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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대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세 운동군이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하여 수중 운동군, 체간 안정화 운동군, 균형 운동군으로 각각 15명씩 배치하였다. 2013년 6월부터 2013년 9

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6주 간 1주일에 3일, 1회 30분 동안 중재 후, 동일 대상자들의 균형능력 및 근활성도(앞
정강근, 장딴지근)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내 중재 전과 중재 후의 비교에서 세 운동군 모두 신체중심 
이동면적과 총궤적길이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p<.01), 동적 균형에서도 안정성 한계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p<.01). 앞정간근의 근활성도의 변화에서 세 운동군의 좌·우측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p<.01), 장딴지근은 체간 안정화 운동군의 좌측을 제외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p<.01). 수중 운동이 균형능력의 향상과 근활성도 증가에 효과적임을 규명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균형
능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수중 운동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수중 운
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수중 운동, 균형 운동, 근활성도, 체간 안정화 운동 

Abstract This study, in order to establish the effect of three exercise groups on the static and dynamic 
balancing abilities and the muscular activity, targeting adult males aged 20-29, assigned 15 men to each aquatic 
exercise group,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and balance exercise group.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2013 to August, 2013, and measured and compared the balancing ability and the muscle activity(tibialis 
anterior and gastrocnemius muscle) of the participants after performing intervention for 30 minutes a day, 3 
days a week, for 6 weeks. As a result, on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of the surface area and the whole path length in all the three 
groups(p<.05)(p<.01), and also on the dynamic bal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 of limited 
of stability(p<.05)(p<.01). On change of the muscle activity of tibialis anterior, both left and right sid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three groups(p<.05)(p<.01), and gastrocnemius musc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e three groups except for the left side of the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group(p<.05)(p<.01). It could be established that aquatic exercise is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the 
balancing ability and increase of the muscular activity, and we intend to propose specific aquatic exercise 
program development by conducting a study to determine the objective effect of aquatic exercise on the elderly 
or patients who have a poor balanc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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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체에서 균형이란, 자신의 기 면(base of support)

에 신체 심(center of gravity)을 유지하고, 인체의 신체

정렬  자세정렬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1].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정계, 시각, 

고유수용성 감각, 근골격계 기능과 인지능력이 필요하다

[2]. 균형은 정  균형과 동  균형으로 나  수 있으며, 

정  균형은 고정된 기 면에 흔들림 없이 기 면내에 

신체 심이 치하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고, 동  

균형은 기 면내에 력 심을 두어 움직이거나 외부로

부터 자극이 주어졌을 때와 스스로 움직임을 수행 할 때

의 균형을 말한다[3]. 이러한 균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

인들 간에 세부 인 상호 계를 밝 내기 어려운 만큼,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훈련도 여러 가지 요인을 

히 훈련하여 균형능력의 향상성을 도모하고 있다[4]. 

안정성(stability)은 작은 운동 는 조  방해가 나타날 

때에 균형을 유지하기 한 근 골격계의 능력이다[5]. 사

지의 근육이 척추에 한 지나친 스트 스 없이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척추, 복부, 골반 등의 체

간 근육을 코어 근육(core muscle)이라고 하는데, 이 코

어 근육은 인체의 모든 힘과 운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핵

심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마다 심을 잡

아주고 특히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바로 잡아 균형감각

을 증가시킨다[6]. 이러한 코어근육을 반복 으로 스트

칭하고 강화시켜 안정성을 극 화 하는 것이 체간 안정

화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능력의 향상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에게도 리 사용되고 있다[7]. 체성감

각계는 피부나 건, 근방추와 골지 힘  기 (golgi tendon 

organs)에 있는 다른 감지기로부터 장력과 길이의 정보

를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체성감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 은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이다[8]. Aero-step 운

동은 안 하고 다루기도 쉬운 장 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운동 의 하나로 울퉁불

퉁하고 공기가 들어가 탄성이 있는 지면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당, 단 면 당 다양한 반

작용력(reaction force)을 갖게 하고 건, 인 , 그리고 

 수용기를 모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

히 외반 모멘트 부하 운동을 함으로써, 족  주 의 구

심성 자극을 일으켜 균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해 력근 수축을 진하고 길항근의 수

