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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ore stability exercises on the counter balance and dynamic balance
ability of tennis club member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training methods for improving the athletic performance and injury prevention through physical imbalance.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12 subjects who are currently registered as a player in the having 5 years or more athletic
career. As a result of observing improvements on counter balance and dynamic balance ability using the core stability exercise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RESULTS: As for the counter balance abil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the exercise group
after completing the core stabilization program. As for the dynamic balance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the exercise group, except for down (D) postures, whereas, there were no changes or decrease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the control group after completing the core stabilization program. Meanwhile, in the aspect of comparisons between post-values in both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up-right (UR), right (R), down-right (DR), down/left (DL), left (L), up/left
(UL), and overall dynamic scores (OVE) of the exercise group. In the aspect of comparisons between post-values in both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only the exercise group.
CONCLUSIONS: When conclu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ore stability exercises was an effective exercise in the
improvement of counter balance and dynamic balance ability of tennis club members. In addition, in order to have precise and stable
movements through stabilization of position improvement of physical imbalance, it is thought to require a suitable training development for tennis club members along with repetitive training.
Key words: Core stability training, Counter balance, Dynamic balance abilities, Tennis club members

서 론

진국들은 생활체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국민의 체력향상
과 복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

생활체육 활동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신체적 능력의 발달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가운데 축구 다음으

과 여가선용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1], 선

로 매우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3], 대중 스포츠로써 테니스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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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들에게 단순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차원을 초

해 힘을 만들어 내는데, 신경근 효율이 높을수록 주동근의 높은 참여

월하여 다양한 기술과 경기위주의 경쟁방식을 통해 여가를 즐기도록

를 가능하게 하고 길항근으로부터 신경억제를 낮게 한다[15].

한다. 동호인 테니스 단체인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 연합회와 한국

이와 같이 테니스는 신체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편측성 운동

동호인 테니스협회(KATA), 한국 아마추어 테니스 연합회(KATO)에서

으로 이로 인한 스포츠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테니스 기술은

동호인의 랭킹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는 한국형 생활체육 테니스의 독

아주 정교하고 감각적인 운동으로서 기본자세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4]. 테니스는 지속적인 움직임

못할 경우 전문적인 체력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이에 테니스종목

과 빠른 몸놀림,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은 전문적인 체력과 기술동작의 안정화를 위한 특이적 훈련방법이 필

하며 장시간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지구력과 민첩성 및 기술과 전술

요하다.

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닌 종목이다[5,6]. 그 중 신체 밸런스는 경기력에

따라서 코어 안정화 운동을 통한 평형성과 균형능력향상은 테니스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 시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동호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력적 접근방법이다. 즉, 코어 안정

수 있는 위치를 점하는 움직임과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테니스 동호인의 신체불균형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수들이 적절한 풋워크(Foot work)로 타구지점

인한 부상예방과 신체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

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타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밸런스를 유지

구는 테니스 동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코어 안정화 운동이 평형력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위치나 자세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7]. 또한, 테니스는 매
샷(shot)의 볼의 속도와 회전율, 코트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연속적
인 긴장 상태의 게임으로써 묘사되며, 테니스 경기에서의 움직임 동선
은 직선뿐만 아니라 측면, 다방면으로 민첩한 움직임을 가질 필요성이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있다고 하였다[6]. 또한, 방향전환을 빠르게 해야 하는 테니스의 특성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D시에 거주하는 운동경력 5년

상 민첩성이 중요한 가운데, 동작을 연속시키기 위해 도중에 신체의 평

이상인 남성 테니스 동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취지를

형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빠른 운동의 연속이 어려워지므로, 평형성과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 24명

밀접한 관련이 있다[8]. Krampe et al. [9]은 성공적인 운동 실행을 위해

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써 평형성을 강조하였고, 전반적인 체력에
서 근력이나 유연성만큼 평형성이 중요한 기초체력 요인임을 알 수 있

2. 코어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다고 하였다[10]. 그리고 빈약한 평형성은 운동경험자들 사이에 손상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한 코어 안정화 운동은 필라테스 매트운동

발생을 높이는 체력요인이며, 평형성 향상을 위한 플라이오메트릭 트

프로그램은 조셉 필라테스의 기본동작을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Hur

레이닝과 같은 신경근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손상 예방의 수단으로써

[16], Kwon et al. [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CSM [18]에 제시되어 있

채택되어야 한다[11].

