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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균형 훈련 프로그램은 가상 운동프로그램과 지상 운동프로그램 수중 운동프로그램이 대표적 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에게 수중에서 균형에 대한 운동프로그램과, 지상에서 균형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가상에서 균형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균형에 대한 각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지상훈련 남자 8명 여자 8명, 가상훈련 남자 8명 여자 8명 수중 훈련 남자 8명 여자 8명, 총 48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1. 지상 운동 프로그램
  밸런스 패드를 이용하여 체중 이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시작과 끝에 각각 5분 동안의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였으며 전체 훈련시간은 40분으로 주 3회 6주 동안 실시하였다.  훈련은 한번에 5초간 10번씩 3세트를 실시하며 균형 훈련 4가지를 총 10분 동안 수행하였다. 각 세트 사이 30초간 휴식시간을 취하고 훈련 방법 간 1분의 휴식시간을 취하게 하였다. 자세한 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1].1.1 밸런스 패드를 둔부 아래에 위치시키고, 무릎을 펴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좌, 우로 5회 움직인다.1.2 밸런스 패드를 둔부와 하퇴부 아래에 위치시키고 무릎을 펴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좌, 우로 5회 움직인다.1.3 밸런스 패드를 둔부 아래 위치시키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좌, 우로 5회 움직인다.1.4 밸런스 패드를 둔부와 양발 아래 위치시키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좌, 우로 5회 움직인다.
2. 가상현실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밸런스 게임은Skislalom, Tabletile, Balancebubble로 전체 훈련시간은 40분으로 주 3회 6주 동안 실시하였다. 각 프로그램당 10분씩 실시하고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 5분을 가졌다[2].
3. 수중운동 프로그램
  수중 운동군에서 실시된 운동의 전체 훈련시간은 40분으로 주 3회 6주 동안 실시하였다. 각 프로그램당 운동은 10분씩 실시하고 각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을 5분간 주어 총 40분간 실시하였다. 운동 수행 시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위하여 약간의 보조는 허용했다. 자세한 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3].
1.1 균형 판(Balance board) 위에 앉아 있기

지상, 가상, 수중에서의 균형훈련이 20대 성인의 균형능력과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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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성인에게 지상, 수중, 가상현실 운동을 실시하여 균형 능력과 근 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
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정상성인 48명을 대상으로 6주간 지상 운동그룹(n=16), 수중 운동그룹(n=16), 가상현실 운동그룹(n=16)을 
시행 하였다. 측정 도구로 Biodex, TWT, EMG,를 사용 하였다. 결과는 운동 후 세 그룹 모두에서 균형 능력과 근 활성도가 운동전
에 비해 운동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p<.05). 수중 운동그룹과 다른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지상 운동
그룹과 가상현실 운동 그룹간 에는 유의한차이가 없었다(p<.05). 결론은 수중 운동이 지상 운동과 가상현실 운동 보다 균형 능력과 
근 활성도 향상에 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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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초기에 판위에 앉을 때를 제외하고 아무런 지지 없이 판위에 무릅관절 90도 굽힘 엉덩관절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균형을 유지한다.
1.2 누들을 밟고 보행하기
  물속에서 누들을 한발에 하나씩 가운데를 밟은 상태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균형을 잡으면서 걷는다. 이때 발바닥이나 발 앞쪽이 바닥에 닿아서는 안 된다.
1.3 누들을 다리 사이에 끼고 균형 잡기
  누들 3개를 다리사이에 위치시킨 후에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상태로 균형을 잡는다. 그 후 보조자가 누들을 잡고 앞 뒤 좌우로 움직여 대상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만든다.
Ⅲ. 평가 도구와 측정 방법
1. 표면근전도   (Surface electromyography, EMGs) 
   오른쪽 하지의 대퇴직근(rectus femoris),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내측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L5지점, 배곧은근(rectus abdominal)에 부착했다. 부착 후 고정된 지지면 에서 20초간 유지하면서 근육의 사용을 살펴보고 불안정한 지지면 에서 20초간 유지하면서 근육의 사용량을 살펴보았다[4]
2. Bidex 균형 시스템(Balance system)
  균형 측정은 정적 균형 측정과 동적 균형 측정으로 구별 하여 각 20초간 측정을 했다. 
3. Tandem Walk Test (TWT)
  TWT는 동적 균형 능력 측정 방법으로 균형 보행 및 하지 운동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다.
Ⅳ. 결과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균형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상, 가상, 수중의 세 가지 환경에서 운동을 실시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장소는 영동대학교에서 실시하였고. 대상자는 영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 중, 지상훈련 16명, 가상훈련 16명, 수중 훈련 16명이었다. 훈련은 각 환경마다 6주간 주 3회씩 총 18회 진행되었으며 지상훈련은 balance pad를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가상훈련은 Wii Fit을 사용하였으며 수중훈련은 균형판과 누들로 실시하였다. 균형검사는 훈련 전과 후에 각각 평가 되었으며 Biodex static balance와 dynamic balance를 측정하고, dynamic balance를 측정하는 동안 EMG를 사용하여  근육의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검사의 평가지로 tandem walk test (TWT)와 one leg standing test(OLST)를 사용하여 훈련 전과 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상훈련에서는 훈련군의 전, 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그리고 

가상훈련에서는 훈련군의 전, 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수중훈련에서는 훈련군의 전, 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수중훈련에서는 훈련군의 전, 후 균형 능력의 비교에서 지상훈련, 가상훈련에 비해 조금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mean±SD*p<.05
Ⅳ. 결론 
  결과로 보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균형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지상, 가상, 수중훈련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훈련 중에 근소하게 가상훈련의 효과가 더 좋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수중에서의 다양한 이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여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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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Group

(n=14)
Aqua 
Group

(n=12)
Virtual 
Group

(n=16)
F p

BOSS 3.64±1.621) 3.43±1.06 3.68±1.33
AOSS 2.83±1.10 2.28±.86 2.36±1.09
diff .81±1.40 1.14±.91 1.32±1.70 0.484 0.620
t 2.182 5.048 2.681
p .048* .000* .021*

BAPS 2.61±1.66 2.35±.60 2.65±.89
AAPS 2.00±.75 1.54±.83 1.62±.79
diff .61±1.38 .81±1.17 1.03±1.19 0.376 0.689
t 1.644 2.771 3.017
p .124 .014* .012*

BMLS 1.94±.77 1.88±1.17 2.01±.90
AMLS 1.53±.89 1.34±.41 1.36±.79

diff .41±.89 .54±.98 .65±1.10 0.198 0.821
t 1.721 2.211 2.039
p .109 .043* .066

BTZA 76.71±13.40 84.63±12.16 78.75±12.43
ATZA 86.14±11.24 91.31±11.33 87.67±11.14
diff -9.43±7.93 -6.69±11.14 -8.92±16.41 0.221 0.803
t -4.449 -2.401 -1.883
p .001* .030* .086

Table 1. A comparison of BIODEX between pre-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