축을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능력 증진 

략으로 합하다고 하 다[9]. 수  운동은 산화  스트

스와 련된 운동 장애를 경감시키고, 부력과 같은 물

의 다른 성질은 체 부하 , 와 근육의 스트 스를 

크게 감소시키며 그로 인하여 통증이 감소되어 운동의 

잠재 인 이익을 증가시킨다[10]. 그  할리  수 치료

(Halliwick aquatic therapy)의 회  훈련이 균형조   

자세동요 조 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고, 한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복합 인 삼차원  회 을 력의 

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

을 가지며, 균형과 응기능의 유지  향상, 머리와 체

간부의 회 발달, 공간지각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11]. 최근 정상인을 상으로 체간 안

정화 운동을 시행하여 균형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있었고[12], 안정 지지면 운동군보다 불안정 지지면 운동

군에서 향상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

[13]. 그러나 지상과 불안정한 지지면 그리고 수 에서 

운동간에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이는 체간 안정화 운동과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운동

인 Aero-step 운동, 그리고 수 에서의 회  조  운동을 

통해 근활성도와 정  균형능력, 동  균형능력을 측정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남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으

로 연구에 향이 미칠 수 있는 신경계  근골격계에 

한 병력과 기능장애가 없으며, 균형장애가 없고, 규칙

이거나 체계 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정상성인 45명

을 상자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실

험 에 충분한 설명 후 실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

로 실시하 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 남성 45명을 상으로 수  운동군과 

체간 안정화 운동군, 균형 운동군으로 15명씩 무작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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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 다. 사 검사로 정   동  균형을 측정하

고, 앞정간근과 장딴지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 다. 세 

유형 별 운동 로그램 재를 6주 간 시행한 후 사후검

사로 사 검사와 동일하게 측정하여 변화를 비교하 다.

2.3 연구방법

연구 상자의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해 균형능력 

측정  훈련 시스템(Biorescue, France)을 사용하 다. 

정  균형을 평가하기 하여 을 뜬 자세와 을 감은 

자세에서 각각 1분 간 심을 잡도록 한 후 총궤 길이와 

신체 심 이동면 을 측정하 고, 동  균형의 평가는 

선 자세에서 자발 으로 움직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

는 최  한계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방의 모니터에

서 지시하는 8개의 방향으로 체  이동 시 심 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근활성도 변화를 측정하기 

해  MP100(Biopac Systems,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실험을 통해 채취한 신호들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9 software program(Biopac Systems, 

USA)을 사용하여 자료 처리 하 으며, 앞정간근과 장딴

지근의 ％RVC값을 구하 다. 

2.4 운동방법

2.4.1 수중 회전 운동 프로그램

수  회  운동 로그램 훈련 첫 주 동안은 물에 

한 공포심을 없애고 물속에서 숨 오래참기, 코로 호흡하

기, 등을 통해 조 된 숨쉬기를 실시하 다. 시상 회 조

훈련은 머리를 면서 방향의 변화를 주어 원을 그리

며 움직여 줬고, 종축회 조 은 신체의 심선을 심

으로 회 을 조 하는 것으로 앙와 자세(바로 운자세)

에서 양 어깨 모든 방향으로 360˚ 회 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수평회 조 은 좌우 골반을 일직선으로 통하

는 축을 심으로 일어나는 회 을 조 하는 것으로 기

마 자세에서 천천히 바로 운 자세가 되고 바로 운 자

세에서 천천히 일어나 기마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을 훈

련시켰다. 수  회  운동 로그램은 Halliwick 10 point 

program  시상회 조 (Sagital rotation control) 10분, 

수평회 조 (Transversal rotation control) 10분, 종축

회 조 (Longitudinal rotation control) 10분씩, 총 30분 

간 모든 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용하 으며, 물의 깊

이는 150cm인 실내수 장에서 운동을 실시하여, 6주간 

주 3회, 1일 30분 간 시행하 다.