는 운동 권장량을 준수하여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은 분절간 분절내 협응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운

10분으로 총 60분간 실시하였다. 운동은 주 3회의 빈도로 12주간 적용

동이며, 부하가 인체의 요추와 천추를 교차하여 전위될 수 있는 능력

하였다. 매트운동 동작들의 움직임의 범위 및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운

을 촉진시키는 운동이다. 또한, 연속적인 분절운동을 하기 때문에 발

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점증적 운동부하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설정된

끝에서부터 몸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을 증진시키며, 이중

최대 운동 강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동작을 수행

에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운동에서 근육으로의 신경작용이 증가하

하는 데 있어 정확성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선수들이 따라 하기

고, 운동단위의 동일화가 증가되며, 근육의 상승작용에 의한 활동이

힘든 동작 부분에서는 다소 변형된 운동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

증가하며 복합관절 주변의 안정성 또한 증가한다[12]. 이는 더 많은 근

용은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섬유를 동원시키기 때문에 근력이 증가하고 근육 내 협응력이 향상된
다고 보고하였다[13]. 코어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위의
근육들을 작용하도록 하는 신경조절 조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게 되
며[14], 신경근기전은 움직임이 없을 때와 움직이는 동안 신체의 균형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ennis club members		
Items

Age (yr)

Height (cm)

Weight (kg)

49.96 ± 4.14
46.29 ± 5.30

170.36 ± 7.42
169.66 ± 8.48

73.74 ± 13.75
76.68 ± 12.98

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근 효율은 힘을 감소시키고,

Exercise group (n = 12)
Control group (n = 12)

동적으로 안정시키며 이때 세평면의 움직임에서 전체 운동 사슬을 통

All values are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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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e stability exercise program for exercise group							
Stage

Exercise program

Warm-up (10 min)

Breathing
Rolling
Coccyx-Curl
Hundred
Single Leg Stretch
Single Straight Leg
Basic Bridge
Bridging Variation
Quadruped
Seal
Nermaid
Swimming
Double Leg Stretch
Shoulder Bridge
Swan
Leg Full Front
Rest Position
Cat Stretch
Breathing

Work-out (40 min)

Cool-down (10 min)

Rest
1-4 Week

5-8 Week

10/3
10/3
8/3
100/3
8/2
8/3
8/2
8/2
8/3
10/2
8/2
8/2
8/2
8/2
8/2
8/2
1/3
5/2
10/3

12/3
15/3
10/3
100/4
10/2
10/3
10/2
10/2
10/3
10/3
10/2
10/2
10/2
10/2
10/2
10/2
1/3
5/2
12/3

9-12 Week
15/3
20/3
12/3
100/5
12/2
12/3
12/2
12/2
12/3
10/5
12/2
12/2
12/2
12/2
12/2
12/2
1/3
5/2
15/3

Time (min)/Motion frequency
RPE
8-10
5-10 min
RPE
11-13
30-40 min

RPE
8-10
5-10 min

3. 측정 항목 및 방법

며, 집단 간 실험 전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

1) 평형력 검사

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평형력 측정은 Humac Norm Balance System (CSMI, Boston, US)의
Center of Pressure 측정법과 Weight Bearing 측정법으로 평형능력을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스크린을 응시하며
원형중심의 중앙점에 압력을 가하여 균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

연구 결과
1. 평형력의 변화

래 서있는 방법으로 전측, 후측, 좌측, 우측방향으로 중심이동에 따라

코어 안정화 운동에 따른 평형력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코어 안

평균값이 변하며 중심을 잡고 서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결과 값으

정화 운동 전후 그룹별 평형력에 관한 연구에서 운동그룹은 Up,

로 나타낸다.

Down, Left, Right의 평형력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그룹 간 차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동적 균형능력 검사

동적 균형능력 측정은 Humac Norm Balance System (CSMI, Boston,

2. 동적균형능력의 변화

US)의 Limits Of Stability (LOS)기록을 통하여 밸런스 능력을 측정한

코어 안정화 운동에 따른 동적 균형능력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다. 피험자는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스크린을 응시하며 원형중심

코어 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운동그룹의 경우 사전과 사후에

에서 무작위 방향으로 점멸되는 표지방향으로 밸런스 보드 위에서 압

대한 변화에 있어 하측(D)의 균형능력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세에

력을 가하며 균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밸런스 능력을 측정하는

있어 유의하게 개선된 반면, 통제그룹에 있어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거

방법으로 총 8개 방향(UP, UR/Right, Right, Down/Right, Down,

나 동적 균형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적 균형능력에

Down/Left, Left, UP/Left, and Overall )과 9개 변인의 이동시간과 지속

대한 집단 간의 차이는 상측(U), 하측(D)을 제외한 모든 자세에서 유

시간을 측정하여 그 결과 값으로 나타낸다.

