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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불안정한 바닥위에서 발목각도가 

기립균형에 미치는 영향 

이한숙 

대전 서구 보건소 물리치료실 

권혁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The Influence of Foot Angle on Standing Balance 

Upon the Unstable Platform 

Lee , Han-suk , M.Sc. , R.P.T. 
Section of Physical Therapy , Dae Jean Seo-gu Health Center 

Kwon , Hyuk-cheol, Ph.D. , R.P.T. , O.T .R.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balance ability at different foot angle 
with KA T 2000 (Breg, Inc., Vista, CA. 1994). Forty-nine (male 24, female 25) normal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l1 subjects were assessed under two conditions. 
One was eye-opened condition and the other one was eye-c1osed one in 3 psi surface 

condition. All subjects were tested at different foot angle that were toe-in 25
0 

, 45。 ’ 

toe-out 25 0 and 45 0 

• The subject attempted to keep the platform as stable as pos 
sible with eyes c!osed and with eyes opened for every 20 seconds. The starting po
sition was that subject crossed their arms across chest and flexed knees slightly. The 
results of each test were showed by a score on screen, which meant balance index. The 
s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oneway ANOV A, Scheffe test,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en the foot angle were changed, balance index was the lowest in toes-out 25。

condition and greatest with toes-in 45 0 with eyes opened and with eyes c!ose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eyes opened and with eyes c10sed 
(p<O.05 l. 

2.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alance index according to visual 
condition and the balance index tested wÏth eyes c10sed was higher than with eyes 
c!osed(p<O.05). 

3. There was statistical1y significant difference in balance index by gender(p<0.05). 

Key Words: Balance; Foo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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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균형은 신체를 평형상태로 유지시키는 능 

력이며， 감각기관을 통해 인체의 움직임을 감 

지한 후 그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내어 통 

합한 다음 근골격계에서 반응하도록하는 복 

잡한 과정을 거쳐 유지되는 것으로(Nashner， 

1989), 끈골격계의 지지작용， 협응운동을 포함 

한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이 통합적으로 작용 

하여야 한다(Horal‘， 1987) 여기에서 감각기 

능이란 시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의 

세가지 감각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 

는 것 이 t:j- (Cohen 등， 1993; Shumway-cook 

과 Horak, 1986).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거나， 관절 및 근육 

질환이 있거나 시각 및 전정기관의 질환이 

있다면， 균형수행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활 

의 큰 장애가 된다(장기언 등， 1994; Di Fabio 

와 Badke, 1990; Geurts 등， 1996; Shumway 

-cook 등， 1988)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고， 더 

효과적인 재활을 위하여 정형의학 및 스포츠 

의 학분야(Fernie와 Holliday, 1978 Howard 

등， 1995) 및 노인학분야에서도 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tevenson과 

Garland, 1996). 
특히， 임상적으로 유용한 신경학적 손상자， 

절단자 및 근골격 계 질환과 같은 불완전한 

감각상태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신경 

학적 손상으로 고유수용성 되 먹 임 이 감소되 

었을 때 대부분 시각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였다. (Dickstein 등， 1984; Ferine & Holliday, 

1978; Shumway-cook 등， 1988; Geurts 등， 

1996; Teasda!e 등， 1991; Wiber 등， 1993). 

Kirby 둥(1987)과 Lee 등(1988)은 발의 위 

치가 기립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Murray 등(1975)은 단일지절입각기 때 평균 

족간 압력 중심 (COP: center of pressure)이 

두발로 섰을 때보다 더 컸으며， 양발을 모았 

을 때와 별렸을 때 족간압력중섬의 평균위치 

는 비슷하였으며 외측으로 체중이동시에는 

별린 경우와 모은 경우 모두 족간압력중심의 

평균위치가 좀 더 외측으로 이동되었다고 하 

였다. 

