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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ba1ance is defined as state in which the body is equ1i1ibrium. It is comp1ex 

motor contro1 task, requring integration of sensory information, neura1 processing, 

and biomechanica1 factors. There are major two factors contribute to balance 

contro1, the neuro1ogical and the muscu1oskeletal. The neuro1ogica1 factor provides 

the sensory processing and motor output mechanisms that are the 

neurophysio1ogical basis for response. The muscu1oskeleta1 factor provides the 

mechanica1 structure for response. When a11 components of two factors are 

operating effective1y, the postural response shou1d be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 

good ba1ance contro1. Therfore, balance can be inf1uenced by above a11 factors. In 

addition, ba1ance can be a1so inf1uenced by muscle tone, hearing, physio1ogical 

factors , and environmenta1 factors. Physical therapists must understand factors of 

balance control so that we can accurate1y assess balance. Therefore, physica1 

therapists have to develop usefu1 balance measurement too1s to eva1uate ba1ance. 

Key Words Balance; Neuro1ogica1 factor; Musculoskeleta1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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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균형은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수행에 주요한 

영향을 주며 신체를 평형상태로 유지시키는 능 

력 이 다(Cohen 둥， 1993; Schlmann 둥， 1987) 

또한， 균형은 감각정보 통합， 신경계 처랴， 생 

체역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잡한 운동조절 작 

업 이 q(Duncan, 1989 ). 

복합적인 감각 및 운동기능이 관여하는데 운 

동처리과정은 sway를 최소화하고 지지기저연 

내에 신체무게중심을 유지하려는 별개의 협응 

과정이며， 자세반응은 하지와 체간의 근육들의 

상숭작용(synergíc actíon of postural reaction) 

에 따라 협동적으로 작용되는 과정을 말한다. 

균형조절시 감각처리과정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포함한 체성감각， 시각， 전정계로부터 온 정위 

입력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Fabio， 1995; 

Shumway-Cook과 Horack, 1986).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인 

체의 sway를 최소로하여 신체의 중력중심을 

(COG) 지지기저연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COG 

는 중력활동에 고려되는 신체의 지점이며 지지 

면에 수직으로 투사된다(Galley와 Forster, 

1985; Nichols 둥， 1995). 

만약， 중추신경계손상이나 관절 및 근육질환， 

시각 및 전정기관질환으로 균형수행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장애가 생긴다면， 기 립위 안 

정성유지， 체중부하 조절 및 보행능력에 지장 

을 초래하며 재활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장 

기 언 둥， 1994; Geurts 등， 1996). 

따라서， 대다수의 신경생리학자들이 정보와 

조절중추로서 신경계에 초점을 두고 신경계의 

업력과 출력에 관해 연구했왔으며， 기계적인 

접근으로 인체가 움직임에 따라 신체에 작용하 

는 힘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균형을 분석해왔 

다(Schenkman， 1989). 

인간운동은 단지 신경생리학적이거나 기계적 

인 요인으로만 나눌 수 없으며，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생 

리학적이고 기계적인 요인의 중복을 식별해내 

야하며 임상현장에서 비정상적 인 균형 의 원인 

이 되는 신경생리학적이고 기계적인 요인에 대 

해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 

균형에 대한 임상검사로는 바닥을 기울이거 

나 체간을 밀거나 당김으로 신체중심의 분포를 

측정하거나 컴퓨터화된 험판과 운동분석기계와 

같은 정교한 장비로 신체중심위치와 균형을 위 

한 운동전략의 역학적 기술로 이뤄져왔다 

<Horack과 Nashner, 1986; Day 둥， 1993). 

그러나， 균형의 복잡한 요소를 확인하기위한 

측정도구는 아직 완벽하지 않을뿐더 러 가격 이 

비싸므로 널리 보급되어 있진 못하다(김연회， 

1995). 또한， 임상에서는 치료사의 주관적인 관 

찰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구이용에 있어 

서도 균형에 미치는 요인이 너무 복잡하여 소 

홀히 하는 부분도 었다. 따라서， 균형 사정과 

치료디자인을 위해서는 먼저 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조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봄으로 균형조절 

올 평가 할 때와 측정도구 고안 및 특별한 치 

료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주고자 여 러문헌을 

고찰하였다. 

