 <표 84>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9.8±4.2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18.0±4.9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11.6±3.5로, 

사후값이 14.2±7.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18.2±2.0으로, 

NEG는 14.0±2.0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85>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룹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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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9.8±4.2 11.6±3.5

사후값 18.0±4.9 14.2±7.7

조정 평균 18.2±2.0 14.0±2.0

표 84. 고관절 오른쪽 모음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94.526a 2 47.263 1.086 0.358

절편 5760.727 1 5760.727 132.391 0.001

adduction right 2.433 1 2.433 0.056 0.816

그룹 92.094 1 92.094 2.116 0.162

오차 826.746 19 43.513 　 　

표 85. 고관절 오른쪽 모음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7) 고관절 왼쪽 벌림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왼쪽 벌림의 ROM 측정은 <표 86>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35.6±10.5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42.0±5.4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45.3±2.6

으로, 사후값이 39.9±8.2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는 45.2±1.9

로, NEG는 40.0±1.9로 나타났다. 고관절 왼쪽 벌림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87>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룹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35.6±10.5 45.3±2.6

사후값 42.0±5.4 39.9±8.2

조정 평균 45.2±1.9 40.0±1.9

표 86. 고관절 왼쪽 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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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167.060a 2 83.530 2.105 .149

절편 39992.909 1 39992.909 1007.738 .001

abduction left 41.483 1 41.483 1.045 .319

그룹 125.577 1 125.577 3.164 .091

오차 754.031 19 39.686 　 　

표 87. 고관절 왼쪽 벌림 ROM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표

(8)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ROM 측정결과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ROM 측정은 <표 88>에 요약하였다. EG의 사전값은 

39.7±8.5로 나타났고, 사후값은 43.5±4.6으로 나타났다. NEG의 사전값이 39.8±7.6

으로, 사후값이 37.2±6.7로 나타났다. 사후값에 대한 조정 평균은 EG가 43.5±1.7

로, NEG가 37.2±1.7로 나타났다.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ROM 측정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89>에 요약하였다.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항목         그룹  EG NEG

사전값 39.7±8.5 39.8±7.6

사후값 43.5±4.6 37.2±6.7

조정 평균 43.5±1.7 37.2±1.7

표 88. 고관절 오른쪽 벌림의 ROM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EG: exercise group, NEG: non exercise group

소스 SS df MS F p

수정모형 253.759a 2 126.879 3.841 .040

절편 35923.682 1 35923.682 1087.626 .001

abduction right 36.297 1 36.297 1.099 .308

그룹 217.462 1 217.462 6.584 .019

오차 627.559 19 33.029 　 　

표 89. 고관절 오른쪽 벌림 ROM에 대한 그룹별 공변량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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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ROM과 근력 그리고 기능

적 운동수행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을 

운동군(EG) 11명, 대조군(NEG) 11명으로 나누어 참여하였으며, SNPE 훈련 전·후를 측정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집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기능적 운동수행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적 움직임검사는 유연성과 가동성, 안정

성이 있어야 하는 신체의 7개의 기본 움직임 패턴들을 수준별로 나타내는 검사이다

(Cook et al, 2006). 특히 기능적 움직임검사는 선수들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천우호, 2014).

그룹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값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ANCOVA를 실시하

였다. 총합에서 그룹 간의 차이(p<.05)가 나타났다. 개별 종목별로는 통계에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목들을 합친 총합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개별적인 동작들보다는 전체적인 동작들의 합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찰 부위인 견관절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동작들로 총

합에서 그룹 간 차이가 나는 것은 견관절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좋아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딥 스쿼트는 고관절과 견관절 그리고 코어 안정성의 협응성 조절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천우호, 2014), 숄더모빌리티는 견관절의 유연성 및 가동범위가 확보되

어 안정화가 필요한 동작이며, 인라인 런지는 고관절과 견관절의 안정성과 코어의 안

정성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자세로 수행이 가능하다. 근력이 증가되고 가동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능성 움직임 검사(천우호, 2014) 연구와, 남자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기능

성 움직임 검사(손희정, 2020)에서도 인라인 런지에서는 체력 관련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과 다르지 않다. SNPE 훈련이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

력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결국 1번 자세와 4번 자세가 코어의 안정성과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이희진 외, 2019). 

견관절의 근력과 ROM 측정결과는 SNPE 훈련을 통하여 견관절의 근력과 ROM에 

영향을 미쳤다. 측정한 견관절 부분의 모두에서 근력과 ROM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견관절의 가동범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수행력 향상으로 연결되

는 결과를 보였다. 관절가동범위는 신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 운동 수행 시 퍼포먼스 향상과 연관성을 갖는다(유재호, 이석

민, 2010). 관절가동범위의 증가는 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며(Kuruma, et 

al, 2013),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가 좋을수록 치어리딩의 동작 수행이나 텀블링, 그 

외 팔을 사용하는 동작들이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로 퍼포먼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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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관절가동범위의 변화에는 큰 의미가 있다. 