균형평가는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외 

적 진동을 주거나 수의적으로 움직일 때， 또 

는 지지변의 상태를 따르게 하거나 시각을 

차단하였을 때 나타나뉴 균형수행력을 평가 

하는 등 여러 조건하에서 실시하여왔다. 이러 

한 균형평가를 위한 측정법들은 지지기저변 

에 대한 자세동요의 정 도， 작업수행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신체의 무게중심 (center 

of mass) 혹은 압력중심을 연속적으로 계측 

하여 얻은 신호로부터 자세 안정 도를 정 량적 

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Horal‘’ 1987). 
Black 등(1982)은 띈버거 검사(Romberg 

test)를 하는 동안 고정된 반력판을 이용한 

(force p!atform)분석을 설시하였고 Day 등 

(1993)은 비디오를 이용한 3차원 분석으로 인 

체가 기립위로 있을 때 시각과 지지기저폭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Tropp와 Odenrick (1988) 

는 반력판과 근전도를 이용하여 단일 지절 

입각기동안의 균형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정적균형 뿐만아니라 동적균형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Di Fabio, 1995; Wiber 등， 
1993), 바이오피드백을 통하여 자세균형 제어 

력을 훈련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임상적 사용 

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객관적인 균형사 

정을 위한 설비가 부족하여 임상가의 주관적 

인 평가에만 의존하거나 정적인 반력판만을 

이용하거나，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균형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균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윤 고려하여 볼 때 많 

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약. 

또한， 균형은 다양한 기계적， 인지적， 생리 

적， 감각운동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Sche 

nkman, 1989), 균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목의 각도변화에 대한 요인을 배제시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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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다 대상자가 스스로 발목의 각도를 선 

택하거나 미리 설정한 자세로 발을 갖다대는 

등 연구자마다 다양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균형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편화 될 것으로 

기 대 되 는 KAT 2000을 이 용하여 발목의 각도 

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균형수행력을 비교하여 

보고， 불안정한 발판위에서도 시각과 성별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발목의 각도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균 

형수행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툴째， 시각 유 • 무에 따른 균형수행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S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청소년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 

중 연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남 24명， 여 25명 

의 총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정 

성별(수) 
키 (cm) 

평균±표준편차 

남(n=24) 170.8 ::1: 5.2 

여 (n=25) 161.5 :1: 4.3 

계 (n=49) 166.0 :1: 6.7 

연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외과적 질환이나 하지와 체간에 

정형학적 장애가 없는자 

둘째， 임상적으로 비정상적 근력， 근긴장도， 

감각， 협응， 균형， 보행， 신경학적 검사로 겸색 

되는 시각， 전정， 안구손상이 없는자 

셋째， 두개파열의 병력이나 경추손상의 병 

력이 없는자 

넷째，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였 

거나 귀 수술이나 현기증이 없는 자 

1996년 11월 26일부터 1977년 1월 9일까지 

연구대상자 49명 전원에 대하여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66.0 cm 평 

균 체중은 59.1 kg이었으며， 발의 평균 크기 

는 254.2 mm 였고， 3명은 왼발 사용이 우세였 

으며， 1명은 오른발과 왼발 사용이 모두 동일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오른발 사용이 우세였 

다(표 1). 

2. 질험방법 

1) 실험에 사용된 장치 

본 연구에서는 균형능력 평가를 위하여 균 

형평가 및 훈련기구인 KAT 2000과 Kirby 

등(987) 이 연구에 이용한 발의 위치를 토대 

로 한 발의 모형 (그림 2) , 모형을 고정할 접 

붐무게 (kg) 발크기 (mm)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61.6 ::1: 9.7 67.3 ::1: 6.0 

56.3 :1: 4.6 241.5 :1: 5.0 

59.1 ::1: 8.0 254.2 :1: 14.1 

- 36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4권 제3호 

KAUTPT Vo l. 4 No. 3 1997 

착용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KAT 2000은 작 
은 축 위의 중점에 지지되어 있는 불안정한 

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의 바닥과 발 

판 사이에 있는 공기주머니 속의 공기압을 

변화시킴으써 발판의 안정성을 조절한다. 

2) 설혐절차 
실험실의 실내온도는 따뜻하며 밝고 조용 

한 환경을 유지시켰고， 대상자는 간펀한 복장 

을 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보조원 2명에게 연구의 목적 및 실험방 

법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실습을 시행한 

후 연구보조원 1명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록 및 컴퓨터 작동을 담당하게 하였고， 나 

머지 연구보조원은 대상자의 준비상태 점검 및 

발판 위에 발의 모형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원은 시범을 보이는 일을 담당하였다. 