11. 용어의 정의 

재활에서 균형과 평형은 지지변에 관한 신체 

의 자세를 조절하는 상황으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henkman， 1989) 어떤 물체에 

운동방향이 정반대인 통일한 두개의 힘이 작용 

하면， 물체는 위치 변화나 운동을 일으키지 않 

는다. 이것을 팽형이라고 평형상태로부터 물체 

의 위치변화에 대한 물체의 저항을 안정성 

(Stability)이라고 한다. 안정성은 정적안정 (sta디c 

stabilìty)과 동적 안정 Cdynamic stability)으로 

나년다(권혁 철， 1996). 

정적안정성은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지지기 

저변내에 COG가 있도록 하며， 어떠한 가속력 

도 없으면서 중력과 지면반발력이 평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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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이다. 이때 압력중심뿐아니라 수평력 

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CGoldie 둥， 

1990). 동적 안정성은 진동발생후 신체가 지지 

기저면 내에 COG가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O보 

다 큰 속도를 나타낸다(송주민， 1994). Ruskin 

(1984)은 동적균형을 COG가 변할때의 균형 이 

라 하였으며 체중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어 

떤 동작을 할 때 균형유지의 정도로써 평가할 

수 었다고 하였다， 

인체 기능상 안정성을 서술하기 위한 다른 

개 념 으로는 lnherent stable과 Margìnal 

stable이 었다. 

Inherent stabe은 신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이 평형이고 진동에 대한 자세나 움직임의 현 

저한 편위가 없는 경우이다. 침대에 누운자세 

를 예로 들 수 있다. Marginal stable은 지면 

반발력， 중력， 관성이 평형을 이루지만， 진동 

신청학혀 요인 

감각처리과갱 

시각 

견갱 

고유수용계 

지갤 

목 

쩨간 

.otor p)anning , 

.otor progra.ing 

.otor output 

strength 

g ‘durance 

이 의도한 움직임이나 위치에서 현저한 편위 

를 유발하는 것으로 걷거나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경우를 들 수 있다CShenkman， 1989). 

균형기전은 개개인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별한 신경생리학적 과정으로 언급되며 

균형조절은 개개인이 안정성을 유지할려고 할 

때， kinematìc outcome을 이른다. 

자제조절， 자세반응은 진동후 COM이 지지 

기저면 내에 있도록 하기위해 발생되는 자세 

선택을 말한다(김 연희 둥， 1995; 권혁 철， 

1996). 
균형반웅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주어진 상황 

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자세조정을 언급하는 

일반적 용어이며 정위 및 평형반응은 지면에 

대해 체간과 두부를 수직정위로 유지하기 위 

해 고안된 특별한 균형반응을 말한다CHorak， 

1987; Schenkman과 Bulter, 1989). 

근골격찌 요인 

자째 청혈 

근플척계의 유연생 

갱추 

흉추 

요추-훌반 

끓언1-대회 

울광철 

혹판철 

균형 조절 

그림1. 균형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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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_근골격계 요인 

자세조절을 평가하는 첫단계는 근골격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통증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 

의 제한과 근력 및 지구력으로 인한 제한은 

균형획득을 위한 운동전략과 균형자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틀면， 족관절에서 근 

육약화나 관절가동범위제한은 기립위 불균형 

을 바로잡기위해 고관절과 체간운동으로 보상 

작용을 한다(Horack， 1987). 
근골격계 요인은 반응동안 기계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정렬， 근골격계의 유연 

성 뚱을 포함한다(그림1. 참조). 근골격계 손 

상은 균형조절을 위한 개개인의 자세반응을 

제한한다. 목， 골반， 발은 균형유지에 주요한 

영역으로 고려된다. 

목은 균형에 대한 감각자극의 신경생리학적 

처리과정 및 기계적 역할 때문에 균형에 중요 

한 부분이다. 가동성이 소실되어 있거나 변형 

된 경추와 흉추의 자세는 다양한 기계적 기전 

을 통해 균형반응에 영향을 준다. 

골반은 두번째로 중요한 부위로 전방과 후방 

전위에 대한 반응은 척추의 분절 신전， 굴곡이 

유용할 때 가장 쉽게 생성된다. 분절적 운동과 

더불어 많은 조절이 전신을 움직이기위해 사용 

A 

될 수 있다. 분절적 운동 가능성이 없다면， 체 

간 근육은 더큰 덩어리로 웅직여야 한다. 

