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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using Elastic
Band on Dynamic Balance and Grip Strength in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
Han-Gyeol Leea
a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angmoo Hospital, Gwangju, Republic of Korea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CLT) using elastic bands on
dynamic balance and grip strength for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s and to provide correct posture guidance and reference
on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of sports damage and injury in the future.
Design: Two groups pre-post randomized controlled design.
Methods: Forty-six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 two groups;1) CLT using Elastic Band group(Experimental group, n＝23),
2) Routine baseball training group(Control group, n＝23).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total 16 times for sixty minutes a day,
2 times a week, for 8 weeks. Evaluations of dynamic balance ability and grip strength were performed with all subject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raining and 8 weeks after training.
Resul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raining, the dynamic balance ability and dominant handgrip strength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more improved(p＜0.05).
Conclusions: We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CLT using elastic bands on dynamic balance ability and grip strength in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 This study should be us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s
training and would be contributed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of sports damage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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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에는 특성에 따라서 신체의 한쪽을 주로 사용하는
편측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있다[1]. 선천적이거
나 병리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편측 위주의 제한적인 신체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근육의 불균형이나 자세 및 체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2].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특히 야구는 우
세한 신체부위를 통한 편측 중심의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며, 그 중 과한 토크가 반복되는 투구 동작이
나 배트의 스윙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불균형이나 척추와
골반의 비틀림과 같은 신체의 변형이 자주 나타나고 부상
의 발생률이 높다[3-4]. 현재 한국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
출 및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국내 대표 스포츠로서 자

리매김하고 있고, 2021년 대한 야구협회에 등록된 초등
부 야구팀은 90팀으로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수는 증가하
고 있다[5]. 초등학생 시기에는 성장발달이 급격하게 이
루어지며, 12세부터 20세까지 지속적인 체력발달의 향상
을 보인다. 그러나 성장기에는 성인보다 신체에 작용하는
부하에 의해 불균형이나 변형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부상관리를 위해 보다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6].
야구선수들의 균형능력의 문제는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나 조기
은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7-9]. 균형능력은 고유
수용성감각, 체성감각, 전정계, 시각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평형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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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으로 나눌 수 있다[10]. 그 중
동적균형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신체나 신체의 일
부가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신체 중심을 지
지면 내에 두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며, 특히 걷거나 뛰는 스포츠 활동 중에는 신체에 안정성
을 제공해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야구선수
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동적균형능력의
평가와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7-10].
야구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동적균형만큼이나 악
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악력은 손과 손목 주변 근
육들의 근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팔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11]. 특히 이 근육들은 공을 던지는 가속
단계에서 공을 놓을 때인 릴리스포인트(release point)에
서 주로 작용하는데, 강하게 악력이 작용하는 것과 비례
하여 투구의 속도가 빨라진다[12]. 그리고 투구의 속도뿐
만 아니라 배트의 스윙 스피드 또한 악력과 비례하여 증
가하였으며, 악력이 강한 선수들은 경기력이 우수하였고
악력이 약한 선수들은 경기력이 저하되는 상관관계를 보
였다[13]. 따라서 악력에 영향을 미치는 손과 손목 주변
근육들의 강화는 야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
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11-13].
현재 임상에서는 동적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보행의 움직임 패턴을 이용한 협응이동훈련(coordinative
locomotor training, CLT)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4].
협응이동훈련은 보행과 PNF패턴을 통합하여 스프린터
(sprinter)와 스케이터(skater)라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두가지 형태의 단순하고 통합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린사슬과 닫힌사슬 모두에서 중재가 가능해서
어떤 자세에서라도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사
지에서의 고유수용성감각 증진과 체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특히 동적균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15].
또한 운동선수들은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탄력밴드
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고무가 늘어날 때 발생하는 저항

