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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생의 이미지 상상훈련이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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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Image Training on Static and Dynamic Balance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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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magery balance for healthy normal people in their twenties.
 Method : The study has taken a place in Kyung-buk college in Yung-jusi in Kyungbuk with a group of 21 healthy peoples. 
The study used measurement of good balance. we measured balance for data of each static and dynamic. Training period, a 
total of 2 weeks. Except Saturday and Sunday, the study did weekdays. Fist, 2-minute relaxation. Second, 6-minute imagine 
training. Third, 2-minute relaxation. Total 10-minute training was conducted per training.
 Result : In study, the subjects were compared date for before the study to date for after the study. The subjects showed a 
little change in each Balance. But, the improvement of balance was not a big change.
 Conclusion : Image training kinesthetic image using hearing improved incompletely inspite of being no gap, numericall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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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균형은 자신의 지지기저면(base of support) 안에 중력 

중심(center of gravity)을 위치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Nashner, 1989), 다양한 환경에서 감각계와 운동계의 적

절한 반응 시기를 결정하는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신

체 자세를 조절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근 골격계의 

능력으로 조절된다. 자세균형은 기저면 내에서 신체 무게

중심(Center Of Mass; COM)과 움직임에 따라 평형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동작과 외부 요동에 적절하게 

자세조절을 유지하는 능력이다(Cohen 등, 1993). 균형은 

신경계와 근골격계의 통합이 관여하는 매우 복잡한 기능

으로 시각, 청각, 안뜰 신경계기능, 고유수용기 및 감각수

용기로부터 유입된 자극이 중추신경계에서의 통합작용, 

시각적 공간인지력, 환경변화에 해 빠르고 정확하게 반

응하는 근긴장도, 근지구력 및 관절의 유연성 등 다양한 

기능적 요인이 관여한다(김한수 등, 1992; 송주민 등, 

1994; Chandler 등, 1990).

 이미지 상상훈련이란 실제로 신체를 움직여 활동하는 

신체 연습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신체 활동 없이 과제 수

행 장면을 상상하여 신체적인 운동 기술을 획득하는 것으

로, 상상훈련의 정의에 관해 Malouin과 Richards(2010)은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움직임을 상

상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상상훈련을 하는 방법으로는 

외부적인 자극 없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시각, 청각, 촉

각, 운동감각, 후각 및 미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을 병행

하여 사용되고 있다(Jackson 등, 2001). 또한 이미지 상상

을 하면 실제로 몸을 움직였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

와 비슷한 곳에서 뇌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연구가 보

고되었다(Höllinger 등, 1999).

 

2. 연구의 목적

이규창(2010)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이미지 상상훈련

이 정적균형능력, 동적균형능력, 보행능력, 하지운동기능

에 효과가 있었으며, 비용 부담이 적고 안전한 새로운 치

료방법임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이미지 상상훈련 관련 논

문들이 환자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사람을 상으로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 일반 학생을 상으로 이미지 

상상훈련이 정적 및 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상자들은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경북전문 학교 재

학생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1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3년 9월 16~17일에 사전 평가를 실시

하였고, 본격적인 연구 진행은 9월 24일 ~ 10월 08일까지 

실시하였다. 최종 평가는 10월 09일에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균형능력

균형능력의 정량적 측정을 위하여 경북전문 학교 물

리치료과 측정 및 평가실에 설치되어있는 Good 

Balance(Metitur, Finland) 장비를 사용하였다. Good 

Balance는 발의 위치와 관계없이 COP(Center of pressure)

를 이용하여 삼각 플랫폼 위의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을 

측정 및 훈련하는 장치이다.

가. 정적 균형지수

정적 균형지수 측정을 위해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

기 위해 시각적인 고정점을 설정하였다. 양팔은 고관절 

옆에 편안히 놓고, 서있는 자세에서 눈을 뜬 상태로 양발 

압력중심의 이동지수인 동요지수를 30초 동안 유지한 상

태로 ① 좌우거리(X Extension, 단위 mm). ② 전후거리(Y 

Extension, 단위 mm). ③ 좌우균형능력(Mean X Speed, 

단위mm/s). ④ 앞뒤균형능력(Mean Y Speed, 단위 mm/s). 

⑤ 면적(Velocity Moment, 단위 mm/s) 5가지 요인을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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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 균형지수

동적 균형지수 측정을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내장되어있는 

방법 중 하나인 STAR형 과제물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① 소요시간(Analyze End, 단위 s). ② 전후거리

(Ant.-Post.,  단위 mm/s). ③ 좌우거리(Med.-Lat., 단위 

mm/s). ④ 균형능력점수(Score, 단위 점). 4가지 요인을 

측정하였다.

그림 1. Good Balance

3. 연구 방법

실험에 참가한 21명을 상으로 이미지 상상훈련 프로

그램을 2주간에 걸쳐 동일한 시간 에 동일한 프로그램으

로 시행되어 졌으며, Lee와 Ng(2008)의 각 훈련기간 동안 

이월 효과(carry-over effect)를 줄이기 위해 최소 2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주 5일, 1일 1회 10분 동안 

실시되었다.  총 2주 동안, 13일 실험을 하였다.

