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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visual block (eyes open or

closed), mental task type, and participation in an exercise program on static balance

in the elderly. The subjects were 34 elderly (>65 years old) residents of a social

welfare institute in Gyeonggi-do. We measured the following variables. Berg balance

scal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balance performance monitor (sway area, path,

and maximal sway velocity), age, weight, height and whether the subject participated

in an exercise program. Scores for the Berg balance scale and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were evaluated to assess static balance ability either alone (single task

paradigm) or while performing a mental task (dual task paradigm). Static balance

variables that were measured included sway area, path, and maximal sway velocity.

Each test was repeated three times.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static balance ability. For the dual task

paradigm, static balance was affected by whether the subject participated in an

exercise program. The Berg balance scale score for subjects with their eyes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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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ffected by whether they participated in an exercise program, while this

variable in addition to the height and weight of subjects were determining variables

in subjects with their eyes closed. As a result, whether subjects participated in an

exercise program affected their static balance irrespective of whether their eyes open

or closed. Therefore, regular exercise is recommended for elderly people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ic and dynamic balance

while performing mental tasks such as cognition and attention.

Key Words: Balance performance monitor; Berg balance scale; Dual task paradigm; Elderly;

Exercise program; Static balance.

Ⅰ. 서론

균형은 최소한의 흔들림(sway)으로 지지기

저면 내에서 신체의 중력중심을 유지하는 능

력으로서, 자세유지와 운동의 기본적인 요소

이다(김유철 등, 1992; Nichols 등, 1995). 우

리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의 중력중심을 최소한의 흔들림으로 지지기

저면내에 유지하여야 한다(Galley와 Forster,

1985; Nichols등, 1995). 균형의 정의는 단순

해보이나 감각정보 통합, 신경계 처리, 생체

역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잡한 운동조절 작

업으로(Hall과 Brody, 1999), 연령(Hasselkus

와 Shambes, 1975), 고유수용성감각의 손실

(Fernie과 Holliday, 1978), 슬관절 구축

(Potter 등, 1990), 시각(Dornan 등, 1978), 키

(Kilburn과 Thornton, 1995), 발의 위치

(Nichols 등, 1995), 다리길이 차이(Mahar 등,

1985; Murrell 등, 1991) 등 다양한 요소가 균

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신경생리학

자들이 균형과 관련하여 신경생리학적 접근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감각 정보 입력과 자세

조절 중추에 관해 연구해왔으며, 역학적인 접

근방법으로 인체가 움직임에 따라 신체에 작

용하는 힘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균형을 분

석해왔다(Schenkman과 Bulter, 1989).

균형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

어 넘어짐 위험 요인이 증가되고, 자세조절과

집중력의 변화를 동반한다(Perrin 등, 1997;

Redfern 등, 2001). Ring 등(1988)은 노인이

균형 유지하는데 하지의 고유수용성감각을

시각계와 전정계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

고, Redfern 등(2001)은 다양한 시각조건과

자세조건에서 균형 유지 시 젊은 사람들은

지능과제(mental task)를 이용한 정보처리 과

제가 균형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인

에서는 균형 유지 시 자세동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Melzer 등(2001)은 자세조절과 넘어

짐은 노인의 건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젊은

사람군에 비해 노인군에서 이중과제와 단일

과제 수행 시 자세동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Yardley 등(2001)은 지능과제는 자세조절

시 자세를 유지하고, 이 때 요구되는 운동조

절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Rankin

등(2000)은 인지과제는 자세조절 시 하지근육

의 활동은 감소시키고, 노인군에서 이중과제

에 방해를 더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

만, Andersson 등(1998)과 Yardley 등(2001)

의 연구에서는 균형 장애를 가진 집단과 정

상인 집단 모두에서는 정신적 활동이 균형

유지 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일상생활활동은 몇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

행하면서 균형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균형 안정성이 저하되면 일반적인 일상생활

활동 수행 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균형 및

자세조절 검사는 이중과제를 포함한 것이 있

어야 하며, 생활에서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

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Bowen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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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zer 등, 2001).

