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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 horse riding simulator and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on improving the ability to balance posture and proprioception. Thirty healthy adults

participated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a horse riding simulator group (n1=10),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 group (n2=10), control group (n3=10). Experiment groups were trained 3 times per week

over 6 weeks. The ability to balance posture was measured by force plate and proprioception was

measured by Joint position sens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changes of balance index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in each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ment time in 0, 3 and 6 weeks (p<.05).

All groups showed the most decreasing patter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prioception was significant interaction in each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ment

time (p<.05). All groups showed the most decreasing patter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above

results indicated that the 6 weeks horse riding simulator and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training

demonstrated positive effects in the ability to balance posture and propriocep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orse riding simulator and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training could be therapeutic

intervention that can improve balance and postural control.

[Woon-su Cho, Young-nam Kim, Jang-sung Park, Hee-kyung Jin. The Effects of Ability to Balance

Posture and Proprioception by Horse Riding Simulator and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Phys Ther

Kor. 2012;19(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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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체균형능력은 안뜰계(vestibular system)와 시각 그

리고 고유수용성 감각의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여 중추신

경계에서 이루어지며, 근육의 적절한 긴장이나 반사적

조절, 여러 감각들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자세가 조절된

다(Massion, 1998).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자세조절계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전달된 감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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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활동장애와 치료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Maurer 등, 2000). 따라서 자세조절에 영향

을 미치는 신체균형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신체안정성 요소, 자세분석, 신체훈련에 대한 연

구, 신체에 미치는 생체 역학적 연구, 체성감각이나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Hlavacka와 Horak, 2006).

최근 자세안정성과 균형에 미치는 연구 중 신체훈련

에 이용되는 승마운동은 자세의 평형성과 유연성에서 올

바른 신체발달을 도와주는 전신운동으로써 효과적인 운

동이다(정우영, 2007). 더불어 균형감각의 향상, 근육강

화, 근 경련감소, 관절가동범위 증가, 신진대사의 활성화,

체력강화 등 전반적인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기능향상을

보여주고 있다(서범석, 2009). 즉 승마의 움직임은 스스

로 걷는 것과 같은 형태의 운동효과를 나타 낼 뿐만 아

니라, 신체기능 회복을 가져온다. 행동적 장애와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아동들은 제한된 활동이나

신체활동 부족으로 정상보행이나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다. 그 경우 근육의 발달이 고르지 않거나 지체장애로

인한 편중된 신체활동에 승마운동은 적절한 중재방법으

로 시행되었다(Bertoti, 1988). 최근에는 뇌병변 장애아동

들의 평형성 및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범석, 2009). 치료적인 승마는 고유수용성감각 통합의

결과로 하나의 근 활성화가 다른 근 활성화 반응을 촉

진한다. 연속적인 움직임과 기본적인 동작수행을 통한

근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대항근의 근육 활성화 반응

등 균형능력과 협응력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승마와 비

슷한 동작을 수행하는 승마 훈련기구나 승마시뮬레이터

훈련에서도 장애인의 균형과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Janura 등, 2009). 승마시뮬레

이터 훈련은 말의 움직임과, 말의 움직이는 속도와 유형

에 따라 율동적인 움직임이 유발되며 평형성 및 유연성

에 영향을 준다(Sterba, 2007). 이와 같이 승마치료는 신

체재활, 심리치료, 사회성 개발의 세 영역에 집중되면서

기승자의 자세교정, 심폐기능 그리고 혈액순환 기능증진

을 위한 신체 물리치료 및 정신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

고 있다(이종영, 1999). 승마시뮬레이터 운동의 근전도

분석에서는 전신근육의 발달과 동시에 트레드밀 훈련

시 사용되는 자세조절 근육들에서 유의한 근 활성도가

나타났다(백진호 등, 2005). 즉 승마시뮬레이터 훈련은

율동적인 움직임이 크게 유발되어 안뜰계에 영향을 준

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더불어 균형 및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안뜰기관

은 머리의 회전 또는 선형 가속도 운동과 중력 등 물리

적 힘을 정량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하여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Benson과 Jobson

