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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오신영，장진호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재활학과 

Abstract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 of Intermittent 

and Continuous Visual Feedback in Sway 

Balance Training with Norm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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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effect of balance training, visual feedback is usually used. During 
the training process there are some factors which decrease the effect. 
Neurophysiologically, the main negative factor is thought to be synaptic fatigue 
which decreases the sensitivity of synap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ìnd 
a more effective balance training method. In this study, a total of 60 normal 
subjects-19-30 years old young males and females(M=30, F=30)- participated, and 
they were randomized as A, B, and C group, each group containing 20 subjects. 
First, all groups had a pre-test of sway balance. One minute later, A group was 
trained in sway balance by continuous visual feedback for 2. minutes, B group by 
intermittent visual feedback which had 4 sessions of 30 seconds each and a one 
minute rest break. C group was not trained at all. All groups had a post-test. 
Only B group had improved balance compared wìth C group by ANOV A. On the 
other hand, intermittent visual feedback was more effective than continuous visual 
feedback in sway balance training with normal subjects. ’ 

Key Words: Sway balance; Balance trainìng; Visual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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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균형 (balance)은 똑바로 선 자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과 감각정보의 구조화， 그 

리고 운통계획과 수행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 

정으로 주어진 감각환경에서 체중지지 기반 

CBOS: base of support) 위 로 무게 중심 (COG: 

center of gravity)을 조절하는 능력 이 다(Um

phred, 1995). 자세 재활치료에서 사용되는 감 

각 되 먹 임 (sensory feedback)은 몸의 중심 동 

요(body sway)를 측정 하는 방법 으로 간주되 

는 정보를 연결하는 시각， 청각， 체감각 되먹 

임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감각 입력의 세 가 

지 방법을 자세 재활치료에 적용했올 때 다 

양한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Ha

mman 등， 1992; Wannstedt 둥， 1978). 특히， 
뇌손상에 의해 평형감각에 장애가 있는 환자 

의 경우에 감각적 되먹임이 효과적임이 알려 

져왔다. 그리고 정상인 집단에 있어서도 안정 

성의 한계 (LOS: 1imit of stability) 안에서 몸 
을 움직이면서 (swaying) 균형올 잡게 하는 

동적인 균형 훈련에서 시각적 되먹임이 효과 

가 있 었 다(Barona 등， 1994).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되먹임을 이용한 

균형훈련시 더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는 것 

이다. 여기에서 제시될 방법은 한 단위의 치 

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사이 사 

이에 휴식시간을 주어 간헐적으로 치료를 하 

는 두가지 방법 이 다. Hamman 둥(1994)의 연 
구에서는 균형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을 대상 

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총 5번의 치료를， 

한 집단은 매일 매일 5일 동안 실시했고， 다 

른 집단은 일주일에 한번씩 5주 동안 통일한 

균형훈련을 실시했다. 결과는 매일 할 때와 

주 단위로 할 때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Wannstedt 둥(1978)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 
의 경우에 균동체중지지 (equal weight bear

ing)를 실시할 때 거의 30초 정도면 균형에 

큰 동요를 보였다고 했다. 30초 정도가 지나 

사람들에게 중심동요가 나타난 이유는 산경 

회로에서의 피로(fatigue)로 인한 신경의 민감 

도가 감소하는 결과로 추정하고 사이사이에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효과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한 시간단위 (ses

sion)의 혼들립 균형훈련에서 시각적 되먹임 

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와 간헐적 

인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둘 사이의 치료 효 

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상인을 대상으로 알 

아보고자 했다. 

다음과 같은 가설올 세웠다. 

가셜 1. 시각적 되먹 엄올 주면서 균형훈련 

을 시킬 때에 시각적 되먹임을 주지 않았올 

때 보다 균형능력에 증가가 없다. 

