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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운동 유형이 노인 여성의 낙상관련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박     소     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 다른 운동 유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여성의 신체

조성,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관련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G시에 거주하며, 의학적 소견이 없는 65세 이상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G시 복지관에서 하루 60분, 주 4회, 12주간 실

시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측정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총 

2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 절차는 신체적 특성 중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허리/엉덩

이 둘레비(WHR)를 측정하였다. 낙상관련 체력변인 측정을 위해 Senior Fitness 

Test로 근력(상체 근력, 하체 근력), 민첩성, 유연성(상체 유연성, 하체 유연성), 

심폐지구력, Gaitview® AFA-50을 이용하여 평형성을 측정하였다. 낙상관련 심리

변인은 한국형 노인 낙상효능감(FES-K) 설문지, 한국형 노인 낙상공포 및 활동척

도(K-SAFE) 설문지를 이용하여 낙상효능감과 낙상공포를 측정하였다.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체조성의 변화에서 체중이 측정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났지만(p<.05), 저항성 운동군과 복합 운동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둘째, 낙상관련 체력요인의 변화에서 상체 근력은 측정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p<.001),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났다(p<.05). 하체 근력은 측정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

며(p<.001),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1). 하체 유연성은 

측정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나(p<.01), 상호작용 효과에

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폐지구력은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한 변

화를 나타냈으며(p<.05),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1). 평

형성에서 ENV, REC에서 측정시기,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그룹 간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셋째, 낙상관련 심리요인의 변화에서 낙상공포가 측정시기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5).

  넷째, 하체 근력의 변화에 따라 BMI, 심폐지구력, 낙상공포의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5).

  결론적으로 노인 여성에게 저항성 및 복합 운동 프로그램이 낙상관련 체력요

인, 낙상관련 심리요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운

동 중재 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복합 운동군이 저항성 운동군보다 더 많은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낙상관련 심리요인 및 낙상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하체 근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낙상과 관련하여 운동을 처방할 

때에는 저항성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주요어 : 여성노인, 낙상, 운동유형,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관련 심리요인

학  번 : 201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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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Statistics Korea[KOSTAT], 2011)에서 작성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

면,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0%를 넘었기 

때문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게 되었다.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24.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체력의 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를 가속화시킨다. 

노인에게 있어서 많은 신체활동은 생애 말기에 저하된 신체기능으로 인하여 불

편함을 느끼게 되는 기간을 짧게 만들어준다(Hubert, Bloch, Oehlert, & Fries, 

2002). 반면에 비신체활동은 신체기능의 퇴화, 그리고 근력과 신경근 활성화의 결

손을 가속화시켜 기능적인 문제, 노쇠함, 낙상의 발생 등을 증가시킨다(King, 

Rejeski, & Buchner, 1998; Mazzeo & Tanaka, 2001; Waneen Wyrick Spirduso, 

1995; van der Bij, Laurant, & Wensing, 2002).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우에 시

선 조절능력이 저하되거나 자세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체균형조절능력 등의 기

능이 약화되면서 낙상 위험요인의 증가로 이어진다(Gauchard, Gangloff, Jeandel, 

& Perrin, 2003).

  낙상은 비교적 노인들에게 흔한 사건이다(Michael E. Rogers, Rogers, 

Takeshima, & Islam, 2003).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분의 1이 적어도 1번은 

넘어지며, 그들 중 2분의 1은 또다시 넘어진다(Tinetti, 2003). 노인들에게 낙상관

련 상해와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건강관리 문제이며, 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낙상 예방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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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낙상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J. G. Evans, 1990), 나빠진 평형성, 근

육 약화, 그리고 느려진 반응시간과 같은 생리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일어난다(Carter, Kannus, & Khan, 2001). 운동은 생리학적인 손상을 개선함으로

써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낙상 위험 요인들과 낙상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Lord, Ward, Williams, & Strudwick, 1995)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일반

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 여성들의 평형성, 근력, 그리고 반응 시간을 향상시

켰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극권(Wolf et al., 1996)과 가정 중심의 

근력, 평형성 트레이닝 프로그램(Campbell et al., 1997)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낙상 발생률을 줄인다. 