최근 자세와 보행조절에서 이중과제(dual

task) 사용으로 인지(cognition)와 집중력

(atten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Yardley 등, 1999), 균형에 대한 치료는 단

일과제(single task)를 이용한 전통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Rankin 등,

2000). 또한 많은 균형 검사와 자세조절 방법

은 이러한 인지 기능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

지 않고 있으며, 넘어짐 예방과 관련된 연구

는 중재(intervention) 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시 인지 기능, Berg 균형척도를 검사하

고,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조

사하여, 시각 차단여부, 과제 유형, 운동프로

그램 참여여부가 노인의 정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과천시 노인 복지

관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65세 이상의 노인 17명과 수원시 소재 중

앙 양로원에서 요양중인 노인 17명, 총 3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한 자

나. 보행 보조기구(walking aid)의 도움 없

이 10 m이상 독립 보행이 가능한 자

다. 균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라. 불균형과 넘어짐에 영향을 미치는 신

경학적 이상 또는 근골격계의 이상이

없는 자

마. 최근 3개월간 하지나 요부에 물리치료

를 받지 않는 자

바. 정신적 장애가 없는 자

사.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항목 중

집중력 및 계산력 항목에서 1점 이상

을 획득한 자

본 연구에서는 정적 균형을 측정하기 전

일반적인 특성 조사 시 노인군을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군과 일상생활활

동 노인군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규칙적인 운

동을 한 노인군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운영하

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

로 3개월 이상 2년 미만 동안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프

로그램은 스트레칭 체조, 댄스 스포츠, 태극

권, 단전호흡, 맷돌 체조, 무용 체조, 에어로

빅, 한국 무용, 수중 체조, 탁구, 포크 댄스이

었다. 일상생활활동 노인군은 요양원에서 특

별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인지 검사도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총 3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Berg 균형척도

Berg 균형척도는 14개의 항목으로 앉기,

서기, 자세 변화 3개의 영역을 최소 0점에서

최고 4점을 적용하여, 총 56점이 만점이다.

14개의 항목으로는 앉아서 일어서기, 지지 없

이 서있기, 지지 없이 앉아 있기, 일어선 자

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눈

감고 서있기, 발 모아 서있기, 앞으로 손 뻗

기, 물건 집어 들기, 뒤 돌아 보기(왼쪽, 오른

쪽), 360˚ 돌기, 한 발 교대로 발판에 올려놓

기(각각 4번씩), 한 발을 앞에 붙여 놓고 서

기, 한 발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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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절차 모식도

다. 이중과제(dual task)의 수행

이중과제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

는 것으로 정적 균형 유지 시 지능과제 수행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능과제는

Bowen 등(2001)과 Yardley 등(2001)에서 사

용한 숫자 분리(categorization of a numer-

ical stimulus)를 수정한 것으로, 1에서 20사

이의 임의 숫자를 녹음기로부터 들려주고 짝

수, 혹은 홀수로 분리하게 하였다. 측정시간

30초 동안 나오는 숫자는 2초당 1개의 숫자

로 총 15개 숫자이었고, 측정 기간 동안 대상

자가 손가락을 사용해 짝수 혹은 홀수의 숫

자를 세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미리 교육시키

고 검사자가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라. 정적 균형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적 균형의 측정도구

는 영국의 Health Care사에서 제작한 균형수

행 모니터(Balance Performance Monitor)로,

피드백용 화면응시 장치와 이동이 가능한 양

발 기립용 발판 및 외발 기립용 발판, 좌위용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와 피드백용 화

면응시 장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기립

자세에서 발판의 감지기가 움직임을 감지하

여 결과를 컴퓨터 스크린상에 수치화 및 그

래프화하여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정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각과

청각 피드백용 응시장치의 사용을 제거한 상

태에서 정적 균형을 측정하였다.