실험실의 환경은 이미지 상상효과를 높이기 위해 (1) 최

한 소음이 없는 밀폐된 장소. (2) 상자들을 바르게 서

서 최 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3) 심상에 

영향을 미치는 밝은 환경을 최 한 어둡게 유지하였다.

실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동일

한 내용으로 시행하였으며, 훈련과 측정 시 보조자 2명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과 측정에 앞서 일주일 전

주 3회 장비사용법과 측정방법에 한 교육과 실습을 진

행하여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1) 이미지 상상훈련

이미지 상상훈련을 위해 총 10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청취하며, 짐볼을 이용하여 균형을 잡는 모습을 상상하는 

훈련을 부록 1과 같이 시행하였다.

가. 준비 단계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육 이완 훈련

을 2분간 실시하였다.

나. 이미지 상상훈련 단계

이미지 상상훈련은 김진섭과 김경(2010)의 논문과 같이 

Mahoney와 Avener(1977)의 분류 방법 중 일인칭 시점으

로 자기 자신이 체중 이동훈련 시 발바닥, 근육 및 위치감

각에 하여 느끼도록 하는 것과 같이 부록 1을 들으면서 

1인칭 시점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

였다. 또한, 상상 동안 느낄 수 있는 감각 정보를 최 한

으로 느끼면서 움직이게 하도록 상상할 것을 상자에게 

요구 하였으며, 이미지 상상훈련을 통한 균형훈련은 6분

간 실시하였다.

다. 마무리 단계

다시 현실로 돌아오도록 유도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끌어 내도록 2분간 구성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위한 데이터를 Good Balance 

(Metitur, Finland)를 사용하여 얻은 후,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실험 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및 각 측정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같은 

집단 내에서 이미지 상상훈련 전과 후의 정적 및 동적 균

형지수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응 t-검정을 사용했

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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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남자 10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19.86세 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65.90cm, 평균 몸무게는 60.29kg이었다.

변수 구분 단위 : 명 (%)

성별(M/F)
남

여

10 (47.62)
11 (52.38)

나이(year) 19.86 ± 2.08
키(cm) 165.90 ± 9.08

몸무게(kg) 60.29 ± 9.91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

2. 정적 균형지수 변화

표 2와 같이 이미지 상상훈련을 통한 정적 균형지수의 

전·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좌우거리는 실험 전 132.29± 

44.71에서 실험 후 118.04±34.40로, 전후거리는 실험 전 

190.23±43.53에서 실험 후 183.45±42.23로, 좌우균형능력

은 실험 전 4.41±1.49에서 실험 후 3.93±1.14로, 전 후균

형능력은 실험 전 6.34±1.45에서 실험 후 6.11±1.40로, 면

적은 실험 전 13.43±6.09에서 실험 후 11.71±4.82로 통계

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05) 수치적으로 변화한 양

상을 보아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변수
전 후

응차 p값
M±SD

좌우거리

(㎜/s)
132.29
±44.71

118.04
±34.40

1.44 0.16

전후거리

(㎜/s)
190.23
±43.53

183.45
±42.23

0.69 0.49

좌우균형

능력(㎜/s)
4.41

±1.49
3.93

±1.14
1.44 0.16

전후균형

능력(㎜/s)
6.34

±1.45
6.11

±1.30
0.69 0.49

면적(㎟/s)
13.43
±6.09

11.71
±4.82

1.21 0.24

표 2. 정적 균형지수 변화            

(N=21)

3. 동적 균형지수 변화 

표 3과 같이 이미지 상상훈련을 통한 정적 균형지수의 

전·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소요시간은 실험 전 21.72± 

7.59에서 실험 후 13.91±4.45로, 균형능력점수는 실험 전 

70.47±13.32에서 실험 후 80.52±8.46를 보이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좌우거리는 실험 전 

1219.06±906.93에서 실험 후 952.40±451.63로, 전후거리

는 실험 전 1045.51±410.62에서 실험 후 915.61± 247.55

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05) 수치적으로 변

화한 양상을 보아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변수
전 후

응차 p값
M±SD

소요시간

(s)
21.72
±7.59

13.91
±4.45

4.46 0.00***

좌우거리

(㎜)
1219.06
±906.93

952.40
±451.63

1.59 0.12

전후거리

(㎜)
1045.51
±410.62

915.61
±247.55

1.40 0.17

균형능력

점수(점)
70.47

±13.32
80.52
±8.46

-3.52 0.00***

*** : p<.001

표 3. 동적 균형지수 변화          

(N=21)

Ⅳ. 고 찰

이미지 상상훈련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운동 기술

의 습득과 운동 수행 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미지 상상훈련은 신체 움직임 없

이 신체활동을 상징적으로 연습하여 스포츠와 재활훈련에

서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Calayan & Dizon, 2009; 김

진섭과 김경, 2010). 이미지 상상훈련이 효과적임을 설명

하는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Paivio의 모델, 

두 번째, 심리-신경근육학적 이론(Psycho-neuromuscular 

theory), 그리고 세 번째, 인지-상징적 학습 이론

(cognitive-symbolio learning theory) 등이 있다(Feltz & 

Landers, 1983; Paivio, 1985; Kearns & Cross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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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Paivio의 모델에 의하면, 운동 수행하는 장면

을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인지 기능과 동기 유발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Paivio, 1985).