(1973)은 자극 주파수 .1, .2, .4, .6 ㎐, 자극세기 .5, 1.0,

1.5 ㎃의 정현파의 전정기관 전기 자극 시 자극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지연시간의 감소와,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동요가 증가함을 고찰하였다. 이때 중

추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머리 움직임의 속도와

공간상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체성감각기관과

시각기관으로 입력된 몸의 위치나 움직임에 대한 정보로

신체의 자세균형을 유지한다(이정구 등, 2007). 즉 전기

적인 안뜰 자극 방법 중 평류안뜰자극은 주로 안뜰계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안뜰계 정보

의 입력과 관련된 자세균형 연구는 물리적, 또는 전기적

인 안뜰자극을 인지한 자세균형 응답분석이 주를 이루었

다(Yamamoto 등, 2002). 평류안뜰자극(galvanic ves-

tibular stimulation)을 이용한 전기 자극은 직류전류를

환자 귀 뒤쪽의 꼭지돌기 부위에 적용하여 안뜰신경을

자극시켜 전기적으로 유발된 자세균형 응답을 분석한다

(Latt 등, 2003). 이러한 자극이 양극과 음극에서 안뜰계

에 신호를 전달하면 양극 쪽으로 자세동요가 일어난다

(Courjon 등, 1987). 이를 통해 인간의 자세 및 균형, 보

행, 인지능력 등에 영향을 미쳤다(Wardman 등, 2003).

그러나 지속적인 전기자극 적용에 따른 신경근계의 변화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아름(2010)은 평류안뜰자극이 안뜰계를

비롯한 여러 감각 수용기의 변화를 중추신경계에서 해석

하여, 피드백을 통해 자세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균형 및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안뜰계의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자극 및 훈련법

중에서 자연친화적인 기질을 활용한 승마와 보전적인 치

료방법인 전기 자극을 이용한 평류안뜰자극에 대한 연구

는 임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임상적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과 평류안뜰자

극을 통하여 균형능력, 그리고 고유수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각 변수별 임상적 자료

를 제공하여 자세조절이나 낙상예방, 체간의 유연성훈련

에 있어서 이러한 훈련법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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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n1=10) 승마시물레이터 훈련군(n2=10) 평류안뜰자극군(n3=10)

연령(세) 24.0±5.2a 24.5±4.6 24.3±4.9

신장(㎝) 169.6±6.5 168.9±11.5 171.2±9.2

체중(㎏) 62.9±10.6 60.0±8.9 68.8±9.5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승마시뮬레이터와 평류안뜰자극에 의한

훈련이 정상인의 자세균형능력과 고유수용성감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대상자 중에서 실험에 적극 참여 의사

를 밝힌 지원자 30명을 선발, 무작위 배치하여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6주에 걸쳐 실험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자세조절이나 보행과 관련된 신경학적 및

근골격계 장애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선

정하였고, 각 군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참가대상자들

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에 동의를 얻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도구

가.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2)

승마시뮬레이터 훈련은 실제 말의 크기와 유사한 형

태로 말의 동작들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승마시뮬레이터

¹⁾를 이용하였다(그림 1). 승마시뮬레이터는 2분마다 자

동으로 단계가 변하고 각 단계마다 움직임의 크기와 폭

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안뜰기관의

자극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갑작스런 빠른 리듬감을 주

지 않고 상․하, 전․후 율동이 비교적 편안한 상하거

리 52 m/min, 전후거리 39 m/min, 율동횟수는 상하 9

0～100 회/분, 전후 90～100 회/분 그리고 율동거리 65

m/min과 상․하, 전․후 율동이 커서, 목, 어깨, 상체,

복부, 허벅지, 다리의 운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하 거리 73 m/min, 전․후거리 40 m/min, 율

동횟수는 상하 95～105 회/분, 전후 95～105 회/분 그

리고 율동거리 98 m/min을 적용하였다(그림 2). 적용시

간은 각 코스 당 10분씩 총 20분간 주 3회 적용하였으

며, 운동 속도는 승마시뮬레이터에서 지정된 율동 속도

중에서 비교적 빠른 75로 하였다(백진호 등, 2005). 승

마시뮬레이터 훈련에서 시각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면용 안대를 착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실험자의 낙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멈춤 장치를 착용하고 안

