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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virtual reality program combined 

with cognitive activity on elderly people's balance ability. 

 Method : We randomly divided 14 elderly people receiving daytime protection service from D 

daytime protection center for senior citizens located in Busan-si into a group(seven) with cognitive 

activity combined with virtual reality program, and the other group(seven) with only virtual reality 

program. In order to compare the balance ability before/after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the Berg 

Balance Scale was carried out.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MMSE-K) was also 

conducted to compare their cognitive functions.

 Result : Both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lance ability before/after the 

therapeutic intervention(p<.05) whil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lance 

ability after the therapeutic intervention(p>.05). The cognitive functions before/after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groups(p>.05).

 Conclusion :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virtual reality program combined with 

cognitive activity could improve elderly people's balance abil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application 

of virtual reality program can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elderly people's 

balance ability, as an intervention method for improving balance abili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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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에는 3.8%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에는 12.2%로 2030년은 노인인구 24.3%로 

50년간 20.5%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전망이다(통계청, 2012).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균형능력 저하

로 야기되는 낙상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두되고 

있다(김수진, 2003). 

균형은 신체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항상 

지지면 위에 있게 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배상우와 김재일, 2003; MacKinnon & 

Winter, 1993). 신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세조절에 관여하는 고유수용성감각, 시각, 

전정기능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화됨으로써 

갑작스런 움직임의 변화에 처하는 반사 

능력 감소로 균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이

로 인해 노년기에 낙상이 유발된다(김은자 

등, 2010). 환경 안에서 여러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 기저면(Base of support) 위에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일상생활에

서 가장 중요한 운동 조절 능력이며(Carr와 

Shepherd, 2003), 성공적인 일상생활 수행

을 위한 필수적인 운동요소이다(이상헌 등, 

2010).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균형능력에 필요한 감각과 인지기능이 저하

되고 중추신경계의 작용이 저하되면서 정상

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심각한 노인성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되며 사회활동으로부

터 고립되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박미정, 

2011). 

Stelmach 등(1989)의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한 균형 능력의 감소는 인지기능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인지기능은 학습이나 

지각, 추론, 문제해결 및 기억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노인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변

화는 일상생활활동 수행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균형 능력의 저하 및 배회와 같

은 과잉행동을 유발하여 낙상 및 골절 등 노

인의 근골격계 건강문제를 증가시킨다(박미

정,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지기능과 균형유지 능력 간에는 밀접

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원호 등, 

1998). 이와 관련하여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활동으로 회상요법(하양숙, 1991), 음악요법

(좌길순, 2001), 원예요법(한경희, 2004), 

미술요법(단정와와 이재모, 2006), 수공예요

법(박용순과 김희영, 2010) 등이 효과적이

라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술활동과 수공예활동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기부여와 능동운동 결여, 과제

의 난이도, 환자의 안전 및 시행의 연속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균형능력 중재 도구

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송창호 등, 2009). Rizzo와 

Buckwalter(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상현

실 운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지기능 증

진을 위한 반복적이고 집중화된 훈련이며 

환자의 기능 정도와 요구에 따라 훈련의 난

이도 조절이 가능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운동으로 다양한 가상환경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노인의 기능적 균

형과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고, 가

상현실 프로그램의 훈련 결과 하지근력과 

균형 능력의 증가되어 노인들의 보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송창호 

등, 2009).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뮬

레이션이다(Rizzo & Buckwalter, 1997). 

수행에 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학습효과를 증  시킬 수 있고,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과제의 능동적 수행을 가

능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강점이 있

다(Kizony 등, 2004). 가상 프로그램에는 

SONY HA2-T2, Playstation, Omni, Xbox 

등이 있지만 설비의 어려움과 고가의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활발한 사용이 어려운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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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균형 능력 증

진을 위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비교적 설치

가 간편한 가상현실 게임인 닌텐도 위핏 보

드 밸런스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닌텐도 위

핏 보드 밸런스 시스템은 체중이동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 시각화 시켜 줌으로써 피드

백을 얻을 수 있고, 재미를 통해 동기를 부

여하며, 균형 능력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

지고 고안된 기능적 게임이다. 쌍방향성이

며,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동기부여

는 물론 자아만족감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닌텐도 위픽 보드 밸런스 시스템

을 이용하여 인지활동을 병행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적용이 노인의 균형 능력에 미

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

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 노인주

간보호센터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 있

는 노인을 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

하며 참여에 동의한 노인 14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외부의 보조 없이 5m 이상 보

행이 가능하고, 정형외과적 손상이 없고, 시

각과 전정기관에 장애가 없는 14명의 상

자를 선별 한 후 인지활동과 가상현실 프로

그램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실험군 7명, 가상

현실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조군 7명으

로 무작위 배분하였다. 두 집단에 한 각각

의 치료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균형능력과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두 집단의 초기 동질

성을 확인하였다. 치료 중재는 주당 2회씩 6

주간 총 12회 실시하였다.

