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Oral Maxillofac Pathol 2015;39(1):421-428
ISSN:1225-1577(P rin t); 2384-0900 (Online)

http;//dx.doi.org/10.17779/KAOMP.2015.39.1.421

곡예운동이 멀미 지표 및 전정안구반사에 미치는 효과
이석준1), 박우영2)
단국대학교교양학부1), 단국대학교스포츠과학대학원2)
<Abstract>

Effect of Acrobatic Activities on Motion Sickness Index and
Vestibulo-Ocular Reflex
Suk Jun Lee1), Woo Young Park2)
Graduat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1), Graduate School of Sport Science2)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The theory of visuo-vestibular conflict is the most commonly accepted to explain motion sickness. Visual, vestibular and proprioceptive
afferences are in involved in balance control and this function can be improved by physical and sport activ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ion sickness susceptibility in elite gymnastic & figure skating player
physical activity and especially acrobatic exercise. We quantified vestibular-ocular reflex(VOR) in intensity in 7 figure skating and
7 age matched control subjects. Sensory organization test were by posturography in neuroCom EquiTest and vestibular stimulation
consisted of four cycles of sinusodial rotation(.01, 04, .16, .64Hz, 60°/s) and was tested by 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The results are as follow. Balance score in condition 5, 6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During sinusodial stimulations, the skaters’VOR,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rols, demonstrated a gain that significantly
lower(p<.01), than in control one. Quantitative alterations in VOR parameters observed in gymnastic and figure skaters probably result
from vestibular habituation induced by repeated unusual stimulations when pract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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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유는 우리 몸이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내이(內耳)
의 반고리관내 림프액에 전달되어 그 비정상적인 진동이 뇌의

멀미는 불규칙한 움직임에 대한 신체반응으로 이른바 평소

구토 중추에 전해져 일어난다. 또한, 자동차 등의 탈것에서의

에 익숙하지 않은 주기적인 가속에 갑자기 노출될 때 나타나

피동적인 움직임은 내이, 눈 및 고유수용기인 이른바 관절과

는 것으로 그 증상으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진땀이 나고, 침

인대를 통해 신호로 뇌에 전달되는데, 서로 다른 신호들이 어

이 많이 나오며, 졸음이 오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

울리지 않고 상반될 때 멀미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들면, 배

한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이다. 다행이도 멀미는 시간이 지남

를 타고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은 파도의 움직임을, 내이

1)

에 따라 가속에 적응되면서 저절로 사라진다 . 위와 같은 이

는 배의 움직임을 신호로 뇌에 보내게 되는데, 이 신호가 상반
될 때 멀미가 일어나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빈번하다고
하였다2). 내이(內耳) 가운데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곳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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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정계 및 체성감각계와 관련이 있으며, 그 기관계의 충돌
이나3) 과한 자극에4)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멀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으나 멀미

가 생기는 과정이나 원리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

운동이 고유수용성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1).

다. 내이에서 청각과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전정기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곡예운동인 피겨 및 체

관이라고 하는데 3개의 반고리관, 이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

조선수들과 일반인과의 평형성 및 전정안구반사를 통한 멀미

다. 서로 수직으로 놓여 있는 세반고리관의 감각수용기는 머

가능성을 감소시켜주고 전정안구반사 기능의 우위를 보이는

리나 몸의 회전에 의해 자극을 받으며, 1쌍으로 된 이석기(耳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대되는 바는 규칙적인

石器)의 감각수용 메커니즘은 중력과 갑작스런 선형 가속에

운동의 중요성 및 멀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처방의

의해 자극된다. 멀미에 민감한 사람이 가속 스트레스를 받게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되면 평형상태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전정계의 능력에
이상이 생긴다. 전정계의 이상은 전정계 자체의 능력뿐 아니

Ⅱ. MATERIALS AND METHODS

라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멀미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
타나게 된다. 한편 시각은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광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지만

1. 연구대상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역할이 감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해 멀미가 발생하듯, 눈을 감고 있으면 멀미가 덜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
기도 및 충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

편안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1).
한편 인체의 자세조절, 즉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 주 5회 일일 2시간 이상 운동하는 엘리트 여자 체조선수(6

에 관여하는 시각계, 체성감각계 및 전정계로부터 구심성 정

명), 5급 피겨선수(7명) 13명과 일반 여자 중·고등학교에 재

보가 뇌중추에서 통합 및 조절되어 안구와 사지의 운동 등에

학중인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빈혈이나 어

관여하는 근육의 긴장을 반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유지되며,

지러움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앓고 있지 않은 학생으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es- VOR) 및 전정척수

로 하였으며, 피검자와 그의 보호자 및 담당지도자에게 본 실

반사(VSR)가 관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 전정안구반사는 갑

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후에 실시하였다.