3. 실험절차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 대상자는 연

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

구에 참여하였으며, 균형수행 모니터를 사용

하여 정적 균형을 측정하기 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명, 나이, 체중, 키, 운동프

로그램 참여 여부, 성별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균형

수행 모니터를 사용하여 정적 균형을 측정하

였고, Berg 균형척도,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하였다. 균형수행 모니터를 사용하여

자세 동요면적(sway area), 동요거리(sway

path), 최대 동요속도(maximal sway velocity)

를 측정하였다. 정적 균형은 먼저 눈 뜬 상태

로 측정한 후, 5분간 휴식 후 다시 눈 감고

정적 균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정

적 균형 유지 시 지능과제를 수행하는 이중

과제와 지능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단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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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군

일상생활활동

노인군
p

남(명) 8 3

여(명) 9 14

나이(세) 69.8±2.7
a

79.7±5.2 .00

체중(㎏) 60.3±9.1 56.0±10.8 .22

키(㎝) 160.1±8.1 151.9±6.8 .00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27.1±1.8 22.9±2.8 .00

Berg 균형척도 51.9±3.6 41.1±3.5 .00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4)

인 정적 균형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서 이

중과제와 단일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 순서는

각 대상자마다 무작위로 하였다. 눈 뜨고 이

중과제를 수행할 때 주어진 지능과제는 홀수

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눈 감고 이중과제를

수행할 때 주어진 지능과제는 짝수를 분리하

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시 정적 균형 변수들

에 대하여 각 조건에서 3회 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그림 1).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0.0판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운동프

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일상생활활동 수행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는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하였다. 그리고 나이,

체중, 키, Berg 균형척도, 한국판 간이 정신상

태 검사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대상자의 성

별과 운동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고,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시 정적 균형능력과 과제간 정적 균형

능력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multiple regression)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34명이었

으며,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군은 남자 8명, 여자 9명이었고, 평균나이는

69.8세, 체중 60.3 ㎏, 키 160.1 ㎝, 한국판 간

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는 27.1점, Berg 균형

척도는 51.9점 이었다. 이에 반하여 일상생활

활동 노인군은 남자 3명, 여자 14명, 평균나

이는 79.7세, 체중 56.0 ㎏, 키 151.9 ㎝, 한국

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22.9점, Berg 균형

척도는 41.1점 이었다. 이들 두 집단간의 일

반적인 특성 중 체중 부분을 제외한 나이,

키,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Berg 균형척

도 부분에서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한 노인군의 특성이 유리하였다(p<.05)(표 1).

2.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정적 균

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평균 동요면

적은 178.1 ㎟, 동요거리 257.6 ㎜, 최대 동요

속도는 33.2 ㎜/s로 나타났다. 이 때 정적 균

형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이와 체중이

포함되었다. 동요면적과 동요거리에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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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2) p

동요면적 -785.44+9.13×나이+4.84×체중 .29 .01

동요거리 -584.58+8.22×나이+3.91×체중 .48 .00

최대 동요속도 -69.11+.67×체중+.85×나이 .38 .00

표 2.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N=34)

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2) p

동요면적 -1788.10+20.82×나이+7.66×체중 .53 .00

동요거리 -807.26+11.49×나이+3.65×체중 .56 .00

최대 동요속도 -100.17+1.38×나이+.54×체중 .52 .00

표 3. 눈 뜬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N=34)

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
2
) p

동요면적 -1773.90+19.23×나이+9.55×체중+158.64×성별a .56 .00

동요거리 -595.29+8.57×나이+4.65×체중 .29 .01

최대 동요속도 -65.37+.70×체중+.88×나이 .27 .01

a
성별에서 1은 남성, 0은 여성

표 4.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N=34)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 중 나이와 체중 순으

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고, 최대 동

요속도에서는 체중과 나이 순으로 영향력 있

는 변수가 채택되었다(p<.05)(표 2).

3. 눈 뜬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정적 균

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눈 뜬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평균 동요면

적은 213.6 ㎟, 동요거리 263.8 ㎜, 최대 동요

속도 34.7 ㎜/s로 나타났다. 이 때 정적 균형

능력의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이와 체중이

포함되었다. 동요면적, 동요거리와 최대 동요

속도 모두에서 나이와 체중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채택되었다(p<.05)(표 3).

