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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불안정지지면 훈련을 통한 발목 치감각의 변화와 동요면  변화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

자 실시하 다. 건강한 성인 남녀 48명을 상으로 무작 로 불안정지지면군(n=24)과 안정지지면군(n=24)으로 

나 어 동일한 운동 로그램을 용하여 주 3회씩 6주 동안 실시하 다. 불안정지지면군은 균형운동 패드에

서, 안정지지면군은 단단한 지면에서 운동을 실시하 다. 운동 ·후에 발목 치감각의 변화와 동요면

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불안정지지면군에서 발목 치감각 오차와 동요면 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그리고 불안정지지면군에서만 발목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과 동요면  변화량간의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정지지면에서의 고유수용성감각 운동을 통해 발목 치감각 변화

와 동요면  변화간의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ee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ankle Joint Position Sense and Sway Area through 

Unstable Surface training. For the study, 48 healthy males and female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n unstable surface 

group(n=24) and a stable surface group(n=24). Then, they were asked to carry out the same exercise program three times a week 

for six weeks. The unstable surface group and stable surface group performed the exercise program on the balance exercise pad 

and on the hard groun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unstable surface group displayed significantly reduced error of ankle joint 

position sense and sway area(p<.05). Moreover,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variances of ankle joint position sense and sway 

area was only found in the unstable surface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ankle joint position sense and sway area through proprioceptive sense training on the unstabl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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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균형은 기 면 내에서 무게 심을 유지하고, 신체

의 이동 시 평형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으로[1], 수의 동작 시 자세를 조 하면서 외부요동에 

하게 반응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복합  과정이다

[2]. 특히, 균형에 있어 발목 은 운동의 기나 

은 동요에 제일 먼  나타나는 자세조  략이 시행

되는 부분이다[3]. 더 나아가 발목 은 보행 시 충

격을 흡수하고 신체의 진을 제공하는 1차 인 기능

을 하는 등[4] 보행과 균형 유지에 있어 필수 인 

요 구조이다[5]. 이러한 발목의 구조물과 주변인

  근육 등에는 상당히 많은 감각신경 수용기가 

분포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을 추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6].

이와 같이 통합된 고유수용성 감각은 사지의 움직

임과 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7], 손상 시 자세

조 과 보호반사능력, 의 운동능력 그리고 자세동

요에 응하는 균형능력이 하된다[8]. 이에 해 불

안정지지면에서의 훈련은 발목 의 치감각 증진

에 효과 이고[9] 균형능력증진에도 효과 이다[10].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정지지면 훈련을 

통한 발목 치감각의 증진으로 인해 균형능력이 

증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발목 치감각과 

균형능력간의 상 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지지면에서의 훈련

이 발목 의 치감각과 균형능력의 증진에 효과

인지 확인하고 발목 의 치감각과 균형능력 간에 

상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E

학교에 재학 인 20 의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와 서기에 향을 주는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이나 손상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정기 인 운동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3) 시력 는 안뜰계(Vestibular System)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넘어짐에 한 경험이 없는 자

4) 본 연구에 자발 으로 동의한 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USG(n=24) SSG(n=24)

Gender

(male/female)
   10/14    10/14

Age(year)  22.75±3.001)  22.54±1.96

Height(㎝) 169.17±8.91 166.79±8.81

Weight(㎏)  61.08±11.48  61.63±11.72
1)
Mean±SD 

USG: Unstable Surface Group 

SSG: Stable Surface Group

표 1. 상자들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계획

본 연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

주간 성남시에 소재하는 E 학교에서 48명을 상으

로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컴퓨터 난수표를 이용하여 불안정지

지면군(USG, Unstable Surface Group)과 안정지지면

군(SSG, Stable Surface Group)으로 구분하여 운동

로그램을 진행하 다. 