가설 2. 시각적 되먹임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와 간헐적으로 주는 경우 사이에 균형 

훈련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 

n. 연구방법 

1. 질험대상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명형감각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사 

지가 모두 있어야 하고 눈감고 외발로 서 있 

기롤 30초 이상 할 수 있어야 했다. 남자가 

30명， 여자가 30명으로 총 60명의 대상자로 

실험을 했는데 남자 한 명은 실험에 대한 이 

해가 낮아서 결과 해석에서는 제외시켰다. 

2. 실험기구 

일본의 Rehabilitation SAKAI에서 제작한 
Limloader(LLD-2000 . LLD-2001)기 계로 시 

각적 되먹임올 주었다.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율동적 체중 이동 평가(rhythmic weight 

shift test)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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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면을 보면서 전-평가에서와 동일한 앞뒤 흔 

대상자로 부터 실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들기를 하면서 양쪽 발의 체중지지를 같게 

를 받고 실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주의 유지하도록 훈련시켰다. 이 훈련은 2분 동안 

사항을 알려주고 평형감각이 정상인지 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다시 1분 동안 휴식 시 

했다(Romberg test). 간을 가졌다. 휴식시간이 끝나면 후-평가로서 

전체 실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3집단으로 Lirnloader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가리고 전-평 

나누었다. ‘Af , ‘B ’, ‘C’ 라고 쓰인 제비를 가와 같은 과정을 실시했다. 역시 결과를 프 
표본의 수만큼 만들었다. 각각을 반으로 나 린터로 출력했다. 

누어 2개의 불투명한 상자에 나누어 담고 흔 실험 2는 간헐적 시각 되먹임을 주었다. 전 

들었다. 한 상자는 남자용으로 하고 다른 상 -평가와 후-평가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실시 

자는 여자용으로 했다. 남자는 남자용 상자 하면서 치료방법에서만 훈련 시간을 30초 동 

에서 여자는 여자용 상자에서 제비를 뽑도록 

했다. 그래서 A, B, C 집단의 남녀 비율이 

동일하게 했다. A, B, C 집단은 각각 실험 1, 
실험 2, 실험 3을 실시 했다. 
실험 1은 지속적 시각 되먹임을 주었다. 

전-평가로서 실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 

안 훈련하고 1분 휴식하는 과정을 모두 4번 

반복했다. 

실험3은 대조군으로서 치료시간 없이 전

평 가와 후-평 가만 하면서 중간에 1분간 휴식 

을 취했다. 

고 메트로놈의 속도(60/min)에 맞춰 몸은 앞 4. 분석방법 

위로 흔드는 연습올 속도에 맞을 때까지 연 균형 능력의 기준으로는 Lirnloader의 균형 

습시켰다. 그리고 Lirnloader 위에 올라가서 훈련 모드 4에서 출력된 그래프에서 15%범위 

양쪽 다리에 같은 힘을 주고 서 있으라고 했 를 벗어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로 했다. 훈 

다. 이제 20초간 눈을 가리고 균형을 잃지 련전의 각 집단의 통일성을 알기 위해 분산 

않는 최대의 범위 (LOG)까지 몸을 앞뒤로 흔 분석을 이용했다. 각 집단 사이의 효과를 비 

들도록 했다(sway). 이때 Lirnloader 기계의 교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했다. 

‘ balance training mode 4'를 선돼했다. 범위 

는 +/- 15%로 하고 속도는 20 mm/sec로 했 

다.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했다. 1분 동안 휴 m. 결과 
식시간을 가졌다. 이제 치료방법으로서 Lim-

loader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기계의 화 1. 각 집단에 속한 남녀의 수(표1) 

표1. 각 집단에 숙한 남녀의 수 

남성 

여성 

(연령: 19세 -30세) 

A 집단 

10 

10 

61 -

B집단 

10 

10 

C 집단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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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컬과 
60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간헐 통해 흔들림 균형훈련올 시킨 결과는 다음과 

적 방법과 지속적 방법의 시각적 되먹임올 같다(표2， 표3， 표4， 표5). 

