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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ensory systems, including the visual, somatosensory, and vestibular ones, are involved in main-

taining standing balance. The organization of these sensory systems is as important as the efficiency of

each individual system in maintaining optimal balance. The purpose of the present experiment was to in-

vestigate the developmental changes in static standing balance and sensory organization under altered

sensory conditions. This study involved 64 children (from 4 to 15 years of age) and 17 young adults.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four age groups: 4∼6, 7∼9, 10∼12, and 13∼15 years. Static standing balance

was assessed with the one-leg standing test under four different sensory conditions: the children stood

on a firm surface with (1) eyes open or (2) closed, and they stood on a foam surface with eyes (3) open

or (4) closed. In balancing ability, the age groups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unction of sen-

sory organization for balance control was poorer for the children than for the young adults. The func-

tional efficiency of the somatosensory system of the children aged 7∼9 years was at the young adults’

level, and the visual function of the children aged 10∼12 years had also reached the young adults’ level.

However,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vestibular system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young adults, even at the age of 15 years. This may indicate that sensory organization and stand-

ing balance are still developing after the age of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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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균형은 정적·동적 자세 조절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

해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감각 자극들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움직임에 꼭 필

요한 요소이다(Burton 등, 1992; Casselbrant 등, 2000;

Cherng 등, 2001). 적절한 균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이 필요하다.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이란 시각, 고유수용성감각, 전정감각이 조

화롭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Shumway-Cook과

Horak, 1986). 시각, 고유수용성감각, 전정감각을 통해

서 들어온 정보는 중력이 작용하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Shumway-Cook과 Woollacot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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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감각계는 중추신경계에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

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은 주변 환경과 사물

을 기준으로 머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유수용성감각은 신체가 지면 위

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체 분절들이 상

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정계로 들어오는 감각정보는 중추신경계에 중력 하에서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의 변화, 신체의 이동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Shumway-Cook과 Woollacott, 2007). 일

반적으로 이러한 감각 체계들로 들어온 정보들은 서로 일

치하지만, 때때로 각각의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입력된 감각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중

추신경계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극에 의존하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한다. 이러한

기능을 감각 조직화 또는 감각통합이라고 한다(Nashner

등, 1983; Shumway-Cook과 Woollacott, 1985).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균형 능력

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Assaiante와 Amblard, 1995; Kirshenbaum 등,

2001; Nougier 등, 1997; Shumway-Cook과 Woollacott,

1985). 특히, Cherng 등(2001)은 시각정보의 이용 가능

여부와 고유수용성감각의 정확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감

각통합이 기립 균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

였다(Foudriat 등, 1993; Hirabayashi와 Iwasaki, 1995;

Rine 등, 1998; Rival 등, 2005; Shumway-Cook과

Woollacott, 1985). 이러한 연구들은 감각통합이 기립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

는 것에 일치된 결과를 보였지만, 감각통합 기능이 언

제 성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Foudriat 등(1993)은 아동의 균형 발달 과정 초기에는

시각정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3세까지 고유수용

성감각이 점차 발달하여 6세경에는 성인과 같은 균형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Hatzitaki 등(2002)은

아동이 정적, 동적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몸이 흔

들리는 횟수나 크기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

는 하지만, 10세 이하의 아동은 성인보다 효율성이 떨

어진다고 하였다. Shumway-Cook과 Woollacott(1985)

는 자세 조절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감각정보가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여, 7～10세경에 성

인과 유사한 형태의 균형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

다. 즉, 7～10세경에는 감각통합 기능이 성숙하여 균형

능력이 성인의 수준으로 발달함에 따라 제공된 감각정

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Hirabayashi와 Iwasaki(1995)는 감각정보가 불

일치하는 상황에서 기립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기는 하지만 15세에 이르러서

도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Peterka와 Black(1990)은 감각정보가 불일치되는 상황

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균형 능력이 성인의 능력과 유

의하게 다름을 보였다. Cherng 등(2001)은 7～10세 아

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기립자세에서 무게 중심의 이동

면적을 조사한 결과, 아동 집단의 이동 면적이 성인 집

단보다 유의하게 컸다. 이것은 7～10세에도 균형 능력

이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Rival 등(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양한 감각 체계들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통합하는

능력은 개별 감각의 효율성만큼이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각통합 기능의 향상과 함께 기립 균형 능력이 발달함

을 보였지만, 균형 발달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 조건

에서 여러 연령대의 정상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균형능

력을 측정하여 아동의 균형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4～15세 아동 65명, 19～27세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들은 연령에 따라 4～6세, 7～9

세, 10～12세, 13～15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청각, 시각

장애를 비롯한 신경학적 손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

는 아동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방법

가. 균형검사2)

대상자들이 균형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는

조용한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한발서기 자세와 평가기

준은 BOTMP(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1)
의 하부항목 중 균형부분을 이용하였다.