작스런 머리의 움직임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

Table 1. 피검자의 일반적 특징

사적인 안구운동으로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집 단

나이(yrs)

키(cm)

체중(kg)

시야를 움직여 시야의 혼란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안구반사라

운동군(n=13)

16.74±2.45

157.59±2.58

50.37±3.19

고 한다6). 시각 및 전정계의 충돌은 멀미를 일으키는 주요

통제군(n=13)

16.89±2.47

157.67±2.49

50.45±3.17

원인으로서 전정계와 시각계는 평형성 유지에 긴밀하게 관여

M±MD

7)

하고 있다 .
멀미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전 경험, 시각적인 측면 및 약물

2. 대상자 교육

섭취 등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전정계를 자극하고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같은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8). 선행연구에 의하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검사전날 무리한 운동을

면 멀미 방지 활동으로는 근육, 건 및 관절수용기와 관련이

금하게 하였고, 오전에 도착하여 안정을 취한 후 평형성 검사

있으며, 전정기능이 발달하는 아동기에는 규칙적인 운동에 의

실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가 0.80 이상인 동적자세측정기

해 멀미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9). 신체적 훈련이나

(EquiTest, Neurocom, USA)를 이용한 평형성 검사를 실시하

스포츠 활동은 시각계, 전정계 및 체성감각계를 개선시킬 수

였고, 30분 후 어지럼증 검사실에서 의자회전검사를 통한 전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트램플린, 공중에서의 곡예운동은

정안구반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에는 학습방지를 위해

전정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춤은 시각적 조절능력을 증가키는

검사자와 피검자 외 출입을 금하게 하였다. 동일한 날짜에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또한 유도, 체조 및 암벽타기와 같은

집단 간 한명씩 조를 지어 교차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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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조건4 : 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주변시야는 고정된 상태
3. 검사방법

에서 눈을 뜨고 검사하며, 정상인은 체성감각의 소실
로 흔들림(away)이 증가하지만 시각과 전정감각을 효

1) 평형감각 검사 방법
이 연구에서의 평형감각 검사는 체성감각을 선택적으로 자
극하기 위해 발판의 고정 여부와 시각계의 선택적 자극을 위

과적으로 사용하여 서 있는다.
⑸ 조건5 :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시행
하며 정상인은 전정감각만을 이용하여 서 있으나 흔

해 개안, 폐안, 혼동시각을 조합하여 여섯 가지 조건의 검사로

들림은 증가하며, 전정기능이 감소되거나 부적절한

구성되었다. 동적자세측정기 주변 시야 장치와 발판 좌우 변
동을 이용한 신체의 주변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6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검자들로 하여금 각 조건에 20초씩 3회

경우는 넘어지기도 한다.
⑹ 조건6 : 주변시야와 발판이 무게중심의 흔들림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눈을 뜨고 검사한다. 이 경우 시각

노출되게 되었다. 그렇게 피검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분석하

과 전정감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정상

여 평형유지와 관련된 감각조직의 반응을 검사하였다.

인은 잘못된 시각을 무시하여 평형을 유지하지만 전

조건 1, 2, 3은 고정된 지지면에서 정상 시각, 폐안, 혼동시

정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시각에 의존하게 되어 흔들

각으로 검사하여 평형의 유지에 정상 시각이 필요한가와 부적
절한 시각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고. 조건 4,
5, 6은 고정되지 않은 지지면 즉 체성감각의 혼동 상황에서
서로 다른 시각 조건으로 검사하였다.
⑴ 조건1 : 눈을 뜨고, 지지 발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의
동요를 검사는 것으로 전정, 시각, 체성감각을 모두 이
용하여 균형을 잡은 상태이다.
⑵ 조건2 : 눈을 감고 발판은 고정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은 체성감각과 전정기능을 이용하여 균형을 잡는 상
태이다.
⑶ 조건3 : 피검자의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주
변시야를 눈을 뜬 상태에서 보고 서 있는다. 정상인은
잘못된 시각적 자극을 무시하고 체성감각과 전정감각