표2. 집단간 오차 시간의 비교 

평균 

TIME 1 

TIME 2 

TIME 3 

3.42 

1.38 

2.04 

표준 편차 

3.54 

1.68 

3.64 

최소값 

0.00 

0.00 

-2.53 

腦
-
m
$
M“ 

없
 

최
-
M
 
7 

”
H 

TIME 1: 치료전 평가에서 +/- 15% 범위를 벗어난 시간(단위; 초)， 

TIME 2: 치료후 평가에서 +/-15% 범위를 벗어난 시간， 

TlME 3: TIME 1-TIME 2 

표3. TIME 1과 집단 사이의 분산분석 결과 

자유도 I영방합 불편분산 F 

표본간 2 8.1220 4.0610 0.3166 

표본내 56 718.3701 12.8280 

합계 58 726.4921 

표4. TIME 3과 집단 사이의 분산분석 결파 

자유도 평방합 불편분산 F 

표본간 2 62.5706 31.2853 2.4861 

표본내 56 704.7218 12.많43 

합계 58 767.2924 

표5. Duncan(O.10)으로 multiple comparision을 한 결과 

뻐
 -
爛

뻐
 -
職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l 

집단 2 

집단 3 
* 

(*표가 차이를 보이는 곳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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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1. 실험도구와 실험방법에 대한 고찰 

실험 기구면에서 LillÙoader는 1차원적인 
자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다. 

선행 연구에서는 Balance Master system, 

force plate와 같은 기구들올 사용했다‘ 그러 

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구는 Limloader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사용했다. Lim
loader를 이용해서 균형훈련을 시키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LillÙoader라는 기 구로는 정 확한 측정 이 어 려 

웠다. 그리고 LillÙorder로 혼들립 균형 훈련 

을 시켜준 선행 연구가 없다. 하지만 
LillÙoader의 기능중 중심이동계수의 그래프 

를 이용하기 위해 앞뒤 흔들립에서 좌우의 
균형변화를 보았다. 

중심이동계수의 그래프에서 수치적인 자료 
를 얻어내는 방법은 좌우 한계를 15%로 보고 

서 평가하는 20초 가운데 한계범위를 벗어나 
는 총 시간을 구했다. 이는 Schmidt 등(1991) 
의 되먹임에서 팔 움직임의 수행의 에러 시 
간을 알아본 실험에서 착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1회의 치료결과를 보았는데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한다면 좋은 결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실 
험으로는 학습에 관련되는 engram이 형성되 
었는지 알 수 없다. Engram이 형성되어 운동 
학습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기간의 실 
험이 필요할 것이다. 

간헐적인 적용방법에서 30초를 정한 이유 
는 Wannstedt 둥(1978)의 균둥 체중지지실험 

에서 30초에 균형의 가장 큰 동요를 일으켰 
다는 데서 착안올 했다. 이는 신경생리학적으 
로 신경연접피로(synaptic fatigue)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신경연접피로의 주된 기전은 연 

접 말단의 신경전달물질의 고갈이다. 흥분시 
키는 축삭의 말단에서 전달물질을 단지 
10，000정도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 

극에 의해서 수 초 내지 수 분이내에 이 전 

달물질들은 고갈 될 수 있다. 다른 기전으로 
는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한 연접후 막의 수 
용체들의 점진적인 비활성과 연접후 신경 

세포 내에서 칼숨이온의 느린 형성이 있다 
(Guyton , 1991). 

Guyton(1991)의 연구에서 어느 동물의 발 

에 통증을 야기 시 켜 굴곡반사(f1exor reflex) 
를 유발시켜 굽힘근 수축력 (flexor muscle 
contraction force)을 관찰한 결과를 보면 접 

진적으로 굽힘근의 긴장(flexor tone)이 약해 
짐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굴곡반사 
회로(f1exor reflex circuit)에서의 피로때문으 
로 여겨진다. 

운동학습은 초기의 모댈에서 볼 때는 단기 
간의 수행능력 향상도 포함했으나 현대의 모 
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이 가능한 
engram의 획 득을 말한다(Schmidt 등， 1991). 

