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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훈련이 자세균형 조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ame-based Visual Feedback Training on Postural Balan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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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세균형 훈련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용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20  성인을 상으로 자세균형 조  능력의 향상에 한 유효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힘  기반 자세균형 훈련 장치를 이용하여 23명의 피험자들이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5분씩 

4주간의 자세균형 훈련을 받았다.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에 한 평가는 Balance 

SD(Biodex, medicalscience Inc., USA)의 자세 균형 평가를 통하여 자세안정성과 자세한계성을 분석하

으며, 실험자의 자세균형 능력의 증진을 통한 유효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자세안정성과 자세한계성 

모두 훈련 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 다(p<0.05). 이번 연구 결과는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

백 자세균형 훈련이 자세균형 능력 향상을 한 운동에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다양한 자세균형 

훈련의 로그램 종류, 강도  각 질환별 최  콘텐츠 개발에 한 정량 인 데이터 수집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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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game-based visual feedback training on postural 

balance control in young adults. We provided postural balance training for four weeks in fifth 

minute a day and three days a week using training system of postural balance based forceplate. 

We evaluated the ability of postural balance using balance SD(Biodex, medicalscience Inc., 

USA) for the validation of game contents based visual feedback training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postural stability and limits of stability were improv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p<0.05). Our study indicates that postural balance training of visual feedback 

based game could be adapted for improving postural balance. Also, for application of this 

game-based visual feedback training in older adults, we could develope of various game 

contents for disease types and conduct quantitative analysis and data collection of postural 

balance in the aged.

■ keyword :∣Visual Feedback Training∣Game Contents∣Postural Balance Control∣Limits of Stability∣
 

    
* 본 연구는 2011년도 문화체육 부의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국민체육진흥공단)

수번호 : #120202-003 

수일자 : 2012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2년 3월 09일

교신 자 : 권 규, e-mail : kwon10@jbnu.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326

I. 서 론 

자세균형(postural balance)은 정기 , 시각, 고유수

용감각의 감각 기 과 추 신경계의 연합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1][2]. 자세균형 조  련 신체의 치에 

한 지각정보를 담당하는 감각기 은 시각계, 체성감각

계, 정계이다. 시각계는 평형성을 유지하기 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 이고, 정계는 공간 지각

력을 감지하는 곳이다. 체성감각계는 근육에 있는 고유

수용기를 통해 근 길이와 장력을 감지하여 이에 한 

정보를 추신경계로 달하는 최 선의 감각 수용기

이다[3][4]. 이 세 감각들을 이용한 자세균형 훈련의 다

양한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5][6].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balance training based 

visual feedback)은 자세균형 조 을 향상시키기 해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신체 압력 

심(center of pressure)을 측정할 수 있는 랫폼 에

서 압력 심을 이동시키면, 이에 한 정보가 디스

이 장치를 통해 실시간 제시되고 사용자는 시각 피드

백을 통해 자세균형 훈련을 수행한다. 시각 피드백 훈

련은 훈련 에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세균형 조 에 

해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과도한 

운동을 사 에 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7]. 이러한 

시각 피드백 훈련은 뇌졸  환자의 자세균형 증진을 

한 훈련 방법에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8][9].

재 국내의 시각 피드백 훈련시스템 부분은 게임

기반이 아닌 평가 기반의 단순화된 2차원 인 시각 정

보 제공에 따른 자세균형 훈련이나 동일한 움직임에 

한 평가만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게임기

반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은 게임을 통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치료의 참여도와 집 력을 높여 운

동 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유도 가능하며 효과

인 자세균형능력 증진이 가능하다[10]. 한 편마비 

환자의 균형과 보행  응능력 개선에 효과 이라는 

연구도 있다[11]. 이처럼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자세

균형 훈련은 치료의 참여도와 집 력을 높여 운동 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훈련의 콘텐츠와 방

법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12], 효과 인 자세균형 훈련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

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균형 훈련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시각 피드백 

훈련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20  성인을 상으로 

자세균형 조  능력의 향상에 한 유효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Ⅱ. 실험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  성인 23명(남: 12명, 여: 11명, 평

균 연령: 22.5±1.2세, 키: 167.7±3.9cm, 평균 몸무게: 

59.5±4.6kg)을 상으로 자세균형 훈련을 실시하 다. 

