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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대상자에게 소도구 운동 후  적용한 전기치료가 노인의 균형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도구 운동군(n=16), 소도구 운동과 전기자극군(n=18)으로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두 군은 1주

일 5일 20분씩 5주 동안 각 군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사전 사후에 균형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군간 비

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군내 변화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기자극이 노인의 균형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각 군의 평가 결과를 통해 소도구를 통한 운동은 노인의 균형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I. 서론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 3.8%

에 불과하였으나 2026년은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전망이다[1].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세조절에 관여

하는 고유수용성 감각, 시각, 전정기능 등이 감소하게 된

다. 고유수용성 감각능력의 저하는 신경근 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균형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2].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근력 상승을 통해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 또한, 기능

적 전기자극이 근력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4] 본 연

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도구운동군과 소도구 운동 후 

기능적 전기자극 적용 군을 통해 근력 향상이 균형에 영

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노인대상자 34명을 Props(n=16), PropsFES(n=18)로 

무작위 구성 후 사전·사후 균형검사로 Berg's balance 

검사를 시행하였다. 모든 운동은 1주일 4일 총 5주 동안 

운동을 실시하였다. 소도구 운동은 세라밴드를 통한 근

력강화, 폼 롤러로는 스트레칭 그리고 볼 운동은 고유수

용성 감각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은 

넙다리네갈래근에 부착하여 주파수 35 Hz, 강도 20 ∼70 

mA 사이로 20분 동안 전기자극이 들어오면 무릎아래 공

을 누르게 하였다(Fig 1). 

Ⅲ.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Props군의 평균 

나이 79세, 키 161cm, 몸무게 57kg 이며, PropsFES군은 

나이 75세, 키 162cm, 몸무게 58kg 로 나타났다(Table 

1).  



한국콘텐츠학회 2018 춘계종합학술대회 368

                  Props(n=16) PropsFES(n=18)

Age(years) 79.±2.52 75.±3.42

Height(cm) 161.±0.23 162.±2.41

Weight(kg) 57.±0.24 58.±0.19

                 Pre Post

Props(n=16) 42.25±2.97 49.75±1.72*

PropsFES(n=18) 44.72±1.27 52.66±0.6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Values are showed Mean ± S.D.
Props: Props exercise, PropsFES: Props exercise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균형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Berg's balance 변화는 다

음과 같다. Props군은 사전 42.25±2.97에서 사후 

49.75±1.7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PropsFES

군은 사전  44.72±1.27에서 사후 52.66±0.62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하지만 군간 차이는 없었다

(Table 2). 

Table 2. The change of Berg's balance score

Values are showed as Mean ± S.D. 
Props: Props exercise, PropsFES: Props exercise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Data were analysed by paired t-test. *:p<0.05

Ⅳ. 고찰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정기관, 체성감각, 

시각기능, 근력이 감소하여 균형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Rasch 등은 하지근력의 감소가 균형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 이렇듯 노인들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균형능력의 결손을 가져온다[2].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도구 운동을 실

시하여 근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3]와 기능적 전기자극

으로 근력 향상을 보인다는 보고[4]를 통해 본 연구는 노

인을 대상으로 소도구군(Props group), 소도구운동 후 

기능적 전기자극을 주는군(PropsFES group)으로 구분하

여 근력증가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 모두 Berg's balance 점수가 유의

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군간 차이는 없었다. 소도구 운

동을 통해 근력 향상 뿐만 아니라 균형에 관련이 있는 

시각, 전정기관, 체성감각에 긍정적 자극을 주어 균형능

력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소도구 운

동 후 근력 향상 증가를 집중시키기 위해 적용한 기능적 

전기자극은 균형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 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소도구 운동과 다르게 전기자극은 신체의 큰 

움직임을 유발하지 못하며 시각, 전정기관, 체성감각의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균형 훈련을 적용 시에는 시각, 전정감각, 체성

감각을 자극 할 수 있는 신체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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