2.4.2 체간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워서 무릎세운 자세에서 교각자세로 진행하고, 교각

자세를 원만히 수행하면 편측 무릎 을 교차로 신 시

켰으며, 네발기기 자세의 경우에서는 상지와 하지를 동

시에 교차 신 시켰다. 각 운동 항목마다 정 자세로 10

 이상 유지하고, 원하는 근육의 동원을 해 상자가 

천천히 집 력 있게 실시하도록 주의 깊게 지도하 으며,  

6주 간 주 3회, 1일 30분 간 시행하 다.

2.4.3 균형 운동 프로그램

가로51㎝×세로37㎝×높이8㎝로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에어로 스텝(Aero-step XL, TOGU, 

Germany)을 이용하 다. 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하

으며, 1단계는 발 앞·뒤꿈치 들기, 2단계는 앞·뒤 체

지지 운동, 3단계는 좌·우 체 지지 운동, 4단계는 한발서

기 운동, 5단계는 스쿼트 운동으로 구성하 다. 차 지

지를 이고  가동범 를 크게 하여 증 인 부하

를 주도록 하 으며, 6주 간 주 3회, 1일 30분 간 시행하

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용 SPSS 17.0을 

이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동질성을 알아보

기 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고, 집단 내 정  균형, 동  균형, 근활성도에 한 변

화 분석은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 으

며, 집단 간 변화분석을 해 이원배치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사용하 다. 사후 검정은 Tukey

을 시행하 다.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연구 상자는 수  운동군 15명, 체간 안정화 운동군 

15명, 균형 운동군 15명으로 총 45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수  운동군에서 25.2세, 체간 안정화 운동군에서 2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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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SA

(㎟)

HRP 24.2(4.12) 19.4(3.68) 3.827 .002**

TS 26.73(8.85) 20.13(4.22) 2.623 .02
*

BE 25.33(4.35) 20.87(4.39) 3.296 .005**

WPL

(㎝)

HRP 7.01(1.6) 5.64(1.11) 3.482 .004**

TS 7.97(1.23) 7.37(0.67) 2.469 .027
*

BE 7.08(1.3) 6.51(1.22) 2.22 .043*

Surface Area : SA

Whole path Length : WPL
*
p<.05, 

**
p<.01, 

균형 운동군에서 23.2세 이었고, 신장은 수  운동군에서 

173.2 cm, 체간 안정화 운동군에서 175.6 cm, 균형 운동

군에서 175.8 cm 이었으며, 체 의 분포는 수  운동군에

서 68.2 ㎏, 체간 안정화 운동군에서 74.2 ㎏, 균형 운동군

에서 74.9 ㎏로 모든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 연구변수는 없었으므로, 세 집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HRP group

(n=15)

M(SD)

TS group

(n=15)

M(SD)

BE group

(n=15)

M(SD)

F p′

Age 25.22(3.19) 23.4(2.54) 23.2(2.78) 1.435 .256

hight(cm) 173.15(5.73) 175.64(4.59) 175.76(5.92) .680 .515

weight(kg) 68.23(749) 74.16(13.88) 74.85(7.59) 1.183 .322

Halliwick Rotation Program : HRP

Trunk Stability Exercise : TS

Balance Exercise : BE

3.2 정적 균형 변화비교

3.2.1 집단 내 정적 균형 비교

신체 심 이동면 은 수  운동군, 체간 안정화 운동

군, 균형 운동군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05)(p<.01), 총궤 길이는 수  운동군, 체간 안정

화 운동군, 균형 운동군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p<.01)[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static balance in group 

3.2.2 집단 간 정적 균형 비교

집단 간 정  균형 비교에서 신체 심 이동면 의 변

화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사후검

정 결과, 수  운동군이 균형 운동군과 체간 안정화 운동

군 보다 더욱 효과 이었다. 총궤 길이 변화에서 통계

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사후검정 결과, 

균형 운동군이 수  운동군과 체간 안정화 운동군 보다 

더욱 효과 이었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Change between 
           groups 
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F p post-hoc

〃

SA

(㎟)

HRP 24.2(4.12) 19.4(3.68)

6.165 .003** A>C,BTS 26.73(8.85) 20.13(4.22)

BE 25.33(4.35) 20.87(4.39)

WPL

(㎝)

HRP 7.01(1.6) 5.64(1.11)

4.660 .012* B,A<A,CTS 7.97(1.23) 7.37(0.67)