  단일적이고 다원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

구가 증명되었고(Gillespie et al., 2009),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Chang et al., 2004). 실제로 운동만이 낙상을 방지하는 치료요법인 동시

에 근육량, 근력, 평형성, 그리고 골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또한 운동은 평형성,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

을 향상시키고(Cavani, Mier, Musto, & Tummers, 2002), 신경근의 기능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Hakkinen & Hakkinen, 1995; Taaffe, Duret, Wheeler, & Marcus, 

1999) 낙상의 발생을 줄인다(Buchner et al., 1997; Province et al., 1995).

  댄스는 노인들에게 있어 매우 적절하고 즐거운 활동인 동시에 좌식생활을 하

는 노인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첫걸음이 된다(Judge, 2003). 또한 댄스 트

레이닝이 안정시 심박수와 혈압을 감소시키고 유산소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었다(Adiputra, Alex, Sutjana, Tirtayasa, & Manuaba, 1996). 소현정(2001)의 연

구에 따르면 차차차를 수행할 때 24.7㎖․㎏-1․min-1(VO2max 41.8%), 자이브를 수행 

할 때 30.3㎖․㎏-1․min-1(VO2max 72.5%)이므로 댄스 스포츠가 유산소 운동으로 적

합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권윤방(2000)은 댄스 스포츠가 심폐기능 및 체격을 발달

시키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낙상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Yoo, 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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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ns, 2010).

  저항성 운동 또한 노인의 기능적 건강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주목 받고 

있다(Brandon, Boyette, Lloyd, & Gaasch, 2004; Campbell et al., 1997; Fiatarone 

et al., 1994). 근력의 감소, 특히 하지 근력 감소는 낙상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

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왔다(de Rekeneire et al., 2003; Lord, Menz, & 

Tiedemann, 2003; Moreland, Richardson, Goldsmith, & Clase, 2004; Rao, 2005; 

Rubenstein, 2006; Skelton, Kennedy, & Rutherford, 2002). 저항성 운동 용구 중 

탄력밴드는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서 누구나 유익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용구이다(Rose, 2003). 12주간의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무릎근의 향상을 가져

왔고(Mikesky, Topp, Wigglesworth, Harsha, & Edwards, 1994), 16주간의 탄력밴드 

훈련이 악력과 하체근력의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M. E. Rogers, Sherwood, 

Rogers, & Bohlken, 2002). 그리고 10주간 고령 여성에게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

동을 실시하였을 때 근육량 및 생활체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저밀도 콜레

스테롤 및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 관련 운동중재 연구는 1998년에 시작되었다. 기공체조를 

활용한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24주간 실시하였을 때 농촌 노인의 신체조성과 체

력변화를 본 결과 체중, 체지방량, BMI, 복부 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악

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김지선 & 김수연, 2011). 8주

간 탄력밴드 운동과 균형패드 운동을 활용한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하지 근력, 근지구력, 균형능력, 보행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혁종, 2010). 

또한 12주간의 복합 운동(라인댄스+탄력밴드) 처치가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의 

신체 구성, 혈중 지질, 건강체력과 동맥경화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의 결

과 체중, 체지방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김춘심, 201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의 낙상 발생률이 

25.9%로 남성의 14.6%보다 높으며, 후유증도 여성의 54.0%가 경험하여 남성의 

31.9%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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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운동 유형에 따른 노인 여성의 종합적인 낙상관련 위험요인에 초점

을 맞춘 운동중재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여

성 노인으로 제한하여 시간적 추이에 따라 운동 유형이 낙상관련 위험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 다른 운동 유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여성의 신체

조성,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관련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12주간 운동 프로그램 후 운동 유형에 따라 신체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12주간 운동 프로그램 후 운동 유형에 따라 낙상관련 체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12주간 운동 프로그램 후 운동 유형에 따라 낙상관련 심리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12주간 운동 프로그램 후 하체 근력과 각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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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G시에 거주하며 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으로 제한    

   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 30명은 모집단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5)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실험기간 중 운동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연령으로 정한다.