견관절 주변 근육들의 반복적인 능동적 움직임이 근육 내의 근방추(muscle 

spindles), 근건이행부(musculotendinal junction)에 존재하는 골지건기관((golgi tendon 

organ)의 자극이 유발되어 두 수용기의 활성화로 인해 관절 주변의 감각기능이 더

욱 증가 된다고 보고하였다(강성우, 2013).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는 가동범위가 증가할수록 근력이 향상한다고 하였다(공원태, 이상열, 이윤미, 

2010). 견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동범위 증가

를 위하여 견관절의 근막 이완을 실시하였다. 박정민, 김창욱(2017)은 근막 이완 요

법이 골퍼의 신체기능 향상에 미치는 연구에서 자가 근막 이완을 통하여 신체 분절

의 가동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동천(2010)은 근막 이완 요법이 스트레

칭보다 관절 가동범위 변화가 더 많다고 하였다. 근막 이완을 통한 스트레칭은 관

절의 근력과 유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근 긴장을 감소시키고 혈액 순환을 증가시

킨다(박혜상, 박태섭, 2004). 또한, 근육 내의 탄성을 증가시켜 유연성이 향상되어 

신체를 움직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동작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운동으로 인한 상

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김수근, 정동혁, 2001). 견관절 부분은 

SNPE의 선행연구에서도 어깨의 근막 이완을 통해 가동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윤

지유 외, 2019, 이희진 외, 2019, 이희진 외 2020).

확보된 ROM으로 운동 수행 퍼포먼스가 증가하였고, 치어리딩은 밀고 당기는 동

작들이 많은 운동이다. SNPE 훈련이 추가되면서 근력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번 자세를 통한 등 근육 이완, C무브와 T무브를 통한 목 주변과 견관절 

부위의 근막 이완과 1번 자세는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관절의 근력과 ROM 측정결과 SNPE 훈련을 통한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을 측정한 대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나 고관절 왼쪽 모음과 오른쪽 모음, 왼쪽 벌림에서 ROM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1번과 3번 자세가 내전근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번 SNPE 훈련 중에는 내

전근 강화 동작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기에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된다. 태권도 선수들의 만성 발목 염좌의 치료 및 재활 운동을 위해서도 고관절의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선행연구들로 진행되었다(임미영 외, 2010). 점프 

동작 등의 수행 시 고관절에서 슬관절을 거쳐 족관절까지 연결되는 관절들과 근육

들이 사용되어진다(Gregory, 2006). 남혜주, 노호성(2011)은 골반과 고관절은 발에서 

척추까지, 정반대 방향의 하중을 전달하는 동력전달 회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고 하였다.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 균형잡힌 근력의 발달과 안정된 움직임 확보 

시 순발력, 점프, 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Nicole & Phillip, 2009)

고 하였다. 고관절 부분의 근막 이완을 하고 4번 자세와 3번 자세를 통하여 고관절

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2번 자세와 SC무브로 SNPE에서 강조하는 바른 자세, 

바른 척추 자세를 통한 신체의 정렬 및 안정화로 인한 운동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코어 트레이닝과 척추 안정화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테니스, 골프(김정훈, 2012; 이두성, 2015) 등 편측성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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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코어 근력 관련 연구에서도 척추의 자

세 정렬 및 코어 근력의 유의한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체의 안정화로 운동 

수행력의 증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SNPE 훈련 중 1~4번 동작은 어깨의 전면과 후면 근육을 균형 있게 이완시켜주고 

등척성 수축을 통해 바른 자세로 정렬을 유도하여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윤지유 등, 2019, 이희진 등, 2019, 이희진 등, 2020). 1~4번의 훈련과 함께 웨이브 

베개를 이용한 SC무브로 골반 주위의 근육이 이완되며 경직되었던 근육들이 부드러

워져 가동범위의 증가와 함께 힘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굽힘의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치어리딩 운동이 높은 유연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기도 하지만, 바른 자세의 정렬 및 코어 근육의 강화와 함께 근막 이완으로 인하여 

가동범위가 더욱 좋아질 수 있었다. 코어 강화 트레이닝과 척추 안정화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도 테니스, 골프(김정훈, 2012; 이두성, 2015) 등 편측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코어 강화는 척추의 자세 정렬 및 코

어 근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나아가 신체의 안정화로 운동 수행력의 증가로 연결된

다고 하였다. 폄의 경우는 3번 자세와 L무브 훈련의 영향을 받아 운동수행력이 향

상되었다. SC무브를 통한 골반 주위의 근육이 이완되며 경직되었던 근육들이 부드

러워져 큰 힘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적절한 움직임은 근력의 감소뿐 아니라 근육의 질의 변화로 가동범위가 낮아지