BE 7.08(1.3) 6.51(1.22)
*p<.05, **p<.01, 

3.3 동적 균형 변화비교

3.3.1 집단 내 동적 균형 비교

안정성 한계의 변화는 수  운동군, 체간 안정화 운동

군, 균형 운동군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p<.01)[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dynamic balance in 
group

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LOS

(㎝)

HRP 229.01(32.19) 288.02(56.21) －4.325 .001
**

TS 222.83(25.73) 239.08(24.77) －2.177 .047*

BE 224.97(42.99) 237.71(43.47) －2.483 .026*

Limited Of Stability : LOS
*p<.05, **p<.01, 

3.3.2 집단 간 동적 균형 비교

집단 간 동  균형 비교에서 안정성 한계의 변화는 통

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사후검정 결

과, 수  운동군이 균형 운동군과 체간 안정화 운동군보

다 더욱 효과 이었다(p<.05)[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Change between 
groups 

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F p post-hoc〃

LOS

(㎝)

HRP 229.01(32.19) 288.02(56.21)

4.881 .01* B,C<ATS 222.83(25.73) 239.08(24.77)

BE 224.97(42.99) 237.71(43.4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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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F p post-hoc

Rt.

TA

HRP
1101.25

(373.86)

1363.56

(459.75)

3.588 .032* A,B>B,CTS
999.22

(250.67)

1140.48

(298.93)

BE
947.77

(238.79)

1092.87

(238.99)

Lt.

TA

HRP
1053.97

(139.14)

1223.64

(202.33)

3.635 .031* A,B>B,CTS
1027.08

(128.36)

1099.22

(128.27)

BE
1019.15

(80.84)

1082.36

(112.81)

Rt.

GS

HRP
343.03

(62.29)

398.33

(73.38)

5.623 .005** A,B>B,CTS
322.38

(81.13)

364.92

(66.33)

BE
302.99

(37.25)

331.6

(34.26)

Lt.

GS

HRP
289.83

(58.01)

364.79

(65.87)

3.617 .031
*
A,C>C,BTS

274.18

(50.14)

302.86

(47.28)

BE
282.79

(56.79)

322.65

(59.11)
*
p<.05, 

**
p<.01 

3.4 근활성도 변화비교

3.4.1 집단 내 근활성도 비교

앞정간근의 근활성도의 변화에서 세 운동군의 좌·우

측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p<.01), 장딴지근은 체간안정화 운동군의 좌측을 제외한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p<.01)[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in group
Item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TA

HRP
Rt 1101.25(373.86) 1363.56(459.75) －2.780 .015*

Lt 1053.97(139.14) 1223.64(202.33) －3.357 .005
**

TS
Rt 999.22(250.67) 1140.48(298.93) －2.173 .047*

Lt 1027.08(128.36) 1099.22(128.27) －2.172 .048*

BE
Rt 947.77(238.79) 1092.87(238.99) －2.553 .015

*

Lt 1019.15(80.84) 1082.36(112.81) －2.176 .047*

GS

HRP
Rt 343.03(62.29) 398.33(73.38) －2.633 .02*

Lt 289.83(58.01) 364.79(65.87) －3.862 .002
**

TS
Rt 322.38(81.13) 364.92(66.33) －2.201 .045*

Lt 274.18(50.14) 302.86(47.28) －2.100 .054

BE
Rt 302.99(37.25) 331.6(34.26) －2.653 .019

*

Lt 282.79(56.79) 322.65(59.11) －2.477 .027*

Tibialis Anterior : TA

Gastrocnemius : GS

*p<.05, **p<.01

3.4.2 집단 간 근활성도 비교

집단 간 근활성도 비교에서 앞정간근과 장딴지근의 

좌·우측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

5). 사후검정 결과, 수  운동군이 균형 운동군과 체간 안

정화 운동군보다 더욱 효과 이었다(p<.05)(p<.01)[Tabl

e 6].