림이 증가되거나 넘어지게 된다.
① 평형점수(Equilibrium score)
실험 결과에 대한 평형점수는 각 조건별 평형점수를 아래
와 같은 공식하에 산출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평형점수는,
신체가 (표 2)와 같은 6가지 조건 하에서, 발판과 무게 중심
선이 만나는 점을 축으로, 신체가 전후로 흔들린 정도(움직
임의 각도)를 측정하여, 이 값을 평형의 한계범위(12.5°)
에 대비시킴으로써 평형점수를 환산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평형점수는 3회 실시 값의 평균치를 채택하였다. 평형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 흔들린 폭
* 평형점수 = ------------------------ × 100
전후방 한계
이 검사에서 사용되는 6가지 조건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을 이용하여 똑바로 서 있는다.

이정구 등, 2004)

Table 2. Sensory organization test conditions(

Description
Parameter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1
2
3
4
5
6

Platform

Eye

Visual surround

Stable
Stable
Stable
Moving
Moving
Moving

Open
Closed
Open
Open
Closed
Open

Stationary
Stationary
Moving
Stationary
Stationary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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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성 점수는 완전한 평형이 유지되어 신체의 동요가 없을

에 도착하여 약 30분간의 안정을 취한 후 편안한 자세로 의자

때를 100점, 신체의 동요로 몸의 무게중심이 균형의 한계인

에 앉아 검사자의 설명을 듣고 검사에 임하였다. 검사자는

12.5°를 넘을 때를 0점으로 환산한다.

회전검사 시에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숫자를 빼거나
더하게 하든지 또는 말을 걸어 각성상태를 확인하며 검사하였

2) 전정안구반사 - 회전의자 검사

다. 피검자의 머리는 외측 반고리관이 수평에 위치하게 하기

(slow harmonic acceleration-SHA)

위하여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30°숙이고 몸을 의자에

회전의자검사(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단단히 고정시켰다.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의자의 회

USA)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low Harmonic Acceleration

전이 몸의 회전과 머리의 회전을 일치시켰다. 피검자의 안전

(SHA) 검사로, 컴퓨터로 제어된 모터로 움직이는 의자에 머리

을 위하여 양측 간 통화가 가능한 인터폰을 사용하였다. 또한

를 고정하고 앉아, 좌·우측으로 향하는 여러 주파수에 걸친

적외선카메라가 장착되어 안진의 형태와 피검자의 상태를 확

회전자극을 가하여 안구운동 반응을 검사함으로써 전반적인

인하였다. 외측 반고리관의 축이 회전축이 되어 정현파운동

전정기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검사의 결과 이득

에 의한 수평안구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gain) 등을 산출해 낼 수 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회전자극
(1) 검사환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전이자의 주파수의 범위는 0.01-

회전의자 검사는 컴퓨터로 제어된 모터로 움직이는 의자에

1Hz로, 각 검사의 주파수는 청력검사와 같이 각 주파수의 배

머리를 고정하고 앉아, 좌우측으로 향한 여러 주파수에 걸친

수로 0.01, 0.04, 0.16, 0.64Hz에서 검사하였다. 회전자극은

회전자극을 가하여 안구운동의 반응을 검사함으로써 전반적

최고 각속도가 50-60°/S의 자극강도를 갖는다. 각 주파수에

인 전정기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빛과 소리가 차단된

서 회전자극의 지속시간은 중요하며, 최소한 일정한 반응을

원통의 중앙에 설치된 회전의자에서 피검자는 눈을 뜨고 검사

나타내는 상태까지의 특성을 갖는 정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

하였다. 실험실의 밝히는 어둡게 하였으며, 피검자는 실험실

며, 회전자극 후 최소 45초 이상이 되어야 자극에 의한 반응이
소실된다.
그러므로 낮은 최전수파수인 0.01 혹은 0.02Hz에서 2-4회
전의 완전한 회전자극에 소요되는 시간은 0.01Hz에서 최소
245초이다(Wall, 1990). 의자의 회전속도는 컴퓨터로 제어되
며, 의자의 속도는 몸을 의자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머리운동
의 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안구운동은 양측 외안각
외측에 부착된 전극으로부터 수평운동을 측정하여 환자의 머
리 회전속도와 안구운동의 관계를 컴퓨터로 계산하게 된다.
￭ 이득(gain) : 회전자극 후 일련의 보상적인 안진이 발생하
며, 이득은 안구운동의 느린 성분의 최고속도와 회전의
자의 최고속도의 비로 측정한다. 이득은 0.01Hz에서
1Hz까지 회전수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이 증가한다.
4. 통계처리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종속