균형수행력은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모 

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순서로 각각 20초씩 

시행하였으며， 대상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 

하여 중간에 1분씩 휴식을 취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먼저 발판의 안정도를 3.0 psi(pounds 

per square inch)의 공기 압으로 유지 시 킨 후 

l명의 연구보조원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발 

모형을 발판위에 올려놓으면， 나머지 연구보 

조원은 컴퓨터로 새로운 차트를 만들고 대상 

자에게 간략한 실험 목적을 설명하여 준 후 

발목의 각도를 선택하여 눈을 뜬 상태에서 

균형수행력을 평가한 후 눈을 감은상태에서 

의 균형수행력을 평가하였다. 

두눈을 뜬 상태의 균형수행력 평가를 하기 

위하여 두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고 양 무릎 

을 약간 굴곡하여 안정감 있는 시작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원 

판의 기준점에 커서가 유지되도록 몇 번의 

연습을 시행한 후 스크린으로부터의 시각되 

먹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크린을 돌려 

놓고 “시작” 이라는 구두명령과 함께 대상자 

가 2m 전방의 벽에 걸린 그림을 주시하면서 

2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음 측정하였다. 

동일한 시작자세를 취하게 한 후 “눈을 감 

고 시작” 이라는 명령과 함께 대상자가 두 

눈을 감은 20초 동안 원판의 기준점에 커서가 

유지되도록 균형을 잡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은 평가기록지에 나와 있는 각 항목을 

부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발의 각 

도변화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형태와 각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 

석 (oneway ANOV A)표 하였으며， 상호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하여 Scheffe검증을 실시 

하였다.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차이와 시 

각 조건에 따른 균형수행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을 

검증하기위한 유의수준 a = 0.05로 정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균형지수(balance index): 20초 동안 기 

준점의 위치에서 수평윤 잡고 있던 원형발판 

이 1 。 기울어 질 때 컴퓨터의 스크린에 나타 

나는 커서가 3.5mm의 비율로 이동하며， 이 거 

리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눈을 김고 검 

사한 경우와 뜨고 검사한 두 가지 경우가 있 

다(그림 1). 

2) 발목각도(foot an딩le): Kirby 등(1987) 이 

제시한 방볍을 토대로 각 발의 중심선과 발 

뒤꿈치를 중섬으로 한 시상선파의 각도를 말 

한다(그림 2). 

3) 발목각도변화(an딩le changes): 발목에 

각도의 변화를 주었을때를 말하며 발목을 바 

깥으로 45 0 , 25 。 발목 을 안으로 25 0 

, 45。

변화를 준 것을 의 미 한다(그림 3).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실험전 몇 차례 연습을 행하였 

기에 학습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 

으며， 연구대상이 정상 청소년 49명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전 연령층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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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2. 발목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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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결과 

1. 발목의 각도를 변화시켰을 때 

력 비교 

균형수행 

눈을 뜨고 발목의 각도에 변화를 주어 균 

형수행력을 측정한 결과 발목을 25。 바깥으 

로 위 치 한 경 우가 138.3으로 가장 낮았고， 45。 

안으로 위치한 경우가 254.6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4). 세가지 상황에서 평균의 차이는 통 

계 적 으로 유의 하였으며 (p<0.05)(표 2) , 각 상 

황에서 상호간의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발목을 45。 안으로 한 경 우와 발목을 25。 안 

으로 하였을 때， 발목을 45。 안으로 하였을 

경우와 발목을 25。 밖으로 하였을 때， 발목을 

표 2. 발목의 각도변화가 기 립균형에 미치는 영향 

발 

각 

R.. --. 

도 

F 

발의 위치 

-45 

-25 

+25 

+45 

45。 안으로 하였을 경우와 발목을 45。 밖으 

로 하였을 때 차이 를 fI[였고(p<0.05) ， 그 외 에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O.05). 

두 눈을 감고 발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 균 

형수행력을 측정한 결과 발목플 25。 바깥으 

로 하였을 때가 460.1호 가장 낮았고， 발목을 

45。 안으로 하였을 때가 677.9로 가장 높았 

다. 각 상황에서 평균 균형수행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표 4)(p<0.05) , 상호 

간의 차이를 사후 검향한 결과 발목을 45。

안으로 하였을 경우와 25。 안으로 하였을 때 

및 발을 45。 안으로 하였을 경 우와 25。 바깥 

으로 하였을 때 차이를 보였고， 그 외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λ1 
E프 

느二도~ !:드 겨직L 

험 

(평균 ± 표준편차) 

254.6 i: 179.9 

175.3 i: 131.7 

138.2 i: 130.5 

166.9 i: 154.0 

5.43* 

;ζ 
J..,. 건 

눈을 감은 경우 

(평균 土 표준편차) 

677.9 i: 266.8 

540.6 i: 270.7 

460.1 i: 240.9 

568.3 i: 267.6 

5.73 

발목각도 : 발의 중심선과 발뒤꿈치를 중심으로 그은선과 시상선과의 각도를 말하며 H은 발목을 
바깥으로 (+)는 발목을 안쪽으로 한 상태 이 다. 