족관절은 입위측 대퇴위에 상체간의 움직임 

을 조절하기위해 세면에서 발의 재정렬올 하 

도록 해준다. 한면이나 전체변에서 발목 운동 

능력소실은 균형반웅에 있어 기계적 제약을 

제 시 한다(Schenkman， 1989). 
Nashner와 그 공동연구자들은 후방전위에 

대한 정상적인 반웅이 족관절， 슬관절， 고관절 

끈육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1. 안정성의 제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는 체 

중지 지 면의 넓 이 (base of support) , 체 중지 지 

변에서 중력중심까지의 거리， 중력중심선의 

체중지지면에 대한 위치， 질량， 외력， 마찰력 

등을 들 수 있다(오정희 둥， 1990). 

균형의 기초과제는 지지면위에 신체 COG 

를 위치하는 것으로 COG가 지지기저면을 넘 

어선 경우 안정성의 제한올 초과해서 넘어지 

지 않으려고 스랩을 밟거나 비틀거리게 된다. 

정 상인 의 경 우 안정 성 의 anteriotposterior 
(AP) 제한은 앞뒤로 최대 12도이며 키와 발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안정성의 lateral제한은 

최대 16도이며 키와 발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B 

그림2. A는 서있을 때의 안정성 제한， B는 안정성제한내에 유지되는 Sway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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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위동안 COG는 측방에서 측방으로 이동하 

고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움직인다. 걷는동 

안 COG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운동으로 전 

방으로 진행한다. 발뒤꿈치 닿기에서 COG는 

안정성 제한의 뒤에 위치한다. 그후 앞뒤로 움 

직여서 사랑이 걷도록 만들며 체중이동에 따라 

안정성 제한은 다시 만들어지며 그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체간지지 없이 앉아 었을 때 지지면 

위의 COG의 높이는 낮고 서 있을 때 보다 지 

지기저면은 넓다. 따라서， 안정성의 제한은 선 

자세보다 앉은자세에서 더 크다. 

안정성의 제한내에 균형을 유지할려는 사람 

은 앞， 뒤， 옆으로 원을 형성하는 sway envelop 

를 만들며 sway envelop의 중간지 점 은 COG의 

정 렬에 해당된다(Nashner， 1989; 그림2). 

2. 안정성의 제한과 근골격계의 부조화 

안정성의 제한과 COG정렬은 근골격계 비정 

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변화된다. 왜냐하면 

서있을 때 지지기저변과 COG사이에는 관절이 

세개 있으므로 신체늪 안정성의 제한내로 

COG를 유지하거나 되돌리기위해 다양한 자세 

를 취 한다(Nashner， 1989). 
또한， 굵형을 위한 운동전략은 근골격계의 

비정상 즉， 생체역학적인 것 뿐아니라 신경학 

적제한 둘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자세정렬에 의존된다. 

입위시 중력션은 외이도， 견봉， 대전자， 외측 

과，복사뼈를 지나 수직 정렬을 만든다. 조용한 

선자세에서 중력중심선은 복사뼈의 전방 2 cm 

와 두발 사이에 거의 대칭적으로 위치되어진다 

(오정희 둥， 1990). 반대로 AP 신체 sway를 

조정하기위한 자동적인 자세반용은 세가지 전 

략으로 제한된다. 

족관절 전략은 고관절이나 슬관절의 최소한 

의 운동과 더불어 족관절에 대한 신체의 회전에 

의한 신체무게중심의 이동이 포함되어 었다. 

고관절전략은 고관절을 굴독하고 신전함으로 

신체무게 중심을 이꽁시키는 것이다‘ 고관절 

전략은 발바닥아래에 족관절 운동에 반응력이 

없을 때 슬관절 신전과 굴곡과 결합한 고관절 굴 

곡과 신전이 균형을 얻기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SteppÌng strategy는 동요에 대한 외적인 힘 

이 step 또는 hop 또는 넘어짐으로 신체중심하 

에 지지기저를 재조사하는 것이다(Chech와 

Martin, 1995). 
특별한 전략의 이용은 지지연의 형태와 동요 

의 크기에 의존한다. 족관절 전략은 좀 더 큰 

동요에 대한 반웅에 사용되고 고관절 전략은 

좀 더 큰 동요에 대한 반웅으로 좁은레일에서 

서 있는 것파 같이 족관절 회전력이 불충분할 

때 이용된다. Stepping 전략은 다른 전략이 불 

충분할 때외 매우 커다렇고 빠른 동요에 효과 

적 이 다(Nashner. 1989). 

3. 균형에 있어 기계적 요인 

Schenkman과 Butler는(1989) 균형소실에 기 

여하는 신경근 및 기계적 요인을 연관시키기위 

해 사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들을 개발했다. 