2. 측정방법 

 1) 연구도구

 가.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 

MMSE-K)

 Folstein 등(1975)이 개발한 MMSE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한글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지남력, 회상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수리능력과 구성능력을 포함한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간 

신뢰도가 0.99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치

매를 진단할 뿐 아니라 인지기능의 장애 유

무를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총점 

30점으로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20∼

23점을 ‘치매 의심’, 19점 이하를 ‘확정적 치

매’로 간주하게 된다.

 나.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노인의 기능적인 기립균형(동적 균형) 능

력 평가를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크게 앉

기, 서기자세, 자세변화의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0-4)로 되어있고, 

14개 항목으로 총점은 56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균형유지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평가 항목은 서있는 자세를 바꾸고, 자세를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려운 순서로 배

열되어있고, 균형유지의 시간과 수행정도의 

질에 따라서 점수를 측정한다. 버그 균형척

도를 측정하기 위해 step stool, 침 , 손잡

이가 있는 의자, 줄자, 초시계를 사용한다. 

이 평가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0.98이고 측

정자내 신뢰도는 0.97이다(Berg 등, 1995).

 다. 가상현실 프로그램(wii - fit)

Wii-fit 프로그램은 Wii 보드판 위에 올라

가 보드판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피

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가 

보드판 위에서 몸을 좌, 우로 체중을 이동시

키거나 중심을 유지시킴에 따라 연결된 화

면에 그 로 비치는 가상의 상황에 적용된

다. 프로그램은 요가, 근력운동, 밸런스, 유

산소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밸런스 훈련을 목표로 헤딩, 펭귄시소

를 선택하였다. 헤딩과 펭귄시소 프로그램은 

화면 속에 연속해서 날아오는 공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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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

특성 구분
균형능력과 인지활동 훈련

집단(n=7)
균형능력 훈련

집단(n=7)
대상자(수) 백분율(%) 대상자(수) 백분율(%)

성별 남자 1 14.3 2 28.6
여자 6 85.7 5 71.4

연령(세)
60-69 1 14.3 1 14.3
70-79 2 28.6 3 42.9
80-89 4 57.1 3 42.9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몸을 좌우로 움직여서 어디로 날아올지 모

르는 공의 방향과 속도를 인식하여 반응하

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위치 파

악할 수 있고,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 가능

하고, 체중이동, 체중지지와 순발력이 요구

된다.

 라. 인지활동

양영애와 유영열(2009)의 인지 프로그램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열두 띠 동물 

색칠, 종이직조 과일 바구니 만들기, 조각보 

만들기, 부채 만들기, 얼굴 그리기, 달력 만

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부직포 가방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바닷속 모자이크 등 12회

기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및 과정

연구 상자의 성별, 나이 등은 노인주간

보호센터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상자를 무작위 배분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

었다. 중재를 실시하기 전 BBS, MMSE-K

의 평가를 통해 초기 동질성을 확인한 후 중

재를 실시하였다. 

인지활동과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병행하

여 받는 실험군은 인지활동 1일 30분씩 주 

2회,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1일 20분씩 주 2

회, 총 6주 동안 실시하였다. 가상현실 프로

그램만을 받는 조군은 가상현실 프로그램

을 1일 20분씩 주 2회, 총 6주 동안 실시하

였다. 두 집단 모두 치료 중재 전 평가와 같

이 6주 후 BBS, MMSE-K를 이용하여 균형

능력과 인지기능을 재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

석을 하였고, 두 집단의 각 치료 전․후의 균

형능력과 인지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의 치료 중재 

후 균형능력과 인지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

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

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의 일반적 특성

인지활동과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실험군은 7명으로 남자 1명(14.3%), 여자 

6(85.7%), 연령은 60-69세 1명(14.3%), 

70-79세 2명(28.6%), 80-89세 4명(57.1%), 

이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만을 실시한 조

군은 7명으로 남자 2명(28.6%), 여자 

56(71.4%), 연령은 60-69세 1명(14.3%), 

70-79세 3명(42.9%), 80-89세 3명(42.9%) 

