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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면의 질에 따른 복합균형운동프로그램이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 정상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복합균형 운동을 실시한 Aero-step군(ASG)과 평지면군(Flat floor 
group;FFG) 그리고 처치 없이 실시한 대조군에게 Biodex balance system을 이용하여 전체안정성지수(Overall stability 
index;OSI), 전후안정성지수(Anteroposterior index;APSI), 좌우안정성지수(Mediolateral stability index;MLSI)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체안정성지수와 전후안정성지수는 Aero-step군의 그룹 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좌우안정성지수는 평
지면군의 그룹 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후안정성지수의 그룹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라 치료면의 질에 따른 복합균형운동이 안정된 지지면 보다는 불안정한 지지면의 균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I. 서론

  균형은 대개 똑바른 자세를 취하여 그 기저면 위에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안정성과 가동성이 잘 조화를 
이룬 역동적 현상이며, 공간에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통제
되고 협응된 방법으로 움직일 때 꼭 필요하다[1]. 불안정 
지지면은 외적인 동요를 증가시켜 자세정위능력을 효과적
으로 바꾸어 감각계 및 운동계를 더욱 빨리 조정할 수 있
게 하고, 스스로 자세 조절을 할 수 있는 자세 전략에 도움
을 준다(Shumsway-Cook, 2007)[2]. 선행 연구에서는 객
관적,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제한점과, 다른 복합 
운동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자는 치료면의 질에 따른 복합균형운동프로그
램이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Biodex Balance System을 통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측
면으로 균형능력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충
청북도 Y대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남자 9명, 여자 12명으
로 총 성인 남녀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의 평지면군(FFG)은 딱딱하고 평평한 지면위에
서 균형운동을 하였고, Aero-step군(ASG)은 공기가 들어

있는 높이 7cm의 Aero-step을 이용하여 균형운동을 하였
으며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매일 50분씩, 
총 1주(7일) 운동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상체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하여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하게 하
였고, 지지하지 않는 다리는 지지하는 다리의 발목 옆에 
두게 하였다. 시작과 함께 1분간 각 동작마다의 균형을 유
지하게 하여 7동작을 1세트로, 총 5세트를 실시한다. 이 
때 세트 사이마다 3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복합운동프로
그램은 다음과 같다. 앞꿈치, 뒤꿈치 들기 각 30초씩 유지
한다. 그 후 양팔을 왼쪽 대각선, 머리위,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들고 서있기 각 20초씩 유지한다. 같은 방법으로 
양손에 물체를 들고 각 20초씩 유지한다. 팔을 양가쪽으로 
벌렸다가 모으기를 반복한다. 이때 천천히 시작하여 끝날 
때는 빠른 속도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무릎을 굽힘과 동
시에 실시한다. 양발을 번갈아가면서 한쪽발로 균형 잡고 
서있기 1분간 실시한다. 앞꿈치, 뒤꿈치로 걷기 각 30초씩 
실시하는데 천천히 시작하여 끝날 때는 빠른 속도가 된다.

3. 측정도구

3.1 Aero-step

  Aero-step은 2개의 분리된 에어쿠션이 연결 되어있고, 
최고수준의 안정성을 길러준다.

3.2 Biodex Balance System

  균형운동시작하기 전의 균형능력과 1주일 후의 균형능
력을 측정하였으며, 각 1에서 6가지의 단계로 2번 실시하
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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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각 군의 그룹 내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하였으
며 그룹 간 비교하기 위해 처치전 측정값과 과 처치후 측
정값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α는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평지면군 7명, Aero-step군 7명, 대조군 
7명으로 총 21명이며 평균 연령에서 평지군은 
20.86±1.57세, Aero-step군은 20세, 대조군은 
20.86±0.38세 이었다. 평균 신장에서 평지군은 
170.0±8.46cm, Aero-step군은 166.29±5.22cm, 대조
군은 164.71±7.45cm이었으며 평균 체중에서 평지군은 
60.64±8.61kg, Aero-step군은 59.34±11.55kg, 대조군
은 60.16±5.67kg이었다.

2. 운동 전ㆍ후의 정적균형 변화

2.1 정적균형의 전체균형 변화 

  Aero-step군 운동 전·후의 전체균형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평지군과 대조군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1)

Before After p

FFG

ASG

CG

2.77±0.82

3.26±0.99

3.03±0.85

2.16±0.97

2.20±1.28

2.94±0.91

0.237

0.008**

0.702

Table 1. Change in static balance : Overall 
stability index           (unit: score)

*:p<0.05, **:p<.01, FFG: Flat floor group, ASG: Aero-step 
group, CG: Control group

2.2 정적균형의 전후균형

  Aero-step군 운동 전·후의 전후균형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평지군과 대조군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2).
 

Before After p

FFG

ASG

CG

1.56±0.50

2.60±1.01

2.19±0.71

1.46±0.88

1.46±1.08

2.10±0.62

0.777

0.006*

0.682

Table 2. Change in static balance : Anteroposterior 
stability index           (unit: score)

2.3 정적균형의 좌우균형 변화

  평지군 운동 전·후의 좌우균형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지만(P＜.05) Aero-step군과 대조군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Before After p

FFG

ASG

CG

1.93±0.60

1.40±0.56

1.61±0.73

1.27±0.49

1.31±0.54

1.66±0.60

0.044*

0.735

0.881

Table 3. Change in static balance : Mediolateral 

stability index           (unit: score)

3. 그룹 간의 균형 변화 비교

  전후안정성지수의 그룹간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전체안정성지수와 좌우안
정성지수의 그룹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4).    

FFG ASG CG p

OSI

APSI

MLSI

-0.61±1.24

-0.10±0.89

-0.66±0.68

-0.11±0.71

-1.14±0.73

-0.09±0.64

-0.09±0.56

-0.09±0.53

0.04±0.73

0.151

0.021*

0.154

Table 4.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OSI : Overall stbility index,   APSI : anteroposterior stability 
index,   MLSI : mediolateral stability index

Ⅳ. 고찰

  일반적으로 균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속
적인 운동 과제와 조건에서 시각적, 청각적, 생체 되먹임
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운동학습 이론
에 기초를 둔 운동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
  본 연구의 결과에서 Aero-step군 운동 전·후의 전체균
형 점수와 전후균형 점수가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평지군 운동 전·후의 좌우균형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전후안정성지수의 그룹간 비교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Aero-step군이 
평지군과 대조군보다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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