을 이용하여 중력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라도 운
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선행 연구들에서도 탄력밴드
를 이용한 근력강화 저항운동은 전체적인 근력뿐만 아니
라 악력과 신체적인 기능들을 증가시켰으며 공을 던지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였다[17-18].
이처럼 야구에서는 주로 공을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
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안에 비대칭적인 편측
위주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신체의 동적균형 향상과 부
상 예방을 위한 악력의 관리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있
다. 따라서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을 적용하면
동적균형과 악력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아직
까지 야구선수들에게 동적균형과 악력의 관리를 위해 탄
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이 사용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
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이 동적균형
과 악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후 올바른 자세지도
와 스포츠 손상 및 부상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의 H초등학교의 남자야구부 선수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의 설명을 충
분히 들은 후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본인과
부모가 모두 동의한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 확
률 배정을 통해 각각 23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선별하
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운동과 측정을 진행
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최근 6개월간 동적균형과
악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질병이나 병리적 진단을 받지 않
은 자,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이 없으며 근골격계 통증이나
질병이 없는 자, 근골격계 관련 질병으로 약물 복용 및 치
료 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대상자들이 실험 참여 동의
서에 서명한 후에 헬싱키선언에 따른 윤리기준에 준수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6)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3)

Age (years)

11.06 (0.84)

11.30 (0.76)

Height (cm)

141.30 (9.49)

141.74 (10.21)

Weight (kg)

38.53 (7.60)

39.52 (7.92)

Dominant hand (Left/Right)

8/15

7/16

The values are presented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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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방법

측정방법 및 도구

실험군에게 적용한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은
Ann & Park[14]과 Kim & Lim[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
하였다. 훈련기간은 1회에 60분씩 주 2회로 총 8주간 시
행하여 대상자들은 총 16회의 협응이동훈련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중재는 협응이동훈련 코스를 이수 한 임상
물리치료사가 직접 적용하였다. 준비운동으로는 스프린터
와 스케이터 동작의 구성요소를 익히기 위해서 선 자세에
서 두 동작을 각각 5분씩 능동적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본 운동으로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을 실시하
였으며 4가지 기본자세인 바로 누운 자세(supine), 네발기
기자세(crawling), 앉은 자세(sitting), 선 자세(standing)에
서 스프린터와 스케이터 동작을 10회를 한 세트로, 총 3
세트를 약 30여분간 시행하였다. 탄력밴드는 남자는 신장
률 100%에서 2.1 kg의 저항이 발생하는 초록밴드를 이용
하였으며 양손과 발에 걸고 협응이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마무리 운동으로는 스프린터, 스케이터 순으로 보행훈련
을 시행하였다. 스프린터 동작은 달리기 선수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한쪽 상지에서 굽힘-모음-가쪽돌림 패턴과 같은
쪽다리에서 폄-벌림-안쪽돌림 패턴을 사용하였고, 반대쪽
상지에서는 폄-벌림-안쪽돌림 패턴과 같은 쪽 다리의 굽
힘-모음-가쪽돌림 패턴을 사용하였다. 스케이터 동작은 스
케이트 선수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한쪽 상지에서 굽힘-벌
림-가쪽돌림 패턴과 같은 쪽 다리에서 폄-모음-가쪽돌림
패턴을 사용하였고, 반대쪽 상지에서는 폄-모음-안쪽돌림
패턴과 같은쪽 다리의 굽힘-벌림-안쪽돌림 패턴을 사용하
였다[14-15]. 대조군은 기존의 야구 훈련 루틴으로 캐치
볼, 타격훈련, 그라운드볼(ground ball) 훈련, 플라이 볼
(fly ball) 훈련을 진행하였다.

동적균형
동적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레스큐(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를 이용하여 안정성 한계(Limit
of Stability)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선 자세에서 전방
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고 화면에 나타나는 무게중심
을 의미하는 빨간 점을 총 8가지 방향(전, 후, 좌, 우, 좌
측 전방, 우측 전방, 좌측 후방, 우측 후방)으로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였고, 최대한 먼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서 균
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화살표의 방향은 무작위로 설정되
었으며 각 방향당 10초간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고, 모니터에 나타난 화살표가 사라질 때까
지 현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측정
이 진행되는 동안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
면서 전체 중심 이동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총 이동 면적
의 수치가 커질수록 동적균형이 좋음을 의미한다. 총 3회
의 측정을 하여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검사재검사에서 ICC＝0.84로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19].