4.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평균 동요

면적은 269.9 ㎟, 동요거리 315.2 ㎜, 최대 동

요속도 41.2 ㎜/s로 나타났다. 이 때 정적 균

형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이, 체중, 성

별이 포함되었다. 동요면적에서는 나이, 체중,

성별의 여부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

택되었고, 동요거리에서는 나이와 체중 순으

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최대

동요속도에서는 체중과 나이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채택되었다(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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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2) p

동요면적 -3226.64+39.27×나이+11.39×체중 .58 .00

동요거리 -471.07+10.74×나이 .31 .00

최대 동요속도 -69.91+1.58×나이 .14 .03

표 5. 눈 감은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N=34)

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2) p

Δ동요면적a -52.32+172.10×운동여부
d

.44 .00

Δ동요거리b -17.37+47.14×운동여부 .30 .00

Δ최대 동요속도c
-50.59+17.61×운동여부

+.91×Berg 균형척도
.50 .00

a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시 동요면적 변화량
b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시 동요거리 변화량
c
단일과제와 이중과세 수행 시 최대 동요속도 변화량
d
운동여부에서 1은 일상생활활동 노인군, 0은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군

표 6.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34)

내용 회귀방정식 결정계수(R2) p

Δ동요면적a -46.10+292.84×운동여부
d

.53 .00

Δ동요거리b 733.62-4.85×키 .32 .00

Δ최대 동요속도
c

49.86-.73×체중 .13 .04

a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시 동요면적 변화량
b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시 동요거리 변화량
c
단일과제와 이중과세 수행 시 최대 동요속도 변화량
d
운동여부에서 1은 일상생활활동 노인군, 0은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군

표 7.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34)

5. 눈 감은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다중회귀분석

눈 감은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평균 동요

면적은 370.2 ㎟, 동요거리 331.4 ㎜, 최대 동

요속도 48.5 ㎜/s로 나타났다. 이 때 정적 균

형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이와 체중이

포함되었다. 동요면적에서는 나이와 체중 순

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고, 동요거

리와 최대 동요속도에서는 나이만 영향력 있

는 변수로 채택되었다(p<.05)(표 5).

6.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시

평균 동요면적은 33.7 ㎟, 동요거리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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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동요속도 .6 ㎜/s가 증가하였다.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서 음의 값은 이중과제 수

행 시 자세 동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적 균

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규칙적

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Berg 균형척

도가 포함되었다. 동요면적과 동요거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고, 최대 동요속

도에서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와 Berg 균형척도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

가 채택되었다(p<.05)(표 6).

7.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시

평균 동요면적은 100.3 ㎟, 동요거리 16.2 ㎜,

최대 동요속도 7.3 ㎜/s가 증가하였다.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서 음의 값은 이중과제 수

행 시 자세 동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적 균

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규칙적

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키, 그리고 체

중이 포함되었다. 동요면적에서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동요거리에서는

키, 그리고 최대 동요속도에서는 체중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다(p<.05)(표 7).

Ⅳ. 고찰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34명으

로, 초기 인원은 총 58명이었으나 최종 34명

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에서 24명이 제외

된 이유는 고혈압 7명,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

하는 노인 5명, 당뇨 8명, 당뇨와 고혈압을 가

진 3명, 지능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노인 1명

때문이었다.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4명 중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18

명, 일상생활활동만을 하는 노인은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여부로 나

누어 비교한 결과 체중 부분을 제외한 나이,

키,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Berg 균형척

도에서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인 집단의 특성이 통계학적으로 유리하였다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적

균형능력의 특성 분석 시 편의(bias)를 제거

하기 위하여 성별과 운동프로그램 참여여부

를 가변수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권오윤 등(2003)은 균형은 현재 환자가 가지

고 있는 질병, 연령, 약물 복용, 성별, 인지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형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넘어짐이 발생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에서 질병 유무, 운동 여부, 약물

복용 유무,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Berg 균형척도, 이중과제 시 정적 균형을 측

정하였다. 권용철과 박종한(1989)은 한국판

정신상태 검사의 측정자간 신뢰도 r=.99로 보

고하였고, 이현주 등(2002)은 Berg 균형척도

는 임상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1차적 검진으로서 사

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균형수행 모니터를 통하여 정

적 균형을 측정한 후, Berg 균형척도를 측정

하였다. Berg 균형척도는 전체 항목을 수행

하는 데에는 약 15분이 소요되며(권오윤,

2003) 본 연구에서는 Berg 균형척도 검사 후

노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균형수행 모니터를 통한 정

적 균형 측정 후 Berg 균형척도를 검사하였

다. 이는 Nardone 등(1997)의 연구에서 젊은

사람에서 피로를 유발시킨 운동 후 측정한

정적 균형에서 동요거리와 동요면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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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15분간 지속된다고 보고하였기 때

문이다. Berg 균형척도는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가 각각 r=.97, r=.98로서 균

형능력을 평가하는데 높은 신뢰도와 내적 타

당도를 가지고 있다(Berg 등, 1995).