전바를 가볍게 잡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나. 평류안뜰자극(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3)

안뜰신경계의 자극 및 훈련을 위한 평류안뜰자극은

맥동기간, 맥동간격 그리고 극성조절과 같은 전기자극

변수를 조절할 수 있는 직류전류자극기2)를 이용하였다

(Son 등, 2008). 적용방식으로 전기 자극 변수인 맥동기

간은 300 ㎳, 맥동간간격은 700 ㎳, 전류강도는 1.5 ㎃

로 하였다. 전극의 배치는 지름 2.5 ㎝의 원형 일회용

접착식 전극을 이용하여 관자뼈의 꼭지돌기 부위에 양

극의 음극과 양극을 각각 10분간 적용 후, 극성을 바꾸

어 다시 10분 적용하여 총 20분간 전기 자극을 하였다.

전기 자극 시 대상자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게 하

고 서서 시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면용 안대를

착용하고 시행하였다(그림 3).

다. 균형지수측정4)

균형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압력판

(force plate)을 이용하여 자세동요, 압력중심점과 관련

된 근육의 활동전위 변화를 평가하고 있다(박용군,

2009). 따라서 균형지수는 자세동요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감각 능력훈련(kinesthetic ability

training 2000)
3)

을 이용하였다. 이 기기의 구성은 원형

발판, 발판의 압력조절기, 감지기, 컴퓨터 분석프로그램

(KatWIN ver. 1.12)으로 되어있다. 원형 발판은 공기압

주머니로 된 축 위에 위치하여 모든 방향으로 기울어진

1) FORTIS-102M, 대원포티스, 하남, 한국.

2) Endomed 581, Enraf Nonius Co., Rotterdam, Netherlands.

3) KAT 2000, OEM medical, Scottsdale, AZ,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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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그림 2. 승마시뮬레이터 운동궤적.

그림 3. 평류안뜰자극. 그림 4. 균형지수 측정.

다. 압력조절기는 발판의 안정도와 관계된 압력을 조절

하고 0～15(pounds per square inch; psi)의 조절이 가

능하며 발판 안정도가 0에 가까울수록 발판의 불안정성

이 커지며, 15에 가까울수록 발판이 고정되어 불안정성

이 최소화가 된다. 본 실험에서 이용된 안정도는 비교

적 발판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8 psi로 하였다.

대상자는 발판 위에 그려진 발 형태에 맞추어 서도록

하고, 검사기의 눈높이 앞쪽 고정점을 주시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양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시각

개방 시와 시각폐쇄 시를 측정하였다(박용군, 2009). 균

형의 측정시간은 30초간 하였다. 자세동요의 변화는 30

초간 측정된 8개의 부분 평균균형지수 중에서 동요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좌측, 우측, 전방, 후방지수

의 4개의 평균부분지수와 총 지수인 평균균형지수

(balance index; BI)로 분석하였다(그림 4).

라. 고유수용성감각 측정

고유수용성감각의 측정은 De Domenico와

McCloskey(1987)가 고안한 관절위치감각 측정방법을

응용하였는데, 눈금단위가 1 ㎜, 각 칸의 값이 1×1 ㎝

인 70×50 ㎝의 모눈종이를 이용하였다. 양발을 어깨넓

이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눈을 감은 상태로 왼쪽 발을

측정 모눈종이 위에 먼저 올리도록 하고, 이어서 오른

쪽 발을 왼발과 같은 위치에 놓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같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측정하였다. 양발

엄지위치의 차이 값을 고유수용성감각으로 하였으며,

총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하였다.

3. 실험방법

이 연구는 대조군 10명, 승마시뮬레이터군 10명, 평

류안뜰자극군 10명씩 나누어 대조군을 제외한 두 실험

군의 대상자들은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후 대상자들

은 훈련 전, 훈련 3주, 훈련 6주에 각각 균형지수와 고

유수용성감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결과 값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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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 p

균형지수의 변화

기간 4.43 .02*

집단 .07 .93

기간×집단 .26 .91

고유수용성감각의 변화

기간 26.35 .00

집단 .17 .84

기간×집단 .69 .60

*p<.05.