두 번째, 심리-신경근육학적 이론은 수행할 과제를 상

상으로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운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

경학적 경로를 강화시켜 운동수행능력의 향상을 시킨다는 

가설이다(Kearns & Crossman, 1992). Harris와 Robinson 

(1986)은 무술에 능숙한 학생들을 상으로 무술 움직임

을 상상하였을 때 근전도 분석을 한 결과, 어깨의 세모근

이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고, Weiss (1991)는 상상훈련과 

신체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둘 다에서 유사한 뇌의 파형이 

나타났고, 상상훈련을 하는 동안에서는 특히 뇌의 보완운

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운동 수행을 상상할 때 

나타나는 신경근육학적 반응은 실제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때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수

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신경학적 경로를 강화시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번

째 심리-신경근육학적 이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인지-상징적 학습 이론은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은 실제적인 움직임을 수행하기 전에 그 순서를 연습하

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작을 미리 계획하여 실제로 움직임

을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이다(Feltz & Lander, 1983). 

선행논문에서는 편마비환자나 뇌졸중 등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논문들이 부분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이미지 상상훈련이 정상인에게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규창(2010)은 뇌졸중환자를 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상상훈련을 이용하여 비손상측으로 편중된 자세조

절의 문제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손상측의 운동성 

저하에 한 개선효과를 목적으로 실시하여, 균형능력, 보

행능력 및 Fugl-Meyer 척도 등의 변화를 평가하여 정적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5), 동적 균형능력

도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수치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아 정적 균형

과 동적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다현(2011)은 짐볼운동이 신체 균형 능력을 향상시켰

으며, 이는 짐볼운동이 지면이 불안정하고 기저면이 작기 

때문에 심부의 미세한 근육들 균형유지를 위하여 다수 동

원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는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짐볼을 사용하여 균형훈련을 하는 이미지 상상훈련을 하

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이미지 상상훈련의 강도, 기간 및 

수준이 유효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며, 결과를 모든 사람

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측정값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특히 

중재기간이 2주로 매우 짧았고, 주변 환경적인 요인을 완

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점과 상자 인원이 적었다는 것 

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중재기간을 중-장기적으

로 계획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보다 철저히 보완하고 많은 

인원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미지 상상훈련을 위한 자극방법에 

있어서도, 청각과 동시에 시각과 지각 자극을 함께 준다

면 이미지 상상훈련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북전문 학교 학생 21명을 무작위 표본 추

출법으로 뽑아 이미지 상상훈련이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주간의 이미지 

상상 훈련을 통해 실험 전 후에서 동적 균형지수에서 소

요시간과  균형능력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정적 균형지수의 좌우거리, 전후거리, 좌우균형능력, 

전후균형능력, 면적과 동적 균형지수의 좌우거리, 전후거

리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치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아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이미지 상상훈련이 일반인의 균

형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가 필요

한 환자에게도 저비용 치료 방법으로 적용의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으며,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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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당신은 지금 편안한 방안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팔을 아래로 내리고 가만히 서있습니

다. 자, 당신 앞에 짐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짐볼

을 사용하여 균형훈련을 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

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

세요. 지금부터 짐볼을 사용한 균형훈련을 시작하겠습니

다. 준비가 다되셨으면 네라고 답하세요. 손을 짐볼 가

까이 가져가세요. 손에 짐볼이 닿았으면 네라고 답하세

요. 이제 짐볼 위에 올라갑니다. 짐볼 위 천천히 일어나면

서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

까? 균형이 잘 잡히십니까? 갑자기 공이 기울기 시작합니

다.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른쪽다리와 팔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습니다 짐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왼쪽

다리와 팔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습니다. 다리와 팔다리

에 각각 힘이 들어갑니까? 좌우로 몸이 흔들립니다. 팔다

리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아 10초간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짐볼이 앞쪽

으로 기울어집니다. 뒤쪽으로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짐볼

이 뒤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앞쪽으로 중심을 잘 잡으십시

오. 앞뒤로 몸이 흔들립니다. 팔다리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아 10초간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짐볼이 좌우 앞뒤로 흔들리기 시

작합니다. 모든 팔다리 각각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잘 잡습

니다. 10초간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몸전체의 균형이 잘 잡힙니다. 

균형이 잘 잡히면 몸을 천천히 숙이면서 짐볼에서 내려옵

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모든 균형훈련이 끝났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