이들은 자세균형과 련한 신경학  질병  정기

의 이상이 없으며, 정상 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이들 모두는 이 에 본 연구와 유사한 실험에 참가한 

경험이 없으며 실험  실험 목 을 제외한 실험 차

에 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실험에 참가하 다. 

그림 1. 게임기반의 콘텐츠를 이용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과 평가 일정

[그림 1]은 게임기반의 콘텐츠를 이용한 실험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과 평가 일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세균형 

훈련  자세 안정성 평가와 자세 한계성 평가를 진행

하며 자세균형 훈련은 주 3회로, 4주간 총 12회, 15분 동

안 실시하 으며, 좌우(M-L, medial-lateral) 방향 훈련

인 사과 받기 2회, 후(A-P, anterior-posterior) 방향 

훈련인 바구니 움직이기 2회, 램덤 방향(random 

direction) 훈련인 물고기 피하기와 나비 따라가기 콘텐

츠에서 각 1회씩 실시하 다. 자세균형 훈련 평가는 자

세 안정성과 자세 한계성 평가로 이루어지며, 훈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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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pre-evaluation), 훈련 2주 후 간 (mid-evaluation), 

훈련이 종료된 후 최종(final-evaluation) 평가로 나

어 실시하 다.

2. 자세균형 훈련 방법
자세균형 훈련을 하여 힘 (forceplate) 기반의 자

세균형 훈련 시스템(IBalance, Cybermedic Co., Korea)

을 사용하 다[그림 2]. 이 시스템은 4개의 로드셀(load 

cell)이 장착된 힘 을 이용하여 신체 동요에 따른 압력

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

식으로 자세균형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힘

 에 올라가 LCD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이 가능하며, 측면에는 사용 도  미연의 사고를 방

지하기 한 안 바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자세균형 훈련을 위한 IBalance 시스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을 한 게임 콘텐츠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a]는 좌우 운동을 유도하기 

한 콘텐츠이다. 체 심을 좌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

식으로 바구니를 움직여서 사과를 수확하는 게임이다. 

[그림 4-a], [그림 4-b]와 같이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정면 모니터를 응시한다. 발 의 좌우 움

직임은 그 로 바구니의 좌우 움직임이 된다. 사용자는 

힘 에서 좌우 움직임을 통해 좌우 방향의 고유 수용 

감각기 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되고, 하지의 근력과 평

형성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3-b]는 후 운동 

훈련을 한 콘텐츠이며, 체 심을 후 방향으로 이동

시키는 방식으로 바구니를 움직여서 강물을 따라 흐르

는 과일들을 건져내는 게임이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의 움직임은 바구니의 움직임이 된다. [그림 3-c], [그림 

3-d]는 , 후, 좌, 우 방향을 무작 로 제공하는 운동이

며 [그림 3-c]은 사용자가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공격

하는 물고기를 피하는 게임이다. 

 (a) 사과 받기(M-L)  (b) 바구니 움직이기(A-P)

(c) 물고기피하기(random) (d) 나비따라가기(random)

그림 3.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을 위한 콘텐츠

   

(a) 옆모습 (b) 뒷모습

  

그림 4. 자세균형 훈련 모습  

따라서 사용자 발 의 움직임은 물고기 먹이의 움직

임이며, [그림 3-d]의 경우 손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나

비를 따라잡는 게임, 즉 사용자의 움직임은 손의 움직

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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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세균형 훈련 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세균형 훈련에 한 평가를 해 

Balance System SD (Biodex Medical Systems, Inc., 

USA)를 사용하 다[그림 5-a]. 평가 로그램은 [그림 

5-b], [그림 5-c]에서처럼 자세 안정성(postural stability 

testing; PST)과 자세 한계성(limits of stability testing; 

LST)를 평가하 다. 상자는 장비 에 올라가 양 발

을 편안하게 벌리고 양손을 모은 자세에서 측정하 다.