악력
악력을 알아보기 위해 Jamar® Smart Hand Dynamometer
(0816-69-928, Performance Health [Formerly Patterson
Medica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어깨관절을 모
음하여 팔꿉관절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팔꿉관절은
90도 굽힘, 아래팔은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의
몸쪽손가락사이관절(proximal interphalngeal joint)이 직
각이 되도록 잡고 폭을 각 개인에 맞게 조절한 후 악력계
를 잡고 측정하는 표준 악력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20].
측정은 오른손, 왼손 각각 3회씩 측정하고 높은 기록을
채택하였다. 측정 단위는 kg으로 0.1kg 단위까지 측정하
였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모든 측정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보여 모수정 검정범을 이용하여 평균값들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그룹 내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대응표본-t 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스프린터 패턴

스케이터 패턴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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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동적균형
집단 내 동적균형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전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5), 대조군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중재 후 집단 간 동적균형을 비교한 결과 왼쪽, 오
른쪽, 앞쪽, 뒤쪽, 전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Table 2).

악력
집단 내 악력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우세손과 비
우세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대조군
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중재 집단
간 악력을 비교한 결과 우세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0.05), 비우세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Table 3).

(unit : mm2)

Table 2. Comparison of dynamic stability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3)
Pre
14201.48 (2613.49)
14264.78 (2356.94)
Post
14630.04 (2896.20)
14203.96 (2208.21)
Left
Change
428.57 (850.81)
－60.83 (779.73)
t(p)
－2.416 (0.024*)
0.374 (0.712)
Pre
13409.30 (1976.55)
13488.87 (1978.33)
Post
13777.48 (2304.26)
13454.87 (1989.51)
Right
Change
368.17 (612.67)
－34.00 (712.74)
t(p)
－2.882 (0.009**)
0.229 (0.821)
Pre
16639.39 (2941.60)
16855.61 (2879.23)
Post
17574.78 (2985.41)
16997.22 (2955.36)
Foward
Change
935.39 (1685.97)
141.61 (763.77)
*
t(p)
－2.661 (0.014 )
－0.889 (0.384)
Pre
10850.60 (2149.50)
10960.13 (1914.88)
Post
11299.43 (2098.23)
10923.52 (1855.64)
Back
Change
448.83 (782.21)
－36.61 (714.70)
t(p)
－2.752 (0.012*)
0.246 (0.808)
Pre
27550.39 (4124.11)
27776.00 (3774.43)
Post
28640.87 (4567.07)
27789.78 (3623.35)
Total
Change
1090.48 (1521.49)
13.78 (1125.52)
t(p)
－3.437 (0.002**)
－0.059 (0.954)
The values are presented mean (SD)
*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group (*: p＜.05, **: p＜.01, ***: p＜.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 p＜.05, ††: p＜.01,†††: p＜.001)

t(p)

－0.083 (0.934)
2.034 (0.048†)
－0.136 (0.892)
2.052 (0.046†)
－0.252 (0.802)
2.057 (0.048†)
-0.182 (0.856)
2.197 (0.033†)
－0.194 (0.847)
2.728 (0.009††)

Table 3. Comparison of grip strength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3)
Pre
19.02 (3.40)
18.26 (4.03)
Post
20.43 (3.67)
18.76 (4.02)
dominant hand
Change
1.41 (1.20)
0.50 (0.93)
t(p)
－5.617 (0.000***)
－2.606 (0.016*)
Pre
16.47 (3.77)
16.79 (3.89)
Post
16.88 (3.80)
17.24 (3.83)
Non-dominant hand
Change
0.41 (0.80)
0.45 (0.77)
t(p)
－2.462 (0.022*)
－2.800 (0.010**)
The values are presented mean (SD)
*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group (*: p＜.05, **: p＜.01, ***: p＜.001)
†
: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group (†: p＜.05, ††: p＜.01, †††: p＜.001)

(unit : kg)
t(p)