본 연구에서 정적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균형수행 모니터를 사용하였는데, Hass와

Burden(2000)은 균형수행 모니터와 Kistler

힘판의 체중분배 비율에 대한 척도는 우수하

게 일치하였고, 균형수행 모니터의 전ㆍ후,

좌ㆍ우 동요척도와 Kistler 힘판의 압력중심

점(center of pressure) 비교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61～.99)를 나타냈다.

Hu 등(1996)은 감각 조직화 검사(Sensory

Organization Test) 동안 정적 균형 측정 시

동요면적과 평형점수(Equilibrium score)는

타당도 있는 측정변수라 할 수 있다고 하였

고, Fitzgerald 등(1994)의 연구에서 동요거리

측정 시 개체 내에서 동요거리의 변화가 가

장 적게 나타났으며, Baratto 등(2002)은 자

세 안정화에 기여하는 변수 중에서 생체 역학적

인 측정변수는 전체적 변수(global parameters)

로 동요거리와 자세동요 그래프의 빈도 대역

(frequency band of the posturogram), 구조적

변수(structural parameters)로 최고 평균값

(mean value of peaks)과 평균 최고간 거리

(mean inter-peak distance)가 타당성이 높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 수행

모니터를 통한 정적 균형능력의 측정변수 중

동요거리, 동요면적, 최대 동요속도를 선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이중과제를 사용하기 위해 선

택한 지능과제는 녹음기로부터 나오는 숫자

를 홀수 또는 짝수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Yardley 등(1999)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자세조절이나 보행 시 지능과제 모델은

청각자극에 반응하는 것, 숫자의 연속성을 기

억하여 반복하는 것, 문장을 완성하는 것, 이

름 암송하기, 대화하기, 공간 위치 파악하기

등이 있다고 문헌고찰을 통하여 보고하였고,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자세조절과 지능과제

사이에서 인지 능력을 방해하는 과제라고 하

였다.

3. 노인군의 정적 균형능력

본 연구에서 균형수행 모니터를 통하여 65

세 이상의 노인군에서 이중과제 시 정적 균

형을 측정하였다.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노인군의 평균 동요면적은 178.1 ㎟, 동요

거리 257.6 ㎜, 최대 동요속도 33.2 ㎜/s이었

고,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 시 노인군의

평균 동요면적은 269.9 ㎟, 동요거리 315.2

㎜, 최대 동요속도 41.2 ㎜/s이었다. Elliott

등(1998)의 연구에서는 동요 자력계(sway

magnetometry)를 통한 동요면적과 동요거리

검사에서 15～65세 집단에서 눈 뜬 상태에서

동요거리는 140 ㎜, 눈 감고 200 ㎜, 동요면

적은 눈 뜨고 150 ㎟, 눈 감고 300 ㎟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측정된 집단의 나이가 선행연구의 집단

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

서도 정적 균형능력 영역에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눈 뜬 상태

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

에 나이와 체중이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

눈 감은 상태의 단일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

의 동요면적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는 나이와

성별이었고, 정적 균형능력의 동요거리와 최

대 동요속도에서는 나이와 체중이 영향력 있

는 변수이었다. 그리고 눈 감은 상태의 이중

과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동요면적에서 영향

력 있는 변수는 나이와 체중이었고, 정적 균

형능력의 동요거리와 최대 동요속도에서는

나이가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

Hageman 등(1995)의 연구에서 균형 측정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나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은 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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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비해 움직임 시간(movement time)과

