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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균형능력의 상실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낙상이나 골절 등 다른 상해의 원인이 된다[1]. 축구는 잦

은 경기로 인해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저하, 근 신경기능, 

자세 조절 및 반사능력 감소 등 불안정한 관절움직임으

로 인한 균형능력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2].

  혈류제한성훈련은 사지의 근위부에 혈류흐름을 일시적

으로 제한시킨 후 저강도의 저항을 적용하는 훈련이다

[3]. 탄력밴드훈련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하

여 부하 강도를 조절하는 저항운동이다[4]. 본 연구는 20

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격렬한 축구경기로 균형손상을 

유발시킨 후 4주간의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 적용으

로 정적 및 동적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20대 성인 12명을 Group Ⅰ(n=6), Group Ⅱ(n=6)로 

무작위 할당하고, 경기 전, 경기 후, 경기 4주 후에 정적 

및 동적균형을 I-밸런스(I-Balance, Cybermedic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혈류제한벨트(BFR 

bands, China)를 사용하여 대퇴부둘레에 약 5%감소로 

제한을 적용하였고[5], 탄력밴드(Thera-band 2M, 

Hygenic Co., Ltd., Malaysia)를 사용하여 1주일 3회 1시

간씩 4주간 혈류제한성 탄력밴드훈련을 실시하였다(Fig. 

1).

Restricted blood flow cuff Thera-band

▶▶ Figure 1. Elastic band with blow 

flow restriction training

Ⅲ. 연구결과

1. 정적균형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눈뜬상태와 눈감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이 균형능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elastic band with blood flow restriction training 

on recovery of balance ability

김지원, 노윤지, 노의영, 박의정, 이유진, 안선하, 장윤석, 

조현우, 배세현, 김경윤**

동신대학교

Kim ji-won, Noh yon-ji, Noh ui-yeong, 

Park eui-jeong, Lee yu-jin, An seon-ha, 

Jang yoon-seok, Jo hyun-woo, 

Bae sea-hyun, Kim kyung-yoon

Dongshin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에 이상이 있는 20대 정상 성인에게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 적용 시 균형능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대조군(n=6), 실험군(n=6)으로 무작위할당하였다. 두 군은 고강도 축구경기를 통한 

균형능력 손상 유발 후 실험군은 1주일 3회 1시간씩 4주 동안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아무런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모든 대상자는 경기 전, 경기 후, 경기 4주 후에 정적 및 동적 균형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적균형에서 

대조군은 경기 전으로 유의한 회복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유의한 회복을 나타냈다. 동적균형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

두에서 유의한 회복을 나타냈다.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운동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근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능력 회복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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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태에서 대조군은 유의성이 없었으나, 실험군은 유의

성(p<.05)과 경기 후와 경기 4주 후에서 유의성(p<.05)

이 있었다(Table 1). 

Table 1. Changes of static balance ability after 

training

open eyes

Group pre post
post 4th 
week

F

Ⅰ(n=6) 8.80±.90 5.90±.83 8.04±1.94 .117
Ⅱ(n=6) 8.29±.37 5.49±1.09 8.67±1.76# .013+

closed eyes

Group pre post
post 4th 
week

F

Ⅰ(n=6) 7.13±1.34 5.92±1.50 6.59±1.48 .054
Ⅱ(n=6) 7.59±1.10 5.74±0.84* 7.76±0.65# .034+

Values are showed mean±S.D. (unit: ㎟)

Tested by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 

p<.05) and post hoc was tested by Scheffe`s : pre 

match & post match(*: p<.05), post match & 4th week 

later from match(#: p<.05) 

2. 동적균형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대조군은 유의성

(p<.05)이 있었고, 경기 전과 경기 후(p<.01), 경기 후와 

경기 4주 후(p<.01)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실험군은 유

의성(p<.01)과 경기 전과 경기 후(p<.01), 경기 전과 경

기 4주 후(p<.01), 경기 후와 경기 4주 후에서 유의성

(p<.05)이 있었다(Table 2).

Table 2. Changes of dynamic balance ability 

after training

Group pre post
post 4th 
week

F

Ⅰ
(n=6)

33.65±1.98 25.77±2.90** 33.39±2.41# .02+

Ⅱ
(n=6)

34.12±2.25 25.59±2.46** 35.71±1.43T## .01+
+

Values are showed mean±S.D. (unit: ㎟)

Tested by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 and 

post hoc was tested by Scheffe`s : pre match & post 

match( **: p<.01), pre match & 4th week later from 

match(T: p<.05, TT: p<.01), post match & 4th week 

later from match(#: p<.05, ##: p<.05) 

Ⅳ. 고찰

  본 연구는 격렬한 축구로 균형이 손상된 대상자들에게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 적용 시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4주간의 훈련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경기 전 수준으로의 정적 및 

동적균형능력 회복이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혈류제한으로 활동근의 정맥과 모세혈관의 울혈상태에

서 실시한 탄력밴드훈련은 유산소운동체계가 일시적 무

산소성 체계로 전환됨으로써 근육 내 저산소성환경은 대

사성 산물을 축적시킴으로 근력유지에 필요한 다수의 속

근섬유 및 운동단위 동원이 높아지는 동시에 신경근 활

동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6,7]. 이러한 기전과 함께 

단기간에 해당 근육의 근력강화를 향상시켜 손상된 균형

을 경기 전으로 회복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후 손상된 근육의 단

기 회복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혈류제한성 탄력밴드 훈련

은 의미 있는 재활중재로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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