이모텔은 다양한 손실간의 관련을 고려하는 교 

육가설을 만드는 임상가에게 지도하기위해 고 

안되었다. 파킨슨 질병에 대한 이러한 모델의 

작용은 파킨슨 환자의 손실의 대부분이 비정상 

적인 신경계 손실과 이차적인 근골격계 소실로 

인한 기계적 제한의 효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 모텔에서 본다면，체간， 목， 또는 족관절 가 

동성의 소실이 균형반웅을 제한하고 이영역에 

서 재획득되는 가동성은 균형반응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다. 

물리치료사는 질병이 어떻게 근골격계에 영 

향주며， 어떻게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지 이해하기위해 파킨슨 질병의 예를 응용할 

수 있다. 

골격계의 손실이 균형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기위해 물리치료사는 기계적인 요 

인에 대한 지식을 인용할 수 있다. 이것은 환 

자를 치료하기위해서 뿐 아니라 치료결과를 평 

가하기위해 이용된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균 

형소설에 기여하는 기계적이고 신경학적인 요 

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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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신경학적 요인 

신경학적 요인은 반응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기초인 감각처리 및 운동출력기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감각처리과정에는 시각， 전정， 고유수용계 

가 포함 되며 운동출력기전에는 motor planning, 

motor programming , motor out put, 근 력 , 지 

구력을 말한다(그림1). 이 두 요소 모두가 효과 

적으로 작용할 때 자세반응은 좋은 균형조절을 

만든다. 둘 중 한요인이 손상되면， 균형반응에 

손실을 가져오면 한 요인의 손실은 다른 요인 

에 영향을 주거나 동시에 발생된다. 예를 든다 

면， 파킨슨 질병일 경우， 일차적으로 자세 기전， 

motor planning, motor programming 소실 로 균 

형을 소설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차적으로 

생기는 강직과 완서운동(bradyk:inesia)은 근골격 

계 유연성을 소실시킨다 이때 근골격계의 유 

연성은 균형반응에 이용되는 자세조절의 기계 

적 제약에 속한다. 

L 김-각의 조직화 과정 

중력， 지지면과 주위물체에 관한 정위를 인 

식하논 것은 체성감각(피부， 발위에 압력 수 

용기와 신체 특정부의 운동신호를 감지하는 근 

육과 관절 감각 수용기)， 시각과 내이의 전정 

업력둥이 포함된다. 이것은 하나의 감각이 신 

체의 COG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감각으로부터의 정보가 정 

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기가 

탄 열차가 승강장에서 잠시 멈추어 있을 때， 

옆에 정지하고 있던 차가 움직인다면 처음에는 

자신이 탄 버스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 

이 든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정위 또는 불균형 

을 초래할수도 있다. 그래서 버스가 앞으로 움 

직이는지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신체에서 

후방 Sway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을 

해결하기위해 정상적인 중추신경계는 시각운동 

입력윤 무시하고 정확한 전정입력과 체성감각 

입력에 의존한다. 즉， 평형반응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감각 조직화과정”이다. 

신경 학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자세조절계로 

부터 정위정보를 제공하는 세가지 감각입력들 

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때문에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환자는 하나의 감각에만 부적절하게 

의존할 수 있다. 만약， 움직이는 버스에서 시각 

정보에 부적절하게 의존하는 환자는 균형소설 

에 대한 불필요한 균형반응을 만들어 신체적으 

로 불안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치료 

프로그램을 세우는 동안 환자가 sway orientation 

정보를 얻기위해 어느 감각에 가장많이 의존하 

는지와 감각상충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감 

각에 의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Shumway

cook과 Horack, 1985; 권혁 철， 1996). 

대부분의 경우 체성감각과 시각은 균형과 정 

위조절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툴다 COG자세에 

서 적절한 운동에 전정계보다 더 민감하지만 

시야가 움직이는 경우에서 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쉽다. 체성감각정보는 만약 지지면이 

움직인다거나 좋지못하다면 무시해야한다. 만 

약 둘 중 하나의 선택된 정보가 좋지못하다면 

전정 계에 만 의존하게된다. 따라서， 감각의 결합 

은 사랑이 수행하는 상황에 의존한다. 왜냐하 

면 유동성 있는 감각정위정보가 유용하기 때문 

에 사람이 시각이 없어도 불안정한 표면위에서 

서거나 결을 수 었으며， 전정계의 입력이 없을 

때 조차도 가능하다(Nashner， 1989). 

