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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균형이란 기저면 내에서 신체 중력 중심을 유지하고 신체정렬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1) 균형은 크게 

정적균형과 동적균형으로 나뉜다. 균형은 크게 정적균형과 동

적균형으로 나뉜다. 정적균형은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중력 

중심을 기저면 내에 두어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고, 동적균

형은 동작이 있는 상태에서 중력 중심을 기저면 내에 두어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2) 이러한 균형능력이 감소되면 

기능적인 활동이 제한되며, 균형능력의 평가를 통해 낙상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3)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은 MTD-Balance system4), 

Biodex Balance system5) 등이 주로 사용 되고 있으나, 고

가의 장비로 별도의 공간과 기술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6) 

최근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7,8) 이전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과 동적균형과제 그리고 다양한 질환과 연령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9)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적 균형능력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10) 동적 균형능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보고된 바가 없으며, 현재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균형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

코프 센서를 모두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측정값을 추출하

여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균형능력 측정 시 스마트폰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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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총4개월간 다

양한 연령대의 성인 남녀 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았다.

- 중재 수행 동안 독립적으로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중추신경계, 안뜰계, 시각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

- 연구과정에서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

본 연구는 유원대학교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S8(Galaxy S8, 

Samsung) 이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Sensor Kinetics Pro 

(Ver.2,1.2, INNOVENTIONS Inc, US)를 사용하였다. 

Sensor Kinetics Pro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에 대해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 측정값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다. 표본 추

출률은 50Hz로 한다. 동적균형과 정적균형 측정을 위해 안정 

지지면인 편평한 바닥면과 불안정 지지면인 밸런스패드(Airex 

Balance Pad, Airex, Swiss)를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신

체에 부착하기 위한 스포츠 암밴드(Arm band)를 사용하였

다. 스마트폰은 가로 모드로 하여 우세측 종아리뼈머리의 아

래 5~8cm와 허리척추뼈 3번에 부착하였다. 안정지지면에서 

눈을 감은 뒤 파라오자세(Figure 1), 불안정 지지면에서 차려

자세로(Figure 2) 각각 30초간 2회 측정하였으며 하루 간격

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엑셀(Excel Microsoft Office 

365 ProPlus, v.1707, Microsoft, US)과 SPSS 18.0을 사용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산출된 값들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Total값 = 








위 공식으로 산출된 값의 ㎐별로 차이 값(변화량)을 구하

여 측정된 시간의 데이터를 모두 더한 다음 데이터의 수만큼 

나눠 평균 변화량을 구하였으며, 스마트폰의 1차, 2차 측정값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스마트폰의 1차, 2차 측정값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CC (3,1))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안정지지면에서 정강이에 부착한 스마트폰의 측정값 신뢰도

1차 측정과 2차 측정 시 안정지지면에서 정강이에 부착한 스

마트폰에서 추출한 가속도센서 측정값은 높은 상관관계

(r>0.70, p<0.50)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이며 

자이로스코프센서 측정값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r>0.50, 

p<0.50)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였다(Table 2). 

Figure 1. Balance ability on the stable ground. Figure 2. Balance ability on the unstable balance pad.

Variables Mean±SD

Gender (M/F) 25/44

Age (years) 53.57±21.23

Height (㎝) 161.81±8.19

Weight (kg) 61.87±13.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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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지지면에서 허리에 부착한 스마트폰의 측정값 신뢰도

1차 측정과 2차 측정 시 안정지지면에서 허리에 부착한 스마

트폰에서 추출한 가속도센서 측정값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r>0.90, p<0.05)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이며 

자이로스코프센서 측정값은 높은 상관관계(r>0.70, p<0.05)

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였다(Table 3).

3. 불안정지지면에서 정강이에 부착한 스마트폰의 측정값 신

뢰도

1차 측정과 2차 측정 시 불안정지지면에서 정강이에 부착한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가속도센서 측정값은 높은 상관관계

(r>0.70, p<0.05)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이며 

자이로스코프센서 측정값은 높은 상관관계(r>0.70, p<0.05)

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였다(Table 4).