0.696 (0.490)
2.863 (0.006††)
-0.281 (0.780)
-0.18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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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올바른 신체정렬은 근골격계의 배열이 이상적인 상태
이며 중력에 대항해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고 신체의 위치
를 바르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신체정렬이
바르지 못하면 신체 분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신체에
역학적인 스트레스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1-23].
일반적으로 균형능력은 전체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
행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를 평형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수의적 움직임을 위해 신체 중심을 안정화시키고, 외부적
인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신체는 균형능력이 좋을
수록 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24]. 그리고 균형
능력 중 특히 동적균형은 보행이나 점프 같은 운동을 할
때 안정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위험요소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은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25-26]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각 그룹 내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왼쪽(Left), 오른쪽(Right),
앞쪽(Forward), 뒤쪽(Back), 전체(Total)에서 모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각 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그룹 간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재 전에는 왼쪽(Left), 오
른쪽(Right), 앞쪽(Forward), 뒤쪽(Back), 전체(Total)에서
모두 그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중재 후에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양궁선수들에게 스프린터·스케
이터 훈련을 실시한 결과 화살을 쏘기 전 동요의 궤적 길
이가 감소하였으며 화살을 쏠 때 균형능력을 향상시켰다
고 하였다[27]. 또한 소프트볼 선수와 야구선수들에게 탄
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에서도 균형능력을 향상시
켰다고 하였다[28]. 고유수용성감각은 시각이나 전정계와
함께 인체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
지의 근육 힘줄, 관절 등의 수용기에서 받아들인 감각정
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움직임에 관한 정보들을 신
경근 운동조절 시스템으로 전달한다[29]. 따라서 고유수
용성감각의 증진을 통해 동적균형과 근력의 향상에도 도
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임상에서는 협응이동훈련을 중재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3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협응이동훈련이 가지고 있는 PNF 특유
의 대각선 및 나선형 패턴이 사지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심부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면서,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저항을 가중시킴으로써 근·신경계의 협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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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등을 증가와 더불어 체간의 안정화를 일으켜 실험
군에서의 동적균형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악력은 팔의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투구동작의 가속단계에서 공을 놓을 때 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아래팔에 있는 손목의 굽힘근과 폄근의 강화는
야구선수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11-13, 31].
2002년 측정된 한국의 프로야구 투수들의 평균 악력은
55.3kg이었으며[32], 투구의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악력
이 높았고, 배트의 스윙이 빠른 선수들 또한 악력이 높았
다[12-13]. 또한 투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되는
선수들은 주로 악력이 약한 선수들이었다[11]. 본 연구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각 그룹 내
악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실험군은 우세손과 비우세손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도 우세손과 비우세손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각 군
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그룹 간 악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재 전에는 우세손
과 비우세손에서 모두 그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재 후에는 우세손에서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비우세손에서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주로
CLT 운동을 통해 하지의 근력증가와 균형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악력의 증가를 보고하
는 연구의 결과는 없었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협응이
동훈련을 적용한 후 하지근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
였고[33],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협응이동훈련을 적용
한 후 하지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정적 및 동적균
형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34].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응이동훈련에서도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가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훈련이 근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사지의 닫힌사슬운동과 열린사슬운
동이 협응동작으로 이루어져 고유수용기들을 더욱 자극하
였기 때문에 기저면의 다양한 변화에서 안정근이나 협력
근이 강하게 작용해 하지근력과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다[35]. 본 연구에서도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
이동훈련을 중재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면이나 물
체에 고정점을 두는 닫힌사슬운동 형태에서는 밴드의 저
항이 더해져 기저면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협력근과 안정
근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탄력밴드의 저항이
사지에서부터 몸통까지 신체에 전반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근방추(muscle spindle)가 집중적으로 활성화 되었기 때
문에 전신 근육의 고유수용성감각을 자극하여 신경근육의
반응을 촉진하여 동적균형과 함께 악력 또한 향상된 것으
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이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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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야구선수의 균형과 악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부상방지를 위해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을 이용한다면 동적균형
뿐만 아니라 악력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적인
균형운동을 하거나 단순히 악력증가만을 위한 근력운동을
하는 것에 비해 지루함도 덜하고 복합적인 운동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
정 초등학교의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에게 탄
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균형이나 근력을 키우기 위한 다른 운동방법
들과의 비교 연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이 초등학
교 야구선수들의 동적균형과 악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적균형과 악력증진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탄력
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이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의 동
적균형과 악력을 증진시키며 추후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협응이동훈련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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