(a)Balance System SD 

(b)자세 안정성 평가

(c)자세 한계성 평가

그림 5. 자세균형 훈련 평가

자세 안정성은 지지면에서 안정성 한계안에 력

심 을 유지하는 것이다[13][14]. 따라서 안정성 평가는 

력 심(COG, center of gravity)를 유지하기 한 

상자의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가하는 동안 상자

의 COG는 [그림 5-b]에 있는 과녁 심으로 체 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세한계성 범 는 인간이 후좌우 역으로 낙상 

없이 최 로 기울일 수 있는 각도를 의미하며, 후 방

향으로 12.5°이며, 좌우 방향으로 16°이다[15]. 따라서 

평가는 [그림 5-c]에서처럼 앙 (center, C)에서 8가지

의 목표 방향(anterior, A; posterior, P; right, R; left, L; 

anterior right, AR; anterior left, AL; posterior right, 

PR; posterior left, PL)으로 상자의 체 을 움직여서 

COG를 이동시킨다. 피험자가 낙상 없이 최  기울일 

수 있는 목표 방향으로의 각도 설정은 A 방향으로 8°, 

P방향 4°, 좌우방향 16°로 설정하 다[16]. 

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19.0(SPSS Inc., USA) 로그

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한 GLM(General 

Linear Model) 방법과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

한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여 훈련 기간별 자세균형 향상

도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 다. 통계학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Ⅲ. 결과

1. 자세 안정성 평가
[그림 6]는 Balance System SD를 이용한 자세 안정

성 평가 결과로 체 심 이동 정도를 반 하는 지표인 

SI(Stability Index)를 사용하 다. SI의 높은 수는 자

세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낮

은 수는 피험자가 자세균형 조 을 잘 수행하여 자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반 한다. OA(Overall)는 

체 심이 동요된 모든 방향에서 SI 값을 나타내며, 

AP(anterior/posterior)는 후 방향에서, ML(medial/lateral)

은 좌우 방향에서 SI 값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후, 좌

우, 체 방향에서의 자세 안정성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a]는 을 뜨고 있는 조건(eyes open, EO)에

서 자세 안정성 결과이며, [그림 6-b]는 을 감은 조건

(Eyes closed, EC)에서의 자세 안정성 평가 결과이다. 

EO 조건에서 OA 방향의 SI가 0.3217에서 훈련 후 

0.2434로 감소(F-value=4.455, p=0.017), AP 방향은 

0.2391에서 0.1608로 감소(F-value=6.048, p=0.005), ML 

방향은 0.1434에서 0.1217로 감소(F-value=0.452, 

p=0.639)되었다. EC 조건에서는 OA 방향의 SI는 

0.7608에서 훈련 후 0.5173으로 감소(F-value=8.525, 

p=0.001), AP 방향은 0.5695에서 0.4173으로 감소

(F-value=2.977, p=0.061), ML 방향은 0.3478에서 

0.1782로 감소(F-value=6.712, p=0.001)되었다.  GLM의 

통계분석 결과 EO일 때와 EC일 때 훈련 ·후 OA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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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I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

(p<0.05). 그러나 EO상태의 ML방향과 EC상태의 AP방

향의 SI는 평균 으로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

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a) EO 조건에서 자세안정성 평가

(b) EC 조건에서 자세안정성 평가

그림 6.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에 따른 자세 
안정성 평가

게임기반의 콘텐츠를 이용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의 정 기간을 분석하기 해 훈련 ·후를 비교

하는 비모수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통계분

석 기법을 이용하 다. [표 1]에서는 훈련 과 간 평

가를 비교하 으며, EO 상태에서는 모두 평균 으로 

감소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EC 상태에서는 모두 평균 으로 감소되었으며, AP 

방향을 제외한 OA 방향과 ML 방향의 자세 안정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표 2]는 훈

련 과 최종 평가를 통계 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EO 

상태와 EC 상태 모두 평균 으로 감소되었고 EO 상태

에서는 ML 방향을 제외한 OA 방향과 AP 방향의 자세 

안정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으며, EC 상

태에서는 AP 방향을 제외한 OA 방향과 ML 방향의 자

세 안정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표 1. 훈련 전 평가와 중간 평가의 자세 안정성 평가 분석 