Figure 1. 전정안구반사 검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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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후, 요인간 차이를 위해 반복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조건 5(p<.05)와 조

이원변량분석(Repeated Two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건 6(p<.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제군에서

사후검증으로 변인간의 차이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멀미지표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하였다.
2. 전정안구반사
전정안구반사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이원

Ⅲ. RESULTS

변량분석결과 요인(p<.01) 및 집단 (p<.01)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 운동

1. 멀미지표
Table 3.

군에게서 이득이 통제군에 비해 낮았으며, 두 집단 모두 회전

멀미지표 반복이원변량분석 결과
집 단

조건

운동군

통제군

C1

95.00±0.81

94.61±1.12

C2

91.69±1.10

91.84±1.46

C3

85.23±0.83

84.69±1.10

C4

75.30±1.54

74.92±1.38

C5

67.30±1.79

65.61±1.93

C6

62.15±2.03

57.69±1.18

F

주파수의 증가에 따른 이득이 평행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두 집단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낮고 높은 주파수부

Sig

터(p<.01), 중간 주파수인 .04, .16Hz (p<.05)에서 운동군에
서의 이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
G
F×G

Table 5.

2718.724 .000
9.995 .000
22.165 .000

Fre/Hz Vel -d/s
.01
.04
.16
.64

M±SD

Table 4.

멀미지표 사후검증 결과
집 단

Sig

94.61±1.12

-1.000

.327

91.69±1.10

9184±1.46

-1.302

.765

조건3

85.23±0.83

84.69±1.10

-1.400

.174

조건4

75.30±1.54

74.92±1.38

-1.668

.510

조건5

67.30±1.79

65.61±1.93

-2.308

.030

조건6

62.15±2.03

57.69±1.18

-6.835

.000

운동군

통제군

조건1

95.00±0.81

조건2

60
60
60
60

Table 6.

t

조건

반전정안구반사 반복이원변량분석 결과
Gain / %
운동군

통제군

.32±.09
.50±.07
.52±.09
.62±.07

.49±.10
.61±.10
.68±.12
.76±.08

F

Sig

F 231.212 .000
G
20.616 .000
F×G
.129 .722

전정안구반사 사후검증 결과

Gain / %

Fre/Hz

Vel d/s

운동군

통제군

t

Sig

.01
.04
.16
.64

60
60
60
60

.32±.09
.50±.07
.52±.09
.62±.07

.49±.10
.61±.10
.68±.12
.76±.08

4.372
3.093
3.655
4.778

.000
.005
.001
.000

M±SD

IV. DISCUSSION
동적자세측정기를 이용한 멀미지표 결과 (표 3)에서 보는

이 연구는 기계체조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곡예운동이 멀

바와 같이 반복이원변량분석 결과 요인, 집단 및 상호작용에

미 지표와 전정안구반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평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1). 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형감각 분석 결과 조건 5, 6에서 운동군에서 일반인에 비해

균형을 잡는 조건 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바닥과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전정안구반사(VOR) 결과 운동

주변 흔들리고 눈을 뜬 상태인 조건 6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군에서 낮은 이득 점수로 보아 어지러움이나 멀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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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조건 1의 경우 시각, 전정

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시각계, 전정계 및 고유수용

및 체성감각계를 이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기는 말초기관으로서 인체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를

점수를 보이는 반면에 조건 4, 5, 6의 경우 바닥이 흔들리는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보아 규칙적인 운동이 중추

상황에서는 시각이나 체성감각이 관여하지 못하고 순전히 전

신경계 활성화로 이어져 평형기관계를 발달시켰기 때문으로

정기능만을 가지고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은

판단된다.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각기 다른 스포츠 현장을

한편 전정안구반사의 경우 멀미 관련 변인인 이득의 경우

가상해 볼 때, 이 연구의 장비에서처럼 조건 4, 5, 6과 같이

주파수가 높아가면서 두 집단 모두 이득이 증가하는 특징을

지지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 체성감각은 부정확한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01Hz에서 1Hz까