1) AGS Pub., Minnesot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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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건
입력되는 감각정보 감각정보의

불일치 유․무고유수용성감각정보 시각정보 전정감각정보

1. 단단한 지지면, 눈 뜬 상태 정확 정확 정확 무

2. 단단한 지지면, 눈 감은 상태 정확 없음 정확 무

3. 스펀지 위, 눈 뜬 상태 부정확 정확 정확 유

4. 스펀지 위, 눈 감은 상태 부정확 없음 정확 유

표 1. 균형 검사 조건

평균±표준편차

연령 집단 사례 수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4～6세 15 33.15±20.43 7.91±6.20 29.03±20.64 4.14±3.55

7～9세 19 48.58±17.99 15.07±17.68 40.92±19.75 7.95±6.36

10～12세 15 53.52±10.73 13.50±7.50 51.30±13.81 11.27±13.04

13～15세 15 56.54±9.21 21.97±18.05 51.06±15.91 12.50±14.68

성인(19～27세) 17 60.00±.00 37.92±22.43 60.00±.00 31.78±22.85

합계 81 50.51±16.30 19.53±18.82 46.52±18.75 13.70±16.71

조건 1: 단단한 지지면, 눈을 뜬 상태.

조건 2: 단단한 지지면, 눈을 감은 상태.

조건 3: 스펀지 위, 눈을 뜬 상태.

조건 4: 스펀지 위, 눈을 감을 상태.

표 2. 연령 집단에 따른 균형 유지 시간 단위: 초

이 평가도구는 아동의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도구로

써 8개의 하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4～21세까지 적

용할 수 있다(Deitz 등, 2007). 4가지 균형 검사 조건(표

1)에서 한발서기 자세로 균형을 유지한 시간을 초시계

로 측정하였고 두 번 측정한 시간 중 더 오래 유지한

시간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였다. 최대 균형 유지 시간은

1분으로 하였고 첫 번째 측정에서 1분 이상 균형을 유

지한 경우에는 두 번째 측정을 생략하였다. 근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건 중간에는 1분간 휴식하게

하였다. 검사 순서는 대상자가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

로 정하였다.

나. 실험도구

균형 유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01초까지 측정

가능한 초시계를 사용하였다. 시각 정보가 없는 조건(조

건 2, 4)에서의 균형 능력 평가 시 안대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바닥이 불안정한 조건(조건 3, 4)에서 균형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하여 5 ㎝ 두께의 스펀지를 사용하였다.

1) 한발서기 검사: 한발서기는 균형 평가를 위해 임

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적 상태에서의 균

형 유지 능력을 수량적으로 평가한다. 한발서기 평가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r=.87～.9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59～1.0이다(Atwater 등, 1990).

3. 분석방법

대상자들의 연령과 검사 조건이 균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체간 요인이 하나(연령)이

고 반복요인이 하나(검사 조건)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ANOVA)을 하였다. 연령대별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으로 본페로니 수정

(Bonferroni's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 α=.01로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

계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각 연령 집단별 조건에 따른 균형 유지 시간은 표 2

에 제시하였다. 개체간 요인과 반복요인을 고려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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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단단한 지지면, 눈 뜬 상태 조건 2: 단단한 지지면, 눈 감은 상태

조건 3: 스펀지 위, 눈 뜬 상태 조건 4: 스펀지 위, 눈 감은 상태

그림 1. 검사 조건별 연령 그룹 간 균형 유지 시간 비교(*p<.01).

F p

검사 조건 119.587 .000

연령 16.684 .000

조건 × 연령 1.413 .161

표 3. 연령 집단과 검사조건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복측정 분산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검사조건 간에는 상

호작용 효과가 없었다(F=1.413, p>.01). 대상자들은 검

사 조건에 따라 균형 유지 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F=119.59, p<.01), 연령 집단에 따라서도 균형 유

지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69, p<.01)(표 3).

연령 집단별 본페로니 수정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 4～6

세, 7～9세, 10～12세 집단이 성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1) 4～6세 집단은 10～12세, 13～15세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검사 조건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균형 유지 시간의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1). 세 개

의 감각이 정확히 입력되는 조건 1에서는 4～6세 집단에

서만 성인 집단에 비해 균형 유지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

다(p<.01). 시각정보는 차단되고 고유수용성감각과 전정

감각이 정확히 제공되는 조건 2에서는 4～6세, 7～9세,

10～13세 집단의 균형 유지 시간이 성인 집단보다 유의

하게 짧은(p<.01) 반면, 13～15세 집단은 성인 집단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각, 전정감각은 정확히 제공되지

만 고유수용성감각이 부정확하게 입력되는 조건 3에서는

4～6세, 7～9세 집단이 성인 집단과 비교할 때 균형 유지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고(p<.01), 10～12세 이후 집단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각정보가 차단되고 부정확한

고유수용성감각이 입력되는 조건 4에서는 아동 집단 모

두가 성인 집단에 비해 균형 유지 시간이 짧았다(p<.01).