움직임 거리(path length)가 증가하고, 기능적

도달거리(distances of functional reach)가 짧

아졌고, Colledge 등(1994)은 나이와 성별을

똑같이 나눈 네 집단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자세동요가 증가되었지만,

성별은 모든 집단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눈 감은 상태

에서 단일과제 시 동요면적에서 성별이 영향

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Peterka와 Black(1990)은 나이와 관련하여

고정된 면에서 눈을 감거나 눈 뜬 선 자세에

서 자세 동요의 증가는 없지만 시각 또는 체

성 감각 자극(cue)을 주었을 경우 자세동요

가 증가하였으며, 55세 이상에서 자세동요가

증가하여 나이가 들수록 시각 자극에 더 많

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눈 뜬 상태보다 눈 감은 상태에서 노인군의

정적 균형능력이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시 모

두 증가하였다. Hytonen 등(1993)은 평형은

50세 주위에서 가장 안정되며, 노인에서 시각

계는 균형조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Colledge 등(1994)은 모든 집단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시각보다는 고유수용감각을 사용

하지만, 이 감각을 제거하였을 때는 시각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노인의 균형 회복 시 근육활동 감소는 능

동적 조절보다는 근 골격계통의 수동적 점탄

성 성질(viscoelastic properties)에 의존한다

고 볼 수 있으며(Rankin 등, 2000), 노인에서

나이와 관련된 변화 중 감각과 근 골격계통

은 균형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안전하

게 이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ki

와 Mcllroy, 1996).

본 연구에서는 노인군의 Berg 균형척도를

측정한 결과 노인군의 평균 Berg 균형척도

점수는 46.5점이었다. 이현주 등(2002)의 연구

에서 Berg 균형척도가 45점 이하인 노인군은

넘어짐의 위험 요소가 있는 노인군으로 제시

했던 것으로 고려한다면, 이들 노인군은 넘어

짐의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인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규칙

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군과 일상

생활활동 노인군에서 평균 Berg 균형척도의

점수는 차이가 있었다.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

램에 참여한 노인군의 평균 Berg 균형척도

점수는 51.9점이었으나 일상생활활동 노인군

의 평균 Berg 균형점수가 41.1점으로 나타난

것은 일상생활활동 노인군이 넘어짐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Condron과 Hill(2002)의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과 약간의 넘어짐의 요소가 있는 노인에

서 Chattecx 균형 시스템(Chattecx balance

system)을 사용하여 인지과제를 통한 균형을

검사한 결과 안정된 지지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동적 발판(dynamic platform)

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Brauer 등

(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군과 균형

이상이 있는 노인군에서 집중력은 균형 이상

이 있는 노인군에 영향을 주고, 건강한 노인

군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노인군의 이중과제 수행 시 정적 균

형능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지능과제를 이용한 이중과

제 시 정적 균형능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눈 뜬 상태에서 이중과제 시 평균 동요면적

은 33.7 ㎟, 동요거리 6.2 ㎜, 최대 동요속도

.6 ㎜/s가 증가하였고, 눈 감은 상태에서 이

중과제 시 평균 동요면적은 100.3 ㎟, 동요거

리 16.2 ㎜, 최대 동요속도 7.3 ㎜/s가 증가하

였다.

Shumway-Cook과 Woollacott(2000)는 나

이가 들면서 감각 정보가 감소되면 자세조절

을 증가하기 위해 집중력의 요구가 증가된다

고 하였다. Rankin 등(2000)은 젊은 사람과

건강한 노인군에서 인지적 수학과제(cognitive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3호

KAUTPT Vol. 10 No. 3 2003.

- 11 -

math task)를 수행할 때 자세조절 근육의 개

시 시간(onset time)은 변하지 않고, 진폭은

영향을 받았고,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서 이중

과제가 균형조절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과제 수행 시 정적 균

형능력 변화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규

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Berg 균형

척도, 키와 체중이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

눈 뜬 상태에서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Berg 균형척도가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이

었고, 눈 감은 상태에서는 운동프로그램의 참

여여부, 키와 체중이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

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

수이었다. 이는 눈을 뜬 상태에서는 노인이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단일

과제와 이중과제 수행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은 일상생활활동 노인의 정적 균형능

력 변화량보다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다. 눈을 감은 경우 단일과제와 이

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은 규칙적

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여부보다는 다른 변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각 차단에 따른 자세동요 변화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ndersso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어지럼

증이 있는 환자와 정상인에서 지능과제를 이

용한 균형 검사 시 두 집단 모두 영향을 받

았으며,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Yap과 Leij(1994)는 실독증

(dyslexia)이 있는 아동집단에서 단일과제 조

건보다 이중과제 조건에서 정적 균형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Brauer 등

(2002)은 이중 과제 수행은 균형 이상이 있는

노인에서 자세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제언하였다.