<Table 6> Comparison of Change between groups 

4. 고찰 

수  운동과 체간 안정화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을 성

인남성에게 시행하고 그 변화를 알아보기 해 균형능력

과 근활성도의 변인들을 측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분석

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균형능력을 알아보고자 Biorescue

를 이용하여 정  균형능력 검사로 신체 심 이동면 과 

총 궤 길이를 측정하 고, 동  균형능력 검사로 안정

성 한계 값을 측정 하 으며,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해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RVC값을 측정하 다. 수 운동 

로그램은 지상에서 체 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

에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고[14], 근육

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다. 김은순은 10명의 정

신지체아동을 상으로 8주 동안 연구한 결과 정  평형

능력이 증진됨을 보고한 바 있고[15], 박래 은 65세 이

상 노인 20명을 상으로 8주 동안 연구한 결과  뜬 상

태에서 한발서기 균형능력이 31.2%만큼 좋아졌고,  감

은 상태에서도 40.1%가 향상됨을 보고 한 바 있다[16]. 

이병희는 골 염 환자를 상으로 10개월 간 주 1회 60

분씩 시행한 결과 정  균형이 증가됨을 보고하 다[17]. 

본 연구에서도 수 회 조  운동 로그램을 6주 간 주 

3회 30분 씩 재한 결과  떴을 때와  감았을 때 모두 

신체 심 이동면 과 총궤 길이가 재  보다 재 후

에 감소하여 선행 연구를 지지하 다. 

carpes의 연구에서는 요통환자들을 상으로 체간 안

정화 운동이 균형능력의 증가에 효과 이라고 하 고

[18]. 호 은 교각운동이 신체 정렬을 시켜주어 골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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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차, 동요길이의 편차를 여주고 균형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하 다[19]. 한 임종수는 체간안정화 운동의 

한 방법인 교각-크런치 운동을 통해 편마비 환자의 균형

에서 동요면 , 동요거리, 동요 시 동요속도와 압력 심 

이동거리에 있어 효과  운동방법이라 하 다[20], 본 연

구에서도 체간 안정화 운동 로그램을 6주 동안 주 3회 

30분씩 재한 결과 신체 심이동면 과 총 궤 길이가 

재 보다 재 후에 감소하여 선행 연구를 지지하 다.

최근 임상에서는 에어로 스텝을 이용한 균형운동의 

효과에 해 정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선희

는 지지가 좁은 선 상태에서 무게 심이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방향의 운동으로 탄성에 응하며 균형을 유지하

기 해 체성감각계와 정계를 활성화 시켜 균형향상에 

효과 이라 하 다[21]. 한, 박은경은 뇌졸  환자를 

상으로 재한 결과 FRT의 거리가 재  보다 재 후 

에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하 고[22], 오세홍은 노인

을 상으로 재 한 결과 BBS, FRT 모두 재 후에 균

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23]. 본 연구에서 에

어로 스텝운동을 6주 동안 주 3회 30분 씩 재한 결과 

신체 심 이동면 과 총궤 길이가 재  보다 재 

후에 감소하여 체간 안정화 운동이 균형능력을 향상시킨

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 다. 안정성한계의 변화를 각 

집단별로 재 과 재 후로 분석해 본 결과 수  운동

군이 체간 안정화 운동군과 균형 운동군에 비해 효과

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체간 안정화 운동

군과 균형운동 군에서는 연구 상자가 넘어지기 까지

만 운동을 하는 것에 반해 수  운동군은 연구 상자가 

안정성 한계를 지나서까지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RVC를 

측정한 결과, 수  운동군에서 좌·우측 앞정강근과 장딴

지근은 실험 보다 실험 후의 근활성도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김기운은 뇌졸  환자 

7명을 상으로 12주 간 수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

과 상·하지의 근력이 향상되어 보행 시 하지 근육의 활성

도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고[24], 인곤

은 뇌졸  편마비 환자 20명을 상으로 수 에서 하지

근력 강화 로그램을 12주 간 주 3회 용한 결과 균형

감각, 하지근력 측정결과 모두 향상됨을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25]. 본 연구의 결과는 

에서 기술했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듯이, 6주 간의 수

운동, 체간 안정화, 균형 운동 로그램이 균형능력 향

상과 근활성도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른 결

과를 바탕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운동보다 수

에서 균형운동을 재하 을 때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수 운동

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수 운동의 효과를 객 으로 밝힐 수 있는 

실험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 인 수  운동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된

다면 보다 나은 효율 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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