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전체 스코어가 통제그룹에 비해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0.0 (Window statistical package)을 이용
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후, 집단 내 실험
전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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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s of counter balance scores in both groups after core exercise program							
Exercise group (n=12)

Items

Control group (n = 12)

Pre

Post

t*

Pre

Post

t*

Up

49.60±2.91

50.20±2.70

-1.616

51.50 ± 1.96

51.20 ± 1.14

0.557

Down

50.40±2.91

49.80±2.70

1.616

48.50 ± 1.96

48.80 ± 1.14

-0.557

Left

50.20±1.55

50.30±1.25

-0.361

51.50 ± 2.68

50.60 ± 0.69

1.060

Right

49.80±1.55

49.70±1.25

0.361

48.50 ± 2.68

49.40 ± 0.69

-1.060

t**
1.712a
1.080b
-1.712a
-1.080b
1.329a
0.662b
-1.329a
0.662b

All values represents mean ±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a group;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both groups (a/pre, b/post).
Table 4. The changes of dynamic balance scores in both groups after core exercise program							
Items

Exercise group (n=12)

Control group (n = 12)

Pre

Post

t*

U

10.00 ±3.65

10.60±6.47

-0.262

UR

13.30 ±5.66

13.10±4.77

R

22.30 ±4.45

DR

Pre

Post

t*

7.60 ± 2.59

14.30 ± 5.81

-3.397†

0.429

13.20 ± 5.12

21.30 ± 4.69

-3.979†

21.40±4.30

1.406

24.80 ± 4.54

33.90 ± 12.28

-2.929†

19.80 ±2.90

20.00±2.83

-1.000

17.90 ± 4.69

26.20 ± 7.39

-4.486†

D

20.10 ±8.12

21.10±8.95

-1.000

19.70 ± 11.15

21.00 ± 6.55

-0.783

DL

24.10 ±5.72

26.30±6.24

-1.435

24.80 ± 6.61

34.40 ± 9.83

-6.402†

L

22.10 ±5.59

21.90±4.77

0.429

19.80 ± 5.01

29.00 ± 8.92

-3.709†

UL

17.90 ±3.57

19.30±2.45

-1.909

15.70 ± 4.03

26.20 ± 5.63

-4.079††

OVE

22.00 ±2.94

23.20±2.53

-2.343

22.30 ± 3.53

33.10 ± 5.78

-4.630†††

t**
-1.695a
1.346b
-0.041a
3.875b††
1.244a
3.038b††
-1.100a
2.478b†
-0.092a
-0.029b
0.253a
2.200b†
-0.970a
2.220b†
-1.292a
3.552b
0.206a
4.960b†††

All values represents mean ± standard deviation.							
U, UR, R, DR, D, DL, L, UL, and OVE mean UP, Up/Right, Right, Down/Right, Down, Down/Left, Left, UP/Left, and Overall, respectively.				
*Wilcoxon Signed Ranks test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a group; **Mann-Whitney U test’ results between post-values in both groups (a/pre, b/post);
†,††, †††
Mean p <.05, p<.01, and p<.001, respectively.							

균형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트레이닝 전후 평형력

였다. 이는 균형 훈련이 외발서기 균형능력 평가에 효과적인 향상을 보

(Up, Down, Left, Right) 및 동적 균형능력(Up, Up/Right, Right, Down/

인다[19,20]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균형

Right, Down, Down/Left, Left, Up/Left, OVE/Overall)의 변화를 측정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Kim

하였다.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평형력에 관한 연구에서 운동그룹은

[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어 강화 운

Up, Down, Left, Right의 평형력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동을 실시한 결과 자세 안정성과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한 Stivala et al. [2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Norm Balance System의 Weight Bearing 측정방

동적 균형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운동그룹

법이 원형 중심에 지속적으로 오래 중심을 잡고 있는 측정방법의 특

은 하측(D)의 균형능력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세에 있어 유의하게 개

성상 운동그룹과 통제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선되었으며 동적 균형능력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는 상측(U), 하측(D)

았으나 수치상으로 운동그룹이 운동 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를 보

을 제외한 모든 자세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전체 스코어(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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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제그룹에 비해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전체 스코어(OVE)가 통제그룹에 비

이는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균형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능력이

해 운동그룹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Nam et al. [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코어 안정화 운동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평

으며 양궁선수를 대상으로 코어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능력

형력과 균형능력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불

의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Kim [24]의 연구와 프로 골퍼를 대상으로

균형 개선과 자세의 안정화를 통해 세밀하고 안정화된 동작을 하기 위

한 코어 안정화 운동이 골퍼들의 균형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

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더불어 테니스 동호인에 적합한 트레이닝 개

과[25]와 일치하였다. 또한, 테니스 선수에게 균형 및 유연성 운동 프로

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램을 실시하여 균형능력 향상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결과[26,27]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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