고 근신경계의 변화로 이어져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nil & 

William, 2003). 운동기술을 정확하고 지속적이고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Nobou et al., 2002). 고유수용성 감각이 불안

해지면 근육의 불균형과 경직, 근육의 약화 현상이 발생하며, 이때 스트레칭이 신경

근육계의 협응 능력을 높이고 과다하게 사용한 근육의 통증 감소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신우섭, 박성진, 1997). 이번 연구에서는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과 RO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SNPE 훈련이 기능적 운동 수행력 및 ROM과 근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폭발적인 힘을 내는 치어리딩의 동작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최대 근 파워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만큼 치어리딩 운동과 더

불어 보조 훈련프로그램으로써 SNPE 훈련은 장기적으로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부

상 후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수행

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NEG에서는 사후 

검사에서 측정 기록이 다소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측정 당시의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날 

훈련의 결과 등으로 인한 과도한 피로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면 근력이 

약화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고(김영록 등, 2003), 이런 상황은 자세 조

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Harkins et., al., 2005) 움직임과 자세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수축 효율성과 고유 감각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Chabran et., al., 

2002) 관절의 가동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일시적 근력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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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이 통제군의 사후 결과에 영향을 주어 NEG의 사후 

검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후

속 연구에서 통제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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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스포츠 치어리딩은 무용의 유연함과 체조의 강인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난도의 운

동 종목이다. 본 연구는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견관절 및 고

관절 ROM, 근력 그리고 기능적 운동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주 2회 이상 

치어리딩 훈련을 하고 있는 전국의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을 EG와 NEG로 선정 후, 

EG에서만 SNPE 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EG 11명, 

NEG 11명 총 22명이 참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움직임검사를 통한 기

능적 운동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견관절의 근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견관절의 가동범위 향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고관절의 근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SNPE 훈련이 여자 청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고관절의 가동범위 향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에서는 SNPE 훈련이 선수들의 기능성 운동수행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견관절과 고관절의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 또한 향상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SNPE 훈련은 장기적으로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부상 후의 재활 프로그

램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수행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NEG의 외부 환경적 요인 통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

층의 선수들을 연구해본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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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Training on Functional 

Performance, Shoulder and Hip Joint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in 

Female Adolescent Cheerleading Athletes

Kong, Min-he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Major in Exercise Physiology 

 Sports cheerleading is an activity that involves fast rhythms and requires 
high-intensity performances. Training involves building muscle strength and 
flexibility. As in other sports, increased performance can lead to many 
injuries.

SNPE helps relax the fascia, increases the range of motion (ROM) of 
joints, and improves posture. In this study, SNPE training was examined to 
assess functional athletic performance and identify the muscle strength and 
ROM in the hip joints of female adolescent cheerleader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2 female adolescent cheerleaders in 
Ulsan, Gangwon, Busan, and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who 
had had no injuries in the previous 3 months and had more than 1 year of 
cheerleading experience. Exercise Group (EG : Exercise Group, n=11, 15.9± 
2.0yrs, 159.2±7.1cm, 54.6±16.2kg), Non Exercise Group (NEG : Non Exercise 
Group, n=11, 15.9±2.5yrs, 158.2±8.1cm, 53.5±9.2kg) a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SNPE training was performed.

The SNPE divided into warm-up, main, and cool-down. main exercise 
consisted of belt and tool exercises. periods for 6 weeks. Each session 
lasted 60 min and took place five times a week  the numbers of sets and 
repetitions were increased every 2 weeks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exercise. Before and after SNPE training,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was administered, and ROM and isometric muscle strength of the joints and 
hip joints were measured.

Microsoft Office Excel 2019 was used to measure data, and IBM SPSS 
Statistics 25 was used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The Covariance 
Analysis (ANCOVA) was performed with the pre-value as a covari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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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ast was confirmed using Bonferroni, statistical type 1 error level 
was set to 0.05.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FMS score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an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ignificant (p<0.05). Isometric 
muscle strength measuremen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bduction, 
adduction, medial rotation, and lateral rotation of the shoulder joint 
(p<0.01),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all hip joint flexion, 
extension, adduction, and abduction (p<0.01). ROM measurements revealed 
greater left–right flexibility of the shoulder joint and more extensive inward 
turning on the left side (p<0.01).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also found in right external rotation (p<0.01), left and right lateral 
rotation (p<0.05), left and right extension (p<0.01), right flexion (p<0.01), 
and right (p<0.05).

This study confirmed that SNPE trai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unctional performance, shoulder and hip joint muscle function, and ROM 
in female adolescent cheerleaders. SNPE can be used to prevent injury in 
athletes, i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in athletes'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Further research will be necessary to verify the 
efficacy of S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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