표 4. 균형지수와 고유수용성감각의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실험 전 실험 3주 실험 6주

대조군 10.81±.69
a

9.79±.62 10.24±.70

승마시뮬레이터군 10.34±.84 6.46±.47 6.06±.63

평류전정자극군 10.70±.83 7.91±1.01 6.30±.75
a평균±표준편차.

표 3.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 단위: ㎜

실험 전 실험 3주 실험 6주

대조군 493.80±35.62
a

511.40±38.54 511.20±53.59

승마시뮬레이터군 533.40±47.38 438.19±48.08 412.90±58.43

평류전정자극군 504.10±58.35 467.30±94.11 371.29±46.63
a
평균±표준편차.

표 2. 시각 개방시 균형지수변화 단위: BI

나타냈으며, 균형지수 그리고 고유수용성감각의 시간에

따른 각 군간 변화는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two

way with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본페로니(Bonferroni)검정을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

수준 α는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균형지수의 변화

각 집단의 균형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2). 승

마시뮬레이터군과 평류안뜰자극군은 실험 전보다 6주

후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실험 전과 6주 후 측정 시기

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균형지수 변화에 대한 반

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집단 및 기간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기간에 따라 균형지수의 변화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5). 치료기간과 집단 간의 상

호작용은 집단 간의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해 승마시뮬

레이터군과 평류안뜰자극군의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

나 각 군들 간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사후검정결과 기간에 따른 변화는 실험전과 치

료후 6주에 유의한차이를 보였다(p<.05)(표 4)(그림 5A).

2. 고유수용성감각의 변화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3). 승마

시뮬레이터군과 평류안뜰자극군은 실험 전 보다 6주 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은 6주 후에도 변화되지 않

는 패턴을 보였다.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에 대한 이요

인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치료기간에 따라 고

유수용성감각의 변화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5).

치료기간과 집단 간의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해 승마시

물레이터군과 평류안뜰자극군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

화는 훈련 후 매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군들

간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표 4)

(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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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 균형지수의 변화, B: 고유수용성감각의 변화 (Ⅰ: 대조군, Ⅱ: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군, Ⅲ:
평류안뜰자극군).

Ⅳ. 고찰

균형 및 자세조절은 시각, 고유수용성감각, 안뜰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여러 감각기관 중 안

뜰계는 자세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인자로 알

려져 있다(Inglis와 Macpherson,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머리와 체간의 움직임을 유발하여 안뜰계와 체간의 훈련

이 될 수 있는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과 안뜰계를 직접 교

란 및 자극 할 수 있는 평류안뜰자극을 적용하여 균형능

력과 고유수용성감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Horak과 Nashner(1986)는 시각과 체성감각정보를 통

해 미로병변환자의 자세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Kuczyński와 Słonka(1999)는

뇌성마비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승마시뮬레이터 운동을

12주간 적용하여 COP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전·후,

좌·우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Janura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정상 성인여성 4명을 대상으로

COP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중재 후 유의한 변화를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이 COP는 자세동요의 내·외측과 전·

후방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균형의 측정에 이용된다

(송명환 등, 2003). 또한 뇌졸중환자의 자세동요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며(Corriveau 등, 2004), 당뇨성 말초

신경증 환자의 자세동요의 균형측정(Dickstein 등,

2001)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COP의 연구는 뇌

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3개월간 승마시뮬레이터 훈련

을 실시하여 정적 및 동적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추호근, 2004), 정신지체아동에게

실시한 16주간의 승마시뮬레이터 훈련에서도 후면 체형

의 측만과 만곡에서 운동전보다 자세 및 체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보여주었다(임순길과 한승훈, 2004). 박재현

(2005)의 연구에서는 승마운동이 정신지체 아동과 뇌성

마비 아동의 유연성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

한 실내 승마운동기구를 이용한 여대생의 건강관련 체

력요소연구에서 근력, 평형성, 유연성이 개선되는 긍정

적 결과를 확인하였다(이상기와 정준현,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승마운동이 말의 움직임에 따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력과 근육조절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백진호 등, 2005). 뿐만

아니라 승마시뮬레이터는 놀이를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

으로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향상을 촉진시

키는 역할을 한다(이소현, 1995). 본 연구의 균형능력

평가에서도 중재 후 3주의 균형능력 변화에서는 승마시

뮬레이터군의 중재 효과가 더 좋은 중재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6주 후에는 승마시뮬레이터군과 평류