2.3. 운동방법

본 연구의 운동방법은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Dean과 이지연[11], [12] 등의 운동 로그램을 참고하

고, 효과 으로 운동하기 해 다양한 자세에서 실

시하 다[13]. 불안정지지면군과 안정지지면군의 반

인 운동 로그램은 동일하며, 단지 불안정지지면군

은 불안정한 지지면에 한 감각을 제공하기 해 균

형운동 패드(Aeromat, Balance Block) 에서 운동을 

실시하 고, 안정지지면군은 요철이 없는 단단한 콘크

리트 바닥에서 동일한 균형운동을 실시한 것이 두 그

룹 간에 차이 이었다. 

본 연구의 운동 로그램은 주 3회씩 6주 동안 총 

18회가 진행되었으며, 매회 비운동 5분과 정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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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구체 인 운동 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Item Method Time

Standing Standing 5 min

Stepping Stepping when hip&knee joint 

is at 90 degrees

5 min

Turning Turn around in a full circle. 

Then turn a full circle in the 

other direction

5 min

One leg 

standing

Standing on one leg in hold 

30seconds

5 min

Heel off Heel lift up to 1/2 of 

maximum 

5 min

Sitting to 

standing

Sit to 1/2 of maximum.

then stand up. 

5 min

표 2. 고유수용성감각 운동 로그램
Table 2. Proprioceptive exercise program

2.4. 측정방법

2.4.1. 치감각(Joint Position Sense)

치감각을 측정하기 해 Biometrics(Biometri

cs Ltd, UK)동작분석 시스템을 사용하 다. 이 장비

는  각도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기본 

장치(Base Unit)와  운동 각도를 측정하는 자

측각기(Electrogoniometer)로 구성되어 있다. 추출된 

데이터는 개인용 컴퓨터에 내장된 디지털 신호 분석 

로그램(DataLINK PC Software2.00, 소 트웨어)을 

사용하여 계산되어 표시된다. 

치감각 검사방법은 먼  연구 상자가 체 

가동범 를 움직이고, 측정자는 가동범 내의 임

의지 을 수동으로 움직여 3 간 유지한 후 연구 상

자에게 치를 기억하도록 하 다. 이후 가동범 의 

끝부분으로 이동한 후 연구 상자 스스로 설정각도를 

재 하도록 하여 측정하 다. 측정 시 시작자세는 발

등굽힙과 발바닥굽힘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 실시한 

평균값과 기 값 간의 오차의 값을 발등-발바닥

굽힘 치감각 측정값으로 사용하 고 안쪽번짐, 

가쪽번짐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 실시한 평균값과 기

값 간의 오차의 값을 안쪽-가쪽번짐 치

감각 측정값으로 사용하 다.

2.4.2. 동요면 (Sway Area)

균형능력을 알아보기 한 동요면 의 측정은 

platform 형태의 족 압력 분석 장치(FDM-S: Zebris 

Medical GmbH, Germany)를 사용하 다. 본 장비는 

2560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압력 을 감응기로 

사용하여 압력 심 의 이동을 계산하여 동요면 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다.

연구 상자는 족 압력 분석 장치에 맨발로 바르게 

서서 30 간 유지하 다. 이때 을 감고 안 를 착용

하 으며, 총 3회에 걸쳐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

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룹별 운동 과 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운동  그룹 간 동질성을 알아보고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운동 과 후의 변화량은 독

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발목 의 

치감각 변화량과 동요면 의 변화량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학 검정을 한 유의수  p=.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3.1. 발목 치감각 오차의 변화

훈련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차와 안

쪽-가쪽 번짐 치감각 오차는 두 그룹 간 차이

가 없었다(p>.05).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

차는 두 그룹 모두 훈련 에 비해 훈련 후에 감소하

으나(p<.05), 안쪽-가쪽번짐 치감각 오차는 

불안정지지면군에서만 훈련 에 비해 훈련 후에 감

소하 다(p<.05). 