훈련은 학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종류에 
있어서는 적웅 훈련(adaptive training) , 부분 
과제훈련(part-task tr없ning)이 있다(Winst
ein, 1991).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각적 되먹 

임은 적웅 훈련에 속했다. 그러므로 본 실험 
은 engram의 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학 
습이 아닌 훈련이었다. 

실험대상들의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동기와 
참여도， 각성수준에 따라 균형 능력 자체에 
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고， 앞뒤 혼들림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 
였다. 

2. 실험결과에 대한 고찰 

훈련전에 실시한 평가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P값이 0.73으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 

단 사이에 균형훈련 전에는 균형능력에 차이 

가 없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실험방법에 
서 집단의 추출을 무작위적으로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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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치료를 하기전의 LiITÙoader의 균형훈련 

mode 4에서 흔들립 균형 평가를 했을 때 결 

과를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본간의 P값이 

0.7299이므로 치료전에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TIME 3과 집 단 사이 

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P값이 0.0924로 유 

의 수준 0.1보다 작으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 가 있다 Multiple comparisìon을 

Duncan(O.lO)으로 했을 때 집 단 2와 3 사이 

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를 볼 때 간헐 

적인 방법으로 시각적 되먹임을 주었을 때에 

대조군에 비해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 지속적 

인 방법으로 시각적 되먹임을 주었을 때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방법과 간헐적인 방법에 의한 시각적 되먹임 

이 흔들립 균형 훈련에 마치는 효과에 차이 

가 있었다. 

실험의 결과를 볼 때， 유의수준 0.1에서 첫 

번째의 영가셜은 기각되고 두번째 영가셜은 

받아들이게 된다. 즉，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 

시한 균형훈련에서 시각적 되먹임을 적용했 

을 때 시각적 되먹임을 주지 않은 대조군에 

서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시각적 되먹임올 

적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지 

속적 적용방법과 간헐적 적용방법 사이에는 

균형훈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TIME 3에서의 평균을 비교 

해 보면 A집단과 B집단 사이에도 차이가 발 

견된다. 

TlME 1, TlME 2, TIME 3의 표준편차는 
3.54, 1.68, 3.64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것 

은 개인별로 균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 

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집단B 에 적용한 

훈련만이 대조군에 비해 효과를 보였다는 것 

은 이 실험에서의 두번째 가셜이 기각되어지 

며 지속적인 적용방법보다는 간헐적으로 시 

각적 되먹임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첫번째 가셜인 시각적 되 

먹염이 균형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지 

는 못했는데 지속적 시각 되먹임에서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물론 균형감각에 이상이 있지는 않았다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아겠 

지만 본실험의 결과만을 가지고 볼때， 임상 

에서 균형훈련을 시킬 때는 간헐적인 적용방 

법이 지속적인 시각적 되먹임의 적용방법보 

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실험 

에서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한계시간을 30초 

로 보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적용할 경우에 

다소 차이가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러므로 이점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제한점 및 재안점 

이 연구에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시 

킨다면 더 효과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 

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했다. 

가. 실험기구가 이차원적이나 삼차원적으 

로 흔들립 균형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 

구이어야했다. 

나. 실험 적용기간올 장기간으로 늘려서 

해 보아야 훈련이 학습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다. 실험대상을 정상군에서 환자군으로 바 

꿔서 실시해 보아야 했다. 

라. 각 실험 집단의 대상 수를 늘리는 것 

이 좋다. 

마. 집중도와 신경연접의 피로도의 상관관 

계에 관한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시각적 되먹임올 이용해서 균형훈련을 시 

킬 때， 훈련 시간을 2분 동안 지속적으로 적 

용한 것과 30초 훈련하고 1분 쉬면서 총 2분 

을 훈련한 경우를 비교한 이 연구에서 균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간헐적 

으로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어야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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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시각적 되먹임을 주면서 균형훈련을 시 

킬 때에 시각적 되먹임을 주지 않았을 때 보 

다 균형능력이 더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2. 시각적 되먹임을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 
와 간헐적으로 주는 경우 사이에 균형 훈련 

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간헐적인 방법이 

지속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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