Mean SD Wilcoxon p

EO

OA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3217
0.2782

0.12416
0.0797 -1.327 0.185

AP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2391
0.2000

0.10331
0.0797 -1.812 0.070

ML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1434
0.1347

0.0992
0.0831 -0.139 0.889

EC

OA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7608
0.5913

0.2589
0.2130 -2.207 0.027

AP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5695
0.4869

0.1033
0.1765 -0.707 0.479

ML Pre-evaluation
Mid-evaluation

0.3478
0.2391

0.0992
0.1233 -1.980 0.048

표 2. 훈련 전 평가와 최종 평가의 자세 안정성 평가 분석 

Mean SD Wilcoxon p

EO

OA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3217
0.2434

0.1241
0.0895 -2.524 0.012

AP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2391
0.1608

0.1033
0.0722 -2.747 0.006

ML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1434
0.1217

0.0992
0.0850 -0.994 0.320

EC

OA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7608
0.5173

0.2589
0.1722 -3.051 0.002

AP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5695
0.4173

0.1033
0.1898 -1.978 0.48

ML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0.3478
0.1782

0.0992
0.0850 -3.204 0.001

2. 자세 한계성 평가
[그림 7]은 Balance System SD를 이용한 자세 한계

성 평가 결과로 방향별 체 심 조  정도를 반 하는 

지표인 Direction Control Score(%)을 사용하 다. 

Direction Control Score의 높은 수는 방향에 따른 체

심 조 을 잘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여, 낮은 수는 

방향에 따른 한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시간에 따른 훈련 , 간과 최종 평가의 자세 

한계성 평가 결과이다. OA 방향에서는 훈련  53.2%

에서 훈련 후 75.2%로 증가(F-value=34.110, p=0.000)

하 다. A 방향과 P 방향은 각각 59.6%에서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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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에서 78.7%로 증가(F-value=7.283, p=0.002; 

F-value=9.827, p=0.000)하 으며, R 방향과 L 방향은 

69.1%에서 83.7%로, 68.0%에서 84.8%로 증가

(F-value=6.321, p=0.004; F-value=5.558, p=0.007)되었

다. AR 방향과 AL 방향은 56.4%에서 78.9%로, 57.0%

에서 76.0%로 증가(F-value=18.952, p=0.046; F-value= 

7.757, p=0.001)하 고, PR 방향과 PL 방향은 각각 

50.8%에서 69.8%로, 47.2%에서 72.2%로 증가(F-value 

=13.201, p=0.000; F-value=13.971, p=0.000)되었다. 

GLM의 통계분석 결과 OA, A, P, R, L, AR, AL, PR, 

PL 방향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그림 7. 체중심 동요 방향에 따른 자세 한계성 평가

표 3. 훈련 전과 중간 평가의 자세 한계성 평가 분석 결과

Direction Mean SD Wilcoxon p

OA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3.1739
75.3043

11.8154
9.0223 -3.499 0.000

A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9.5652
75.4348

22.1664
20.2211 -2.343 0.019

P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4.2609
73.6957

19.5058
19.6062 -3.058 0.002

R Pre-evaluation
Mid-evaluation

69.1304
72.6087

17.9982
19.7524 -0.844 0.399

L Pre-evaluation
Mid-evaluation

67.9565
78.0435

18.7119
18.7483 -1.688 0.091

AR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6.3913
73.3043

16.8381
17.4002 -2.616 0.009

AL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7.0435
69.2174

19.1773
17.4693 -2.221 0.026

PR Pre-evaluation
Mid-evaluation

50.7826
70.2609

17.9746
13.4915 -3.393 0.001

PL Pre-evaluation
Mid-evaluation

47.1739
65.4348

18.6904
15.6054 -3.012 0.003

표 4. 훈련 전과 최종 평가의 자세 한계성 평가 분석 결과

Direction Mean SD Wilcoxon p

OA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3.1739
75.1739

11.8154
9.16839 -4.1698 0.000

A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9.5652
78.9565

22.1664
15.7089 -2.996 0.003

P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4.2609
78.6522

19.5058
22.1987 -3.042 0.002

R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69.1304
83.6957

17.9982
10.6619 -2.860 0.004

L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67.9565
84.7391

18.7119
13.6689 -2.798 0.005

AR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6.3913
78.8696

16.8381
13.1125 -4.092 0.000

AL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7.0435
75.9565

19.1773
16.3748 -3.133 0.002

PR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50.7826
69.8261

17.9746
17.4425 -3.209 0.001

PL Pre-evaluation
Final-evaluation

47.1739
72.2174

18.6904
16.8144 -3.286 0.001

게임기반의 콘텐츠를 이용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의 정 기간을 분석하기 해 훈련 ·후를 비교