이러한 감각의 조직화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값싸고 최 소한의 기 구를 이 용하는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CTSIB)가 

많이 이용된다(그림3). 이검사는 6가지 감각상 

황으로 이뤄지는데 상황 1，2 ，3은 눈을 뜨고， 눈 

을 감고， visual conflict률 착용하고 바닥위 에 

서있는 상태이며， dome은 대상자의 시각을 박 

탈함으로 visual conflict를 제 공하고 sway

referenced image를 제 공한다. conflict dome의 

사용은 전정계와 visual flow간의 모순을 초래 

한다. 상황2는 대상자가 시각이 없을 때 균형 

유지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 

이고， 상황3은 대상자가 시각은 주어지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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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전정계 정보와 상충될 때 얼마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가를 살피는 것이다 

상황 4，5，6은 상황l에서 3과 같은 시각적 상황 

올 반복하고 고무 foam(rubber)위에 서 있는 상 

태이다. 각상황에서 동일하게 실시한다. 각 시행 

에서 시간과 postual sway를 측정할 수 있다. 

1 2 

감각 조직화에 대한 CTSIB검사가 임상에서 

간단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검사자마다 다른 

시간측정과 Sway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CTSIB에 서 반복시 행 이 환자의 증상을 향상 

시키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Cohen 

둥， 1993). 

정상면 

3 

foam surface 

4 5 6 
눈울 뜬 경우 눈옳 감은 정우 Visual conflict dome율 쓴 정우 

그림3.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CTSIB)의 6가지 감각상황 

2.시각 

눈의 시각정위는 자세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머리와 목의 좋은 정위는 눈이 가 

장 효과적으로 기능활동을 할 수 있어서 목을 

위치하기위해 필수적이다(오정희 둥， 1990). 

눈은 사람에게 환경의 형상과 위험한 상황 

및 거리가 얼마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정보와 

운동이 발생하는 지연상태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와 

요구된 운동의 강도와 어려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자세를 변화 

시키도록 해준다(Galley & Forster, 1985). 
“시각+전정계의 조절+고유수용성의 조절= 

정상적인 정적 균형 이 동식에서 시각을 제 

-88 

거한다면 시각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851년 Romberg가 고유수용기 에 손상을 입 

은 신경계 질환자중 눈을 감았을 때 생기는 

Postural S way의 증대에 주의를 기울였었다. 

그이후 수많은 치료사가 자세안정에 대한 시 

각의 효과를 제거하여 그 중대성을 논의해 왔 

다. Doman 등(1978)은 절단자를 대상으로 시 

각입력의 중대성을 연구한 결과 Postural 
Sway조절시 고유수용성 되먹이가 감소되었을 

때 시각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시 

각의존 증가는 고유수용성 소실을 보상할려는 

것 때문이다. 

균형유지시 시각입력의 의존도를 임상상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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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측정 하는 방볍 으로 Romberg lndex를 많 

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눈을 뜬 경우와 눈을 

감은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비율로 나옹 

값이 0에 가까우면 많이 의존하는 반면， 1에 

가까우면 의존도가 떨어진 경우이다. 

신체자세를 위한 시각되먹이는 대체로 body 

sway의 폭을 감소시킴으로 신체의 안정화를 

향상시킨다. 시각되벅이와 더불어 수의적인 자 

세조절은 신체 진동( oscillation)을 증가시 켜서 

불안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 (Gantchev 둥， 

1981). 시각되먹이의 지연은 선체 진동의 불안 

정을 유도하며 시각되먹이로부터 정보와 진짜 

stabilogram사이의 차이때문이다. 그러므로， 환 

자의 치료전략 선택시 시각되먹이를 이용하다 

면， 한층 더 나은 치료가 될 것이다. 

3. 전정계의 조절 

전정 계는 항중력 신전큰의 근긴장도의 영 향， 

개인이 움직이거나 주위 환경이 움직일 때， 적 

당한 시각 언식을 유지하고 공간에서 두부의 

움직임과 위치를 관리함으로 균형을 조절한다 

(Galley와 Foster, 1985). 

전정계가 손상되어졌을 때 현기증과 구역질 

이 생길 수 있으며， 운동동안 균형유지가 힘들 

고 기능적 독립을 감소 시킨다. 중추신경계의 

적용은 인간에 있어 말초전정기관 손실후의 장 

애를 보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정기관 

손실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Beg bie( 1967)은 전정계가 시각과 지지변을 

다르게 한 상태에서 수직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했다. Maπi(1 965)은 지 

지면과 시각상태가 불규칙적이고 움직일때 전 

정계 입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몇몇의 연구자들이 vestbolooccular reflex 

system(VOR)과 vestibulospinal reflex(VSR) 

system에서 전정기관 기능손실을 연구했다. 