4. 불안정지지면에서 허리에 부착한 스마트폰의 측정값 신뢰도

1차 측정과 2차 측정 시 불안정지지면에서 허리에 부착한 스

마트폰에서 추출한 가속도센서 측정값은 높은 상관관계

(r>0.70, p<0.05)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이며 

자이로스코프센서 측정값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r>0.90, 

p<0.05)와 매우 높은 일치도(ICC>0.75)를 보였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이

로스코프센서와 가속도센서의 값을 추출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균형능력 측정 시 스마트폰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Jeremy 등11) 은 균형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스마트폰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이 기존의 균형장비들과 

측정값이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Chung12)의 연구에서는 발

목관절에서 멀어질수록 지렛대의 길이가 길어지고 자유도가 

높아져 약간의 흔들림에도 움직임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가속

도 값이 과도하게 표현된다고 하였고, Shah13)의 연구에서는 

Table 2. Reliability of balance abilities measure in tibia on the stable ground.

Variables
Mean±SD

Difference
Pearson correlation

ICC
1st test 2nd test r p

Acceleration 12.97±4.414 13.076±5.063 2.457±1.778 0.802** <0.01 0.885††

Gyroscope 3.045±1.718 2.886±1.254 0.726±1.058 0.672* <0.01 0.780††

*

0.70＞r＞0.50; 
**

0.90＞r＞0.70; 
***

r＞0.90; 
†
0.75＞ICC＞0.60; 

††
ICC＞0.75.

Table 3. Reliability of balance abilities measure in low back on the stable ground.

Variables
Mean±SD

Difference
Pearson correlation

ICC
1st test 2nd test r p

Acceleration 16.353±8.176 15.856±8.093 2.697±2.171 0.911*** <0.01 0.953††

Gyroscope 3.627±2.022 3.544±1.942 0.67±0.677 0.885** <0.01 0.939††

*

0.70＞r＞0.50; 
**

0.90＞r＞0.70; 
***

r＞0.90; 
†
0.75＞ICC＞0.60; 

††
ICC＞0.75.

Table 4. Reliability of balance abilities measure in tibia on the unstable balance pad.

Variables
Mean±SD

Difference
Pearson correlation

ICC
1st test 2nd test r p

Acceleration 34.043±18.464 34.163±20.022 7.381±6.119 0.878** <0.01 0.933††

Gyroscope 8.393±4.946 7.788±4.471 2.068±1.902 0.834** <0.01 0.907††

*

0.70＞r＞0.50; 
**

0.90＞r＞0.70; 
***

r＞0.90; 
†
0.75＞ICC＞0.60; 

††
ICC＞0.75.

Table 5. Reliability of balance abilities measure in low back on the unstable balance pad.

Variables
Mean±SD

Difference
Pearson correlation

ICC
1st test 2nd test r p

Acceleration 28.943±14.971 28.275±14.554 5.927±6.548 0.821** <0.01 0.902††

Gyroscope 6.913±3.935 6.394±3.479 1.318±1.186 0.902*** <0.01 0.945††

*

0.70＞r＞0.50; 
**

0.90＞r＞0.70; 
***

r＞0.90; 
†
0.75＞ICC＞0.60: 

††
ICC＞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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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균형능력을 측정할 

때, 허리에 부착하는 것보다 무릎 주변에 부착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 높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의 키를 고려하여 비

교적 촉진이 쉬운 종아리뼈머리 아래 5~8cm높이의 정강이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였으며, 몸통의 흔들림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허리에 스마트폰을 부착하여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반복 측정하

여 그 값이 일정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14) 이에 본 연

구에서도 1차, 2차측정으로 각각 나누어 반복 측정하였다. 

기존 고가의 균형능력 측정 장비들의 연구에서 ICC 값을 

보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측정한 Good Balance sys-

tem의 값은 0.69~0.93 이었으며,15) 한발서기 균형능력을 측

정한 Biodex balance system의 값은 0.77이었다.16) 본 연

구에서 동적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ICC는 0.780~0.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적균형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속도센서의 ICC는 0.885~0.95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Galán-Mercant17) 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균형능력을 측정한 

바가 있으며, 스마트폰의 센서 값이 균형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앞으로 스마트폰이 균형능력을 측정하

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Park18)은 기존

의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고가이므로 더 경제적이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균형능력 측정장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만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지만, 향후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이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보다 더 간편하고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젊고 건강하여 비교적 우수한 

균형능력을 가진 대상자만으로 연구한 연구들에 비해, 본 연

구는 다양한 균형능력을 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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