하는 비모수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통계분

석 기법을 이용하 다. [표 3]에서는 훈련  과 간 평

가를 비교하 으며 모든 방향에서 평균 으로 증가하

고, R 방향과 L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표 4]는 훈련 

과 최종 평가를 통계 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방

향에서 평균 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Ⅳ. 고찰

최근 게임 시각 피드백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세균형 훈련 기법에 한 연구

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훈련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

며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7]. 국내의 효과

인 자세균형 훈련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를 해 본 

연구에서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시각 

피드백 자세균형 훈련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20  

성인을 상으로 실험하 다.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로그램을 통하여 4주 동안 

자세균형 훈련을 실시한 결과 20  성인 모두 자세균형 

능력이 증가함을 보 다. 자세 안정성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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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M의 통계분석을 통해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자세균

형 평가 결과인 SI를 분석하 다. EO일 때와 EC일 때 

훈련 ·후 OA 방향의 SI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p<0.05). EO 상태의 ML 방향과 EC 상

태의 AP 방향의 SI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확인

하지 못했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방향에 

따라 보다 효과 인 훈련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자세 한계성 평가 지표는 방향 제어에 따

른 자세 한계성 지수로 8개의 목표 까지 체 심을 이

동시켜 움직인 실제 이동거리와 최단 거리의 비율이다. 

높은 수는 방향 제어에 따른 자세 이동거리가 최단거

리와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GLM의 통계분석을 통해 

훈련 , 간과 최종 평가 체를 분석하 다. 훈련 ·

후의 모든 방향 Direction Control Score가 증가되었으

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p<0.05). 

훈련기간에 따른 자세균형 훈련 효과를 분석하기 

해 비모수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훈

련 과 간 평가 결과와 훈련 과 최종 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자세안정성 평가에서 훈련 과 간 평가

의 비교 결과 EO 상태에서는 OA 방향의 SI가 평균

으로 감소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훈련 와 최종 평가

의 SI를 통해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

(p<0.05). 한 자세한계성 평가에서 훈련 과 간 평

가의 비교결과 모든 방향의 Direction Control Score가 

평균 으로 증가하 다. 한 통계 으로 R방향과 L방

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훈련 과 최종 평가의 Direction 

Control Score를 통해 모든 방향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변화를 보 다(p<0.05). 이는 방향 제어에 따른 자세 

한계성 향상을 해 어도 4주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등은 노인 상으로 게임기반의 시각 피드백 

균형 훈련을 통하여 자세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유의 으로 확인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18][19]. 한 뇌졸  환자와 척추손상 

환자의 자세 균형 능력 향상을 보여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20-24]. 따라서 게임을 이용한 시각 

피드백 훈련은 정상 성인은 물론, 자세 균형이 하된 

노인, 척추 질환 환자나 뇌졸 , 편마비 환자의 자세균

형 훈련에 효과 인 게임 콘텐츠 로그램으로 사용가

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 은 상자가 20  정상 성인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노인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용에 결과를 반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  실험과 자세

균형 훈련의 로그램 종류, 강도  각 질환별 최  콘

텐츠 개발에 한 정량 인 데이터 수집  연구가 필

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자세균형 훈련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시각 피드백 훈련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20  성인을 상으로 실험

을 하 다. 그 결과 자세 균형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05). 이는 게임을 이용한 시각 피드백 훈련

은 정상성인은 물론, 향 후 자세 균형이 하된 노인, 척

추 질환 환자나 뇌졸 , 편마비 환자의 자세균형에 효

과 인 게임 콘텐츠 로그램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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