Geurts 등(1991)은 하지절단 환자에서 이

중과제는 자세조절 시 대뇌수준의 통합과정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

고, Melzer 등(2001)은 노인에서 자세조절 시

인지 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과제가 주어지는

동안 집중력이 발생하여 자세동요에 영향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중과제가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

각되며,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는 이중과제 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채택되

어, 규칙적인 운동여부가 정적 균형능력에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는 균형이 요구되

는 과제를 수행할 때 지능과제의 수행은 균

형능력을 감소시키며, 정상인과 환자 집단에

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중과제 수행은

숙련도 평가(skill assessment)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다

(Andersson 등, 1998).

균형조절 시 문제점은 예상치 않은 자극

후 안정성 회복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균형이 감소된 노인에서 자세조절 회복 시

충분한 집중력이 없다면 넘어짐의 위험 요소

를 증가시킬 수 있다(Brown 등, 1999).

Bloem 등(2001)은 자세와 인지의 지속적인

연구가 자세조절의 한 요소만을 평가 하는

검사보다도 넘어짐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고 하고, 균형에 요구되는 집중력은 나이와

운동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새로운 균형프로

그램은 다중과제(multiple task)를 이용한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군에서 지능과제를 통

한 이중과제 수행 시 동요면적, 동요거리, 최

대 동요속도를 측정하였다. 균형은 많은 복잡

한 시스템에 의해 조절된다. 사람의 개체 내

생리학적 조건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하

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본 집단의 선정은

어렵다(Hasselkus와 Shambes, 197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 집단의 표본 선정 시 개

체 내 생리학적 조건에 있어 많은 변화량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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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와 Menz(2000)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 시각 기능이 감소되고 이는 자세 안정도

에 손상을 주고 넘어짐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력과

시각에 따른 노인의 정적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Lindenberger 등(2000)은 운동조절과 감각

조절 면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조

절의 필요가 요구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하였고, Woollacott와 Shumway-Cook(2002)

은 자세 조절과 보행 시 집중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서기와 걷

기 동안 균형조절에서 인지적 요소를 고려해

야 한다고 하였으며, Miller 등(2000)은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은 환자 개인의 사회적 상

황 안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균형조절 시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을 감

안하여 이중과제를 사용한 균형 측정도구와

이것을 이용한 넘어짐을 예측할 수 있는 민

감성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며, 균형조절 시

이중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과제의 복잡성

과 더 복잡한 정신활동, 동적 균형능력이 포

함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시각 차단여부, 과제 유형, 그리

고 운동프로그램 참여여부가 노인의 정적 균

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눈 뜬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

는 변수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

여여부와 Berg 균형척도이었다(p<.05).

이 때 정적 균형능력의 동요거리와 동요

면적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규칙

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이었고,

최대 동요속도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

램의 참여여부와 Berg 균형척도이었다.

2. 눈 감은 상태에서 단일과제와 이중과제

사이 정적 균형능력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키와 체중이었다(p<.05). 이

때 정적 균형능력의 동요면적 변화량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규칙적인 운동프로

그램의 참여여부이고, 동요거리에 영향

력 있는 변수는 키, 최대 동요속도에 영

향력 있는 변수는 체중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의 지능과제를 포함한

이중과제 수행 시 정적 균형능력에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Berg 균형척도, 키

와 체중이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의 균형 훈

련프로그램은 기존의 균형조절 훈련프로그램

이 아닌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포함된 균형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지능과

제를 포함한 균형 평가도구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의 넘어짐 예방

을 위한 균형증진 훈련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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