VOR system검사는 수평반세고리관에 영향을 

주는 전정기관 병변의 조화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전정계 기능이상일 경우에는 외측 

sway가 증가되고， 소뇌이상일 경우에는 AP 

sway의 증가가 나타난다(Wober， 1993). 

전정 계와 시각 입 력 둘다 공간에서 신체의 

정위에 도움을 주며， 개인인이 수직에 대한 자 

세를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만약， 사람이 수직 

과 수평에 대한 자세의 인식아 전혀 없다면， 

균형유지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4. 고유수용성 조절 

근육， 건， 관절 수용기로부터 온 중요한 운동 

학적 정보는(kinesthetic information) 신체를 

지지하도록 도와주며， 관절의 현 위치와 관절 

이 정적으로 있는지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관절의 운동 범위와 얼마간 운 

동을 하고 있었는지， 운동의 시작시기와 운동 

을 하는 동안 신체분절의 속도와 가속력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외， 여러 관절에 생기는 

긴장과 압력， 다양한 관절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된 근육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다. 이러한 운동학적 자극은 시각과 전정계 

로부터온 자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합될 것 

이다. 

5. 촉각의 조절 

발， 손， 엉덩위의 일차적인 압력의 변화는 신 

체조절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거칠 

거나 움직이거나 그대로인 지지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시행될 때 중요하다. 양발은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지하는 구조이다 양발 

은 양발이 놓이는 표면에 스스로를 적웅함으로 

그리고 스랩운동에 의해 양발의 위치가 변화하 

는 활동을 수행할 때 과도한 균형을 막기위해 

신체에 적절한 기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균형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 

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요인을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다. 

첫째로 근 긴장도를 틀 수 있다. 

툴째로 청력을 들수 있는데， 좋은 청력은 지 

도 또는 경고나 사고와 같은 소리를 명확히 듣 

는 사람의 능력으로 신체의 균형유지에 도움을 

줍 수 있다. 청력 손실은 위험할 후도 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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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연， 놀람의 위험과 같은 것으로 혼란스러 

워 념어질 수도 있다. 

세번째로 생리학적 요인이 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도한 근긴장， 화냄， 주 

의력 산만 이나 정신적 혼란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들은 균형을 깨뜨려 넘어지는 것을 유도한 

다. 이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명확하다. 생리학 

적 요인들은 신경 학적 장애로 인해 만들어 질 

수 있다. jeong(1991)은 기립균형에 호홉이 영 

향을 미친다고 했다. 흡기와 호기 두가지 경우 

에서 눈의 상태와 더불어 균형유지시 COP의 

sway 거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홉 

기때가 호기때 보다 sway 거리가 더 크고 현 

저 하며 호흡률 증가가 postural sway를 더 크 
게 한다고 했으며 시각보상의 정도는 숨을 참 

고 있을 때 보다 규칙적으로 호흡한 상태에서 

더 높다고 했다. 

네번째로 환경적 요인이 있다. 좋은 조명， 미 

끄럽지 않은 평탄한 표면， 알맞은 옷과 신발등 

은 균형유지에 영향을 준다. 좋지못한 조명 특 

히 어두울때와 긴 나이트 가운과 같은 옷과 잘 

맞는 신발 대신 슬리퍼나 하이힐 또는 느슨한 

매트나 부주의하고 부적절하게 배치된 기구둥 

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다. 소음과 과도한 운동 

또한 주의력을 흉뜨뜨리게 되므로 균형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V_ 결론 

이상으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균형은 감각정보 통합， 

신경계 처리， 생체역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 

잡한 운동조절 작업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 

든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 

언을 요약해본다면， 크게 신경 학적 요인과 근 

골격계 요인 나닐 수 있으며 신경학적 요인은 

감각처 리 과정 과 motor planning, motor 

output, 근력， 지구력을 말하며 근골격계 요인 
에는 자세 정렬과 근골격계의 유연성이 포함한 

다. 이두 요인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좋은 

균형조절을 만든다. 이외에도 근긴장도， 좋은 

청력， 및 생리학적，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 

균형문제는 우리가 임상에서 매번 부딪치는 

가장 복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각 요인들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이전에 알아내지 못했던 

가능성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전략 선 

택에 앞선 정확한 평가가 이휘져야 한다. 

하지만， 엄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신 

뢰도가 높은 균형측정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정확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평 

가에 유용한 균형측정도구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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