  2) 낙상

  낙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비의도적인 자세변화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

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내재적 요인 혹은 외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

로써 본 연구에서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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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상관련 위험요인

  낙상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력, 민첩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을 낙상관련 체력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낙상효능감, 낙상공

포를 낙상관련 심리요인으로 정의하였다.

    (1) 평형성

  평형성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무게중심을 지지면 

내에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Gaitview® AFA-50(Alfoots, Korea) 장

비를 이용하여 눈을 감고 스펀지 위에 20초 동안 서 있을 때 측정한 

ENV(Envelope area : 외주 면적), REC(Rectangle :단형 면적), Stability Score 점

수를 평형성이라 정의한다. 

    (2) 낙상효능감(Falls Efficacy Scale; FES)

  낙상효능감이란 일상생활에서 10가지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감 정도를 말한다

(Tinetti & Ginter, 1988; 허정훈, 임승길, & 이동현, 2010).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에 맞게 번역되고 수정된 한국형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FES-K)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3) 낙상공포(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SAFE)

  낙상공포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활동뿐만 아

니라 더 어려운 활동과 집 밖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균형을 잃거나 불안정하

게 되지 않을 자신감을 말한다(임승길, 2010).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노인 낙상공

포 및 활동척도(K-SAF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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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nior Fitness Test

  노인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

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검사이다. 허약자부터 매우 건강한 노인들의 체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검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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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노화

  1) 노인

  노인(老人)의 정의는 국가별, 시대별, 혹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및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국제노년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는 “노인이란, 1)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는 신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2)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소

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 3) 인체 기관의 조직 기능에 노화 현상이 일어난 시기에 

있는 사람, 4) 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성이 적극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5) 조직 및 기능의 소모로 인하여 적응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라 정의하

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은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변

화가 함께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역할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 Birren(1959)은‘노인이란 신체적ㆍ생리적 노화 현상에 의하여 심리적ㆍ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Havighust(1978)에 

의하면‘노인은 수행해 나가는 역할보다 사회적 역할, 즉 일상적이고 융통성 있

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노인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으로 인해 노년기가 끝이 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는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며, 노르웨이는 남녀 70세 이상, 미국은 

남녀 66세를 기준으로 노년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정년퇴직 연령으

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Cohen(197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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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최상웅, 2004).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1996)에 의거하여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2) 노화

  노화란 일차적으로는 인생의 초기에 시작되어서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신체적 

노쇠 현상의 점진적인 과정이며, 이차적으로는 신체의 과다 사용 혹은 불사용, 

질병 등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위성식, 

2001). 우리 몸은 약 3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

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점차 감소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중풍,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치매, 당뇨병 등의 여러 종류의 퇴

행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근력이나 골밀도가 감소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

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노화 과정”이라 한다(Roos & Havens, 1991). 노화

의 증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피곤함, 우울증, 집중력 저하, 무력감, 자신감 결

여 등이 있고, 불면증, 수면 패턴의 변화, 소외감 등의 정신적 장애 증상 등이 있

다(Emery & Gatz, 1990). 따라서 노화는 일반생리 기능 저하, 생식 능력 저하, 스

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 저하, 노화 관련 질병의 증가, 사망확률의 증가 등을 

동반한다(신윤아, 임강일, & 석민화, 2007).

  모든 인간이 출생과 사망 이외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 노화이며 출생

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노화 과정은 세포, 조

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유전적인 생활패턴, 질병 상태가 영향

을 미친다. 노화는 연령의 증가에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과 

같은 내적 요인과 영양, 환경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R. J. Shephard, 

1993). 내적 요인인 유전 형질을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 운동량, 일상적인 

식사 형태, 스트레스 등의 외적 요인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이승주 

& 김선엽, 1993).

  30대 이후부터 사람은 노화가 진행되며 여러 기능의 퇴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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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는데 가장 급속히 퇴화되는 신체기관은 

호흡 및 심혈관계, 골격계, 소화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감각계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호흡 및 심혈관계, 근육계, 골격계 등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다

(Heyward et al., 2002). 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1%는 질환을 가

지고 있었다. 순환계 질환이 61건, 내분비계 질환이 23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의 질환이 16건, 신경계 질환이 13건, 호흡기 질환이 13건으로 보고되었다(이현숙 

& 김매자, 1997).