정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정계가 시각이나 체성감각보

지 회전주파수가 증가에 따라 이득도 증가한다는22) 결과와

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12). 특히 눈을 뜨고, 바닥이 고정

동일하며, 운동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

되어 있는 조건 3에서 점수가 조건 1에 비해 낮은 것은 앞주변

었다. 이러한 결과는 13세 피겨선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흔들릴 때는 시각의 기능이 관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각

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13, 14)

결과를 예측할

것으로 밝혀져23) 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조건 3에서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

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체조선수와 일반인

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의

을 대상으로 한 시계반대방향으로의 회전자극에 따른 전정계

기능이 멀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15)

응시 능력을 증가시켜 평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

반응 결과에서도 시간상수의 단축을 보였다고 하여 체조 훈련

구처럼 운동과정에서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에 의한 전정기능의 우수한 결과로24)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이 연구를 지지하는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피겨선수, 체조

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전정기관이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의

및 스키선수들과 같은 훈련이 잘된 선수일 경우에도 평형성을

운동은 시각계보다는 전정계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유지하는데 3가지 감각계중 체성감각계를 가장 많이 이용하

보고하여 전정안구반사와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하고, 이

16)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다른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도 태권

득 점수의 낮음은 회전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쉽게

도 선수들의 평형감각조직의 발달은 겨루기 및 연습 중에 일

잃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21). 이와

어나는 빠른 전환과 더불어 두발이 아니 외발로 발차기를 하

같은 상기 점수는 정상범주내에 들지만 필요이상으로 높은

면서 평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훈련에 의한 기관계 자극과 적

점수는 회전에 민감하여 회전이나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놀이

17)

응 결과로 보았다 .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태권도

기구나 배등을 탈 때 어지러움이나 멀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는 순전히 서있으면서도 스텝, 공격 및 방어 등을 취하는 과정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

에서 시각계 및 전정계 기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군사관학교 파일럿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과 국내 연구

18)

. 중국 무술 또한 고유수용성 기능의 발달에 의한 하체의

결과에서는 이득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고25) 하

생체역학적인 기능 개선에 의해 균형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하

여 선행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19)

였다 . 멀미 관련 선행연구에서 볼 때, 멀미를 잘하는 피검자

결과는 생활습관이나 훈련 강도 등의 환경적 차이를 인한

의 경우 조건 4, 5, 6에서 전정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것으로 생각된다26). 이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은 피겨나

보고 하였으며9), 건강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조건

체조와 같은 지상 및 공중에서의 회전운동에 따른 전정계

4, 5, 6에서 낮은 점수로 보와 자세의 불안정성과 멀미와는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으로 이른바 가소성의 결과로 사

20)

상관성이 높다고 하여 , 멀미와 전정기능과는 상관관계가 있

료된다10,

11)

.

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규칙적

상기 결과들을 요약하면 규칙적인 운동은 고유수용성 기능

인 운동은 고유수용성 증대로 평형감각계의 충돌을 막아 반대

을 개선시키고 평형성 유지에 시각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정

21)

집단에 비해 멀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

426

계를 이용한 평형성 유지로 멀미 가능성 감소와 전정안구반사

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1-2.
8. Perrin P, Perrot C, Bagaru B, Kingma H: Dizziness in
discus throwers is related to motion sickness generated

V. CONCLUSION

while spinning. Acta Otolaryngology 2000;390-395.
이 연구의 목적은 곡예운동이 멀미지표와 전정안구반사 반

9. Shahal B, Nachum Z, Podoshin L, Shupak A: Computer-

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곡예운동은

ized dynamic posturography and seasickness susceptibility.

평형감각 개선과 특히 전정계 자극으로 멀미지표 감소와 전정

The Laryngos cope 1999;1996-2000.

안구반사의 충돌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

10. Perrin P, Schneider D, Perrot C, Constant- inescu L:

인 운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변형된 곡예운동을 일반인 및 멀

Training improves the adaptation to changing visual

미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한다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conditions in maintaining human posture control in a test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제언으로 선행연구에서 남성보

of sinusodial oscillation of the support. Neuroscience

다 여성이 심하다고 했는데 운동선수 간의 성별 차이 및 지상

Letter 1998;155-158.
11. Perrin P, Deviterne D, Hugel F, Perrot C: Judo, Better

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과의 비교를 기대한다.

than dance, develops sensory motor abilities involved
in balance control. Gait Posture 2002: 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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