* p<O.05 

2. 시각 유 • 무에 따른 균형수행력 벼교 

시각 유 • 무에 따른 균형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눈을 뜬 경우의 평균 균형지수는 184.2 

이었고， 눈을 감은 경우-는 156.1로 눈을 감은 

경우의 평균 균형지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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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각 유·무에 따른 균형수행력 벼교 

* p<0.05 

실 험 조 건 

눈을 뜬 상태 

느-...Q.. 7).ζL λL 다l 
ι 2. ''0 ~'- 。에 

t - 값 

3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 비교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남 

자의 전체 평균 균형지수는 563.2이었고， 여 

표 4.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 비교 

성 별 

남 

여 

t - 값 

* p<0.05 

N. 고찰 

균형은 신체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별한 신경생라학적 과정으로， 균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크게 근골격계 요인과 신경 

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근골격 계 요인 

은 자세정렬이나 근골격계의 유연성이 균형 

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신경학적 요인 

은 감각처리과정， 중추신경계의 통합 및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근력， 지구력 등에 의하여 균형조 

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감각처리과정 

이란 시각， 전정 및 고유수용계의 조절을 의 

균형지수 ± 표준펀차 

184.2 ::t 145.6 

561.2 土 271.2 

16.9* 

자의 전체 평균 균형지수는 727.5으로 여자의 

전체 평균지수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4). 

균형지수 ± 표준편차 

563.2 ::t 381.0 

727.5 ::t 581.0 

-3.88* 

미 한다CSchenkman， 1989). 

그외 근긴장도， 청 력 그리고 주의 집중， 두 

려움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 및 신발， 바닥의 

상태， 옷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균형조절 

에 영 향을 준다(Galley와 Foster, 1985). 이 러 

한 요인들이 적절히 작용해야만 좋은 균형조 

절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능력 평가 

시 이러한 요인들을 먼저 고려한 후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균형에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유지하였으며， 대상자의 

복장은 간편하게 하였다. 그리고 검사동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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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무릎을 끓곡하여 안정감 있는 자세를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시각되먹임 효과 

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고개를 똑바로 

하여 2m 전방의 벽면을 보도록 지시하였다. 
양팔은 가슴에 교차시켜 대상자가 팔운동으 

로 보상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지변의 안정도는 o psi에서 6 psi로 변화 
시킬 수 있으며， 지지면의 안정도에 따라 균 

형지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권오윤과 최홍 

식， 1996; Howard 등， 1995), 본 연구에서는 

실힘을 하는 동안 발판의 안정도를 3 psi로 

통일하였다. 

평형반응 평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주관적인 평가로 선체를 스스로 움직이거 

나 타인이 띨거나 발판의 기울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간에 몸이 움직임에 

따라 신체의 중력중심 (COG)이 이동됨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평가 

하는 질적인 평가가 있다. 둘째， 객관적인 평 

가로 눈을 감거나 뜬 상태에서 한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좁은 균 

형대 위로 걷는 거리를 측정하는 양적인 평 

가가 있다(Fisher 등， 1988). 
임상에서는 주로 값싸고 최소한의 기구를 

이용하는 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는 콤버거 검사， 변형된 콤버거 검사(Tandem 

Homberg Test) 및 외다리 기 립 검入HOLST: 

One Leg Stance Test) , CTSIB(Clinical 

st of Sensory Interaction and Balance)등 

이 있다. 

이러한 양적인 측정과 더불어 다양한 기구 

를 이용한 균형수행력 검사방법이 발달되어 

왔는데 주로 힘판을 통한 족저부의 지면반발 

럭 (ground reaction force)과 압력 중심 및 그 

변화플 측정하거나 압력중심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posturography플 많이 이용하고 있 

다(김연희， 1995; 차은종， 1995 l. 그리고， 최근 
에는 불안정한 발판에서 균형능력을 평가하 

는 기구가 개발되어 균형평가와 더불어 훈련 

에도 이용되고 있다(권오윤과 최흥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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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ford 등， 1995; Howard 등， 1995). 