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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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

중재 전 중재 후 Z
실험군(n=7) 15.14±2.27 16.29±2.14 -1.786
대조군(n=7) 14.86±1.34 15.14±1.36 -1.414

Mann-Whitney U 24.000 15.500
* p<.05

표 3. 중재 전 · 후의 인지기능 비교  

2. 치료 중재 전 후의 균형능력 비교

실험군과 조군의 균형 능력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실시한 BBS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실험군의 균형능력 점수는 중재 전 41.29± 

10.09점에서 중재 후 49.29±6.87점으로 증

가하였고, 조군의 균형능력 점수는 중재 전 

41.29±2.63점에서 중재 후 48.71±4.95점으

로 증가하였으므로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균형능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p<.05). 두 집단의 균형능력 점수 변화량

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점수 변화

량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N=14)
중재 전 중재 후 Z

실험군(N=7) 41.29±10.09a 49.29±6.87 -2.201*

대조군(N=7) 41.29±02.63 48.71±4.95 -2.032*

Mann-Whitney U 19.500 19.000
* p<.05
a 평균±표준편차

표 2. 중재 전 · 후의 균형능력 비교

3. 중재 전 후의 인지기능 비교

실험군과 조군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MMSE-K 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3).

실험군의 인지기능 점수는 중재 전 15.14± 

2.27점에서 중재 후 16.29±2.14점으로 증가

하였고, 조군의 인지기능 점수는 중재 전 

14.86±1.34점에서 중재 후 15.14±1.36점으

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 모두 평균의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5), 두 집단의 인지기능 점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점수 변화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p>.05).

Ⅳ. 고 찰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균형능력 저

하로 야기되는 낙상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

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두

되고 있다(김수진, 2003). 노인들은 균형 능

력 저하로 인해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낙상에 한 불안과 두려움이 노인을 심리

적으로 위축시키며,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Tibbitts, 1996). 또한 낙상은 노인에게 골

절으로 인한 손상과 관련된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되고, 낙상에 두려움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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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은 일상생활활동이 제한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운동성이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Arfken 등, 1994). 때문에 낙상으로 인

한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균형능력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중

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상

으로 인지활동과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적용

이 노인의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지활동과 가상현실 프

로그램을 병행한 실험군과 가상현실 프로그

램만을 적용한 조군 두 집단 모두 치료 중

재를 실시하기 전, 후의 Berg Balance 

Test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여 균형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두 집단의 균형능력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노인의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의 중재 실시 전 후의 MMSE-K 

점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의 상승은 있었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진호(2011)의 연구에서는 치매환

자를 상으로 8주간의 가상현실 게임 중재

를 적용한 결과 인지기능과 균형능력이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Flynn 등(2002)은 

치매환자에게 가상현실은 인지와 기능의 치

료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Young 등(2011)의 최근 연구에서는 노인

들의 균형능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경

제적이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은 

중재로 Wii Balance Board(WBB)를 제시하

였다. 조경희(2012)의 가상현실 훈련이 노

인의 균형능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는 닌텐도 위-핏 프

로그램의 8주간 적용을 통해 노인의 균형능

력, 안정성, 하지 근육의 활성도 향상에 효

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김중휘(2005)의 연구

에서도 4주간의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정적,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균형능력이 향상되어 선행의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Cunningham(1999)은 가상현실을 노인환

자들에게 기존의 재활치료방법과 함께 적용

하였을 때 균형 능력과 동적선 자세에서 지

구력 등에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균형

능력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중재 방법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균형능력 증

진을 위한 중재방법과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적절한 적용을 통하여 노인들의 균형능력을 

증진시키고 낙상을 예방하여 더욱 질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상자 수가 적어 일

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구 상자의 당

일 건강상태나 컨디션에 따른 변화를 결과

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화하기 위해 

많은 환자를 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

와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 노인주

간보호센터의 노인 14명을 상으로 주 2회

씩 총 6주간 인지 활동과 가상현실 프로그

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가상현실 프로그램만

을 실시한 조군의 균형능력 변화를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프로

그램 실시 후 균형능력을 비교한 두 집단 모

두 실험 전·후 균형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두 군간의 변화량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치료 중재 이후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

양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수

행에 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참

여자가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

록 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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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노인의 균형능력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향후 다양한 환

자를 상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신체활

동에 미치는 영향에 한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적용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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