Ⅳ. 고찰

균형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정적

균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한다고 하였다. 하지

만, 균형이 언제 성숙하게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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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균형 발달이 10세까지 완성되

어 성인과 같은 균형 능력을 갖게 된다(Hatzitaki 등,

2002; Kirshenbaum 등, 2001; Shumway-Cook과

Woollacott, 1985)는 주장과 15세 이후에도 균형발달이

진행된다(Cherng 등, 2003; Hirabayashi와 Iwasaki, 1995)

는 주장이 공존한다. 한편, 10세 아동과 성인의 균형 능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10세 이후에도 균형 발달

은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Cherng 등, 2001;

Rival 등, 2005).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나

이가 1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후의 균형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 집단(4～6세, 7～9세, 10～12세, 13～15세)의

정상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균형 능력을 측정하여 아동

의 균형과 감각통합의 발달 과정을 비교하였다.

4개의 다른 검사 조건에서 한발서기 시 연령 집단별

균형 유지 시간을 비교한 결과, 4～6, 7～9, 10～12세

집단과 성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6세

집단은 10～12세, 13～15세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7～9세, 13～15세에 아동의 균형 능력이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가 나온 이유는 균형 유지에 사용되는 시각, 고유수용

성감각, 전정감각 체계의 발달 시기가 다르고 따라서,

이들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의 감각통합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단단한 바닥에 서있는

것처럼 학습이 잘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고유수용성 감

각이 균형 유지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시각정보는 부

차적으로 이용된다. 반면, 불안정한 바닥에 서있거나 학

습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시각정보가 가장 중요

하게 작용한다. 전정계는 감각정보가 불일치하는 상황

에서 전정감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억

제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Shumway-Cook

과 Woollacott, 1985). 즉, 본 연구의 조건 1과 같이 가

장 일상적이고 학습이 잘 되어있는 환경에서는 고유수

용성감각이, 바닥면이 불안정한 조건 3의 경우에는 시

각정보가 균형 유지에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감각

정보가 서로 불일치되는 조건 4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

정감각이 기준이 되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검사 조건별로 연령에 따른 균형 능력 차이를 살

펴보았을 때, 그 결과는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

다. 조건 1의 경우, 4～6세 집단이 성인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균형 유지 시간이 짧은데 비해 7～9세 집단 이

후부터는 성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모든 감각정보가 정확히 입력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7～9세에는 성인의 수준에 도

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수용성감각계의 기능적 효

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조건 2에서 10～12세까

지는 성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13～15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각정보를 이

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13～15

세경에 성인의 수준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조건 3

의 경우, 4～6세, 7～9세 집단과 성인 집단 간에는 균형

유지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10～12세 이후부

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가 부정확하게 입력됨에 따라 감각 불일치가

발생하고 시각정보가 균형 유지에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10～12세경에 성

숙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시각계의 기능적 효율성이 이

시기에 성인의 수준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조건 4에서

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 집단에서 균형 유지 능력이 성인

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 유지에

필요한 감각정보들 중에서 오직 전정감각만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13～15세에도 균형 능력이 성인의 수준

에 도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정감각계의 기능

적 효율성이 성인이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균형 유지에 사용되는 감각체계들

의 발달이 고유수용성감각(7～9세), 시각(10～12세), 전

정감각(15세 이후에도 계속)의 순서로 각기 다른 시기

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Rine 등(1998)은 3～

7.5세 아동과 어른이 균형 능력을 비교한 실험에서, 고

유수용성감각은 4～6세경에 성숙하게 되지만 시각과 전

정감각은 7.5세 이후에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또한, Hirabayashi와 Iwasaki(1995)는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이 아동 초기에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비

해, 시각과 전정감각 기능의 발달은 훨씬 느리게 진행

되어 시각은 14～15세경에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전정

감각 기능은 15세 이후에도 발달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에 기여하는 감각체계들의 발달이 아동

기 전반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전정

계의 기능은 15세 이후에도 발달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을 15세 이하로

제한하였으므로 전정계의 기능이 언제까지 발달하는지 확

인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15세 이후 연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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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상 연령을 더욱 다양하게 한다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감각계의 발달과 더불어 감각통합과 균형의

발달과정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검사 조건에서 4～15세 정상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적균형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아동의

균형 발달과 감각통합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아

동의 균형 능력은 검사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 유지에 사용되는 감각들의 기능적

효율성과 감각통합 기능이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균형 유지에 작용하는 감각통합의

발달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고유수용성감각

은 7～9세, 시각은 10～12세경에 성숙하게 되고, 전정감

각은 15세 이후에도 발달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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