위의 다양한 검사방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균형검사법은 감각계와 운동 

계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임 

상에서 사용하기 간편허-여야 한다(장기언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 
어 질 수 있다고 여겨지며， 기구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KAT 2000을 이용하였다(Howard 

등， 1995). 

시각은 주위환경이 어떤지， 거리가 어느 정 

도 인지， 주변에 위험힌 것들이 있는지 인지 

하여 자세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Galley 

와 Foster, 1985). Dornan 등(1978)은 정상인 

그룹과 무릎위 절단자그룹(AK above knee) 
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눈을 감았 

을 경우가 뜬 경우보다 자세 동요가 증가되 

었으며， 시각 의존률이 AK 절단자 그룹에서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Bohannon 등(1984)괴 송주민 등(1994)은 

두 눈을 감고 뜬 경우 균형수행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눈을 감았을 경우 균형수행력이 더 

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각이 균형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Black(1982)과 Cohen 등(1993)도 눈 
을 감고 뜬 경우에 균팽수행력에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Black 등(1982)은 반랙 판을 이 용하여 평 균 

입방전위를(MSD: mean squared dìsplace 

ment) 측정한 결과 롬버거 검사와 변형된 롬 

버거 검사시 두 눈을 뜬 경우에 비하여 감은 

경우의 평균입방전위가 더 증가하였으며， 다 

시 한번 더 검사하였을 때에는 눈을 뜨고 롬 

버거 검사를 시행하였질- 경우에는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었지만， 눈을 감고 한 롬버거 검사 

동안에는 통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눈을 감았을 때와 댔을 때 

의 균형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눈을 

감았을 때의 균형지수가 폈을 때보다 더 증 

가하였다. 이는 시각을 자단하였을 경우 기준 

점으로부터 더 많은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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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단시 더 불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불안정한 발판위에 

서도 시각이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발목의 각도를 변화시킨 경우 자세동요를 

측정한 결과 내 • 외측이동에 대하여 Kirby 

등(1987)은 발목을 25。 바깥으로 한 경 우가 

가장 낮았고 45。 안으로 한 경우 가장 컸다 

고 하였고， 전 · 후방이동은 발을 45。 안으로 

한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나머지 발목 

의 각도를 변화시켰을 때에는 큰 변화가 없 

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 

목의 각도를 25。 바깥으로 한 경우 균형 지 

수가 가장 낮았고， 45。 안으로 한 경 우 가장 

컸디. 이것은 발목의 각도가 25。 바깥으로 한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 

며 ， 45。 바깥으로 한 경 우가 25。 바깥으로 한 

경우 보다 지지면은 넓지만 무리한 발목의 

위치가 불안정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된다.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시각과 발목의 각도 

를 변화를 주어 연구한 결과， 균형능력을 평 

가하여 선행된 연구와 비슷하게 시각이 차단 

되면 균형능력이 감소되고 발 위치를 변화시 

킴에 따라 균형수행력이 차이가 난다는 결론 

을 얻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이 임상의 균 

형훈련이나 평가시 발목의 각도를 고려한다 

면， 더 나은 훈련과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앞으로 불안정한 발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이 있는 대상자 뿐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 걸친 연구와 피로를 평가할 만한 

검사의 기간과 반복학습에 대한 연구가 뒤따 

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정한 발판위 

에서 발목의 각도변화와 시각， 성별 등이 기 

립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 임 

상의 균형수행력 검사에 웅용하고 재활치료 

시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통 

의한 지원자 중 연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남 

24명， 여 25명의 총 49명을 대상으로 KAT 

2000을 이 용하여 발목 각도를 25。 안으로， 

45。 안으로 및 25도 바깥으로， 45。 바깥으로 

하였을 때의 균형수행력을 검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목의 각도를 변화시켰을 때 눈을 뜬 경 

우와 감은 경우 모두 25。 바깔으로 위치한 

경우 균형수행력이 가장 좋았으며， 각 상태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O.O 

5), 통적인 균형수행력 검사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2. 눈을 뜬 경우와 감은 경우의 균형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5) ， 

눈을 감았을 때의 균형지수가 눈을 뜬 경우 

보다 높았다. 

3. 성별에 따른 균형수행력에는 차이가 있었 
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발목각도 변화 

가 불안정한 발판위에서도 기 립균형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의 

균형평가 및 훈련에서도 발목각도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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