훈련에 따른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차

의 변화량은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p>.05), 훈련

에 따른 안쪽-가쪽번짐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

은 불안정지지면군이 안정지지면군에 비해 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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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n=24) SSG(n=24) t

DP

pre 6.20±3.60 6.12±3.66 -.08

post 4.21±3.62 4.19±2.82 -.03

diff
2)

1.99±2.30 1.93±3.12 -.07

t 4.24** 3.03**

IE

pre 6.38±3.47 5.28±3.85 -1.05

post 3.23±2.89 6.02±4.17 2.69
*

diff 3.16±2.34 -.74±4.00 05**

t  6.61
**

-91

SA pre 51.56±19.14 41.79±20.23 -1.72

표 3. 훈련 , 후 치감각과 동요면  비교
Table 3. A comparison of JPS and sway area between 

pre-post

post 22.22±9.62 33.96±14.55 3.30
**

diff 29.34±21.95 7.83±19.16 .35**

t 6.55
**

2.00

*p<.05 **p<.01, 1)Mean±SD, 2)diff: post - pre

USG: Unstable Surface Group 

SSG: Stable Surface Group

DP: Dorsi-Plantar flexion Joint Position Sense

IE: Inversion-Eversion Joint Position Sense

SA: Sway Area

다(p<.05)[Table 3].

3.2. 동요면 의 변화

훈련  동요면 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p>.05). 훈련 에 비해 훈련 후에 동요면 은 두 그

룹 모두 감소하 으나 불안정지지면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훈련에 따른 동요면 의 변화량은 그룹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불안정지지면군이 안정지지면군

에 비해 더 감소하 다(p<.05)[Table 3].

3.3. 발목  치감각 오차의 변화와 동요

면  변화간의 상 계

훈련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차와 동

요면  간 상 계에서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p>.05), 안쪽-가쪽번짐 

치감각 오차와 동요면  간 상 계에서도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p>.05).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과 

동요면 의 변화량 간 상 계에서는 불안정지지면

군에서만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r=.574, p<.05), 

안쪽-가쪽번짐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과 동요면

의 변화량 간 상 계에서도 불안정지지면군에서

만 유의한 상 계를 보 다(r=.642, p<.05)[Table 

4].

표 4. 안쪽-가쪽번짐 치감각과 동요면 간의 
상 분석

Table 4.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version-eversion joint position sense and sway area

SA(USG) SA(SSG)

DP
pre -.151

1)
.014

diff  .574** -.230

IE
pre -.155 -.010

diff .642
**

-.361

*p<.05 **p<.01, 1)coefficient of correlation

USG: Unstable Surface Group, 

SSG: Stable Surface Group

DP: Dorsi-plantar flexion

IE: Inversion-eversion

Ⅳ. 고 찰

본 연구는 균형패드를 이용한 불안정지지면훈련이 

발목 치감각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Denegar와 Miller[14]는 발목 의 고유수용감각

이 정상기능을 유지할 때, 발목의 정  안정성과 동  

안정성이 유지되며 균형능력 한 향상된다고 하 다. 

Irion[15]은 불안정한지지면 운동이 안정지지면에서

의 운동보다 자세조 과 동  균형을 진시킨다고 

하 으며, Bruhn 등[16]은 불안정지지면에서 운동 후 

힘 발달 속도(RFD: Rate of Force Development)와 

자세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하 다. 하지만 이와 같

은 연구를 통해서는 고유수용성감각과 균형능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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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련이 있다는 이론  추론이 가능할 뿐 직 으

로 확인된 연구는 미흡하 다. 본 연구는 이에 한 

실험  근거를 제시하기 해 이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Hoffman과 Gregory[17]는 28명의 정상성인을 상

으로 균형 을 이용하여 하루에 10분씩 주3회 10주

간 훈련을 시행한 연구에서 불안정지지면에서의 동요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 다고 하 고, Cox 등[18]은 

정상성인을 상으로 하루 5분간 고유수용성 감각 증

진운동을 6주간 시행 한 결과 자세균형조  능력평가

에서 운동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운동량의 시간이 5분으로 비교  짧아 나

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

탕으로 고유수용성감각 증진운동을 40분간에 걸쳐 주

3회 6주간 진행하 다. 