안뜰자극군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Quint와 Toomey(1998)는 승마운동을 한 뇌성마비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수동적 골반 전·후방 경사의 범

위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우영(2007)의 정상인 20명과 승마교관 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요추부의 유연성이 유의하게 증

가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승마운동이 정신지체아동

의 자세와 체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체형이 일정한 방

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 대칭과 균

형을 이루며 변화하지만 좌·우 높이의 변화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임순길과 한승훈, 2004). 그러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균형지수의 유의한 변화가 있고, 균형에 확실

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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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훈련방법 및 측정도구 등에서 세부적이고, 정량화

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백진호 등(2005)은 4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승마시

뮬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지와 하지 그리고 체간부의 주

요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특히 근전도의 분석을 통

해 척추 세움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이 21.68%가 향상되었

음을 보고 하였다. 정순탁 등(2004)은 정상성인 22명을

대상으로 승마운동을 주 3회 6주간 실시한 결과 균형조

절에서 유의한 증가와 신체의 대부분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군에서도 고유수용성감각의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말초 안뜰기관은 머리의 회전 또는 가속운동과 중력

등의 물리적 힘을 정량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전기적 신

호로 변환하여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중

추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머리 움직임의 속도와 공

간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체성감각기관과 시

각기관을 통하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체의 자세

균형을 유지한다(이정구 등, 2007). 안뜰계 정보의 입력

과 관련한 자세균형 연구는 물리적인 안뜰자극 또는 전

기적인 안뜰자극에 의한 자세균형 응답 분석이 주를 이

룬다(Yamamoto 등, 2002). 전기적인 안뜰자극방법 중

평류안뜰자극은 직접적으로 안뜰신경을 자극하여, 전기

적으로 유발된 자세의 균형 상태를 분석한다(Latt 등,

2003). 즉 자세 및 균형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는 평류안뜰자극에 의해 신체동요가 증가되며, 신체

의 자세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itzpatrick과 Day, 2004). Wardman 등(2003)은 기립

자세에서 평류안뜰자극 시 인지능력의 변화와 고유수용

성감각의 변화를 통해 머리의 움직임이 안정화 되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Scinicariello 등(2001)의 연구에서는

평류안뜰자극이 균형능력을 강화시키고, 고유수용성감

각의 변화와 함께 하지 근육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orak(2006)의 연구에서도 당뇨성 신

경증환자 8명과 정상인 8명에게 평류안뜰자극을 적용한

결과 정상인보다 당뇨성신경증환자의 COP 변화가 많

이 나타남을 통해 체성감각의 정보가 안뜰척수반사

(vestibulospinal reflex)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Fitzpatrick 등(1999)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된 평류안뜰자극이 균형지수와 고유수용성감각에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평류안뜰자극을 6주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균형과

고유수용성 감각의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안뜰계의 전기적 자극이 안뜰척수반사를 유

도하여 하지 및 체간의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근긴장

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Welgampola와

Colebatch(2001)도 평류안뜰자극이 하지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균형능력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Ali 등(2003)의 연구 결과는

척추세움근과 하지의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자극의 변수 차이 등의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 영역에서 그 동안 시도되지 않

았던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과 평류안뜰자극이 신체의 균

형조절과 관련된 안뜰계와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본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임

상에서 균형과 자세조절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방법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재 방법들과 결합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과 다양한 측면의 정량적 평가

가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승마시물레이터 훈련과 평류안뜰전기

자극이 자세균형능력 그리고 고유수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주간 실험하였다. 자세균형능력

에 대한 균형지수의 변화는 중재기간 6주 후 실험 전/3

주/6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도 중재기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p<.05). 그러나 치료기간과 집단

간의 변화에서는 각 군들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5).

결론적으로 승마시뮬레이터 훈련과 평류안뜰자극이

중재 기간 동안 균형 및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승마를 근 골격계의 치

료적인 접근방법으로써의 가능성과 전기 자극을 통한

안뜰계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가

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를 통하여 임상 치료적 중재 양식으로 활용이 필

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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