균형운동에 사용되는 도구로 밸런스 패드를 이용하

여 뇌졸 환자를 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19], 여 생을 

상으로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결과 균형능력, 

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이 향상되었다고 하 다

[20]. 그리고 체  이동에 효과 인 밸런스 볼을 이용

하여 뇌졸 환자에게 운동을 용한 결과 동 균형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하 다[21]. 이러한 균형능력 

향상을 한 여러 가지 재 방법 에서 본 연구에

서는 휴 가 간편하고 임상에서 균형운동에 흔히 쓰

는 균형운동 패드(Aeromat, Balance Block)를 이용하

다.

정경심[21]은 뇌졸  환자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

화에서 자세의 오차 각도를 측정한 결과 안정지지면

군에 비해 불안정지지면군에서 오차 각도가 더 많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권 규 등[22]은 고령자 자

세균형 효과에 한 연구에서 불안정지지면에서의 훈

련 시 자세균형 제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 으며, 

임규 은[23] 퇴행성 염 환자들을 상으로 불안정

지지면 에서의 운동이 균형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안정지지면군에서는 발

등-발바닥 굽힘 치감각과 동요면 이 유의하게 

감소하 지만 불안정지지면은 이를 포함하여 안쪽-가

쪽 번짐 치감각과 동요면 도 유의하게 감소되

었고 그룹 간 변화량 비교를 통해서도 발등-발바닥 

굽힘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과 동요면 이 불안

정지지면군이 안정지지면군에 비해 더 크게 향상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안정지지면에서의 운동

도 일정부분 효과 이지만 불안정지지면에서 운동이 

발목의 치감각과 균형능력의 향상에 더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이러한 결과는 일발 인 

유산소  항운동이 근 활성화와 근 비 에 효과

임에 반해[25], 균형운동 패드와 같은 불안정지지면 

운동은 고유수용성 감각, 각, 정 감각을 자극하고 

자세반응과 균형반응을 효과 으로 유도함으로써 나

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 분석을 통해 안정지지면군의 경

우 발등-발바닥 굽힘 치감각과 동요면 이 감

소하 으나 발등-발바닥 굽힘 치감각과 동요면

 간에 충분한 상 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안정지

지면에서의 운동 시 균형능력의 증진에 발목  

치감각의 향상이 기여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불안정지지면군의 경우에는 동요면  변

화량과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안쪽-가쪽번

짐 치감각의 변화량 간에 충분한 양의 상

계가 확인되어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운동이 치

감각과 균형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둘 사

이에 향을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는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정지지면

에서 동요면  변화량이 발목 치감각 변화량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가 E 학교의 

건강한 성인남녀로 한정 이고, 고유수용성감감과 동

요면 의 변화에 상 계가 있었지만 동요면 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확인하는 것에 한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불안정지지면과 안정지지면에 

한 연구를 함께 실시하여 각 그룹의 변화량에 한 

상 분석을 실시하고, 불안정지지면에서의 운동 시 

치감각과 균형능력 간에 분명한 상 계를 규명

하 기에 기존에 이론 으로만 추측하던 사실을 실험

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제한 을 보완하여 균형능력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확인하고 균형능력 증진 략에 한 다

양한 방법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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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고유수용성감각운동을 통해 발목 의 

치감각과 동요면  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등-발바닥굽힘 치감각 오차는 두 그룹 

모두 감소되었다(p<.05).

2) 안쪽-가쪽번짐 치감각 오차는 불안정지지

면에서만 감소되었다(p<.05).

3) 동요면 은 불안정지지면에서만 감소되었다.

(p<.05).

4) 발목  치감각 오차의 변화량과 동요면

 변화량 간에 상 계는 불안정지지면군에서

만 유의한 상 계를 보 다(p<.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불안정지지면에서의 고유수용

성감각 운동을 통해 향상되는 발목 의 치감각과 

동요면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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