  3) 운동과 노화

  심박출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5ℓ이며 성인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약 10%가 

적은 4.5ℓ정도이다. 30세 이상이 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박출량은 매년 1%

씩, 1회 심박출량은 매년 0.7%씩 감소한다. 안정시 심박수 또한 거의 변화가 없

으나 최대 심박수와 최대 산소 소비량이 점차 감소한다. 산소 소비량은 남성의 

경우 10년에 4.0~5.5ml/kg/min정도 감소하며 여성의 경우 2.0~3.5ml/kg/min정도 감

소한다. 심폐능력의 지표가 되는 최대 산소 섭취량도 20세에 평균 50ml/kg/min에

서 80세에 20ml/kg/min으로 감소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70세에도 30세의 최

대 산소 섭취량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김종훈, 박정래, 김찬회, & 김원식, 

1998; 진영수, 1998).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의 참가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10년에서 많게는 20

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Shephard, 1997). 체력 유지, 증진 및 각종 질환을 예방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권장되며, 증가된 신체활동을 통하

여 심폐기능, 신체 구성, 근력과 같은 체력을 강화시켜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률을 줄일 수 있다(Skinner, 1993). 장기간의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 당뇨병, 관

절염 등의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고, 근소실 및 골밀도의 감소 등과 같

은 노화에 따른 기능적인 저하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신체의 평형성과 유

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Province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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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건강의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근위축, 우울증,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 노인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이 때 운동 

강도는 개인 최대 운동능력의 40~8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 빈도

는 매주 3~5회, 운동 시간은 30~40분이 적당하고, 운동 기간은 운동의 효과를 얻

기 위해서 8~12주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Franklin, Whaley, Howley, & Balady, 2000).

  전반적인 운동의 일반적 원리는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영향으로 인

한 제한성을 제외하고 젊은 층에게 적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이 실

시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운동의 종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운동 기간 또는 단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효과적이다(이환

곤, 2008).

2. 낙상

  1) 낙상의 정의

  낙상이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인 자세의 변화 때문에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어

지거나 눕게 되어 본래 몸의 위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Stalenhoef, 

Diederiks, Knottnerus, Kester, & Crebolder, 2002), 세계보건기구(WHO, 2007)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지면에 접지한 경우라고 정

의한다. 낙상의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적인 요인이란 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서 근력 약화, 균형능력과 보행의 이상, 하지 기능 장애, 유연성 부

족, 시각기능 손상, 인지능력 손상, 자세에 따른 혈압의 급격한 변화, 만성적 장

애 동반 등을 말하며, 이것 이외에도 질병, 약물복용, 음주 등이 포함된다. 외적

인 요인은 개인이 생활하는 현재의 환경적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변 장애물

로 인한 우연한 낙상이 전체의 약 2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F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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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노인의 낙상

  낙상은 중년기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 일종의 질병 위험인자로 65세 이상 노인

들이 입는 상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W. J. Evans, 1995; Larsson, Grimby, & 

Karlsson, 1979; Whipple, Wolfson, & Amerman, 1987). 이는 2차적으로 뇌 손상, 

골절,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며 낙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어

질 또 다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렇기에 낙상은 노인에게 골절과 

같은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문정순, 송경애, 최정현, & 강성실, 2001). 또한 낙상은 통

증을 유발하고 활동력의 제한을 초래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줌으

로써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활동의 제한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정복자, 2008).

  뿐만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병원 의료비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낙상으로 

인한 재원기간의 증가로 치료비용의 약 9.4%, 의료 시스템 비용의 약 41%를 사

용하게 된다(WHO, 2007). 한국의 경우에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 중 낙상을 포

함한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약 9.01%를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따라서 낙상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으로나 개인적ㆍ사회적 차원의 과도

한 의료비의 지출을 막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상에 대한 인식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황선영, 2011).

  WHO(2007)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28~35%, 70세 이상 노

인의 32~42% 정도로 매년 낙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40%는 낙상의 

재경험이 발생한다. 노인의 낙상에서 20~30%가 심한 부상을 입고, 65세 이상 노

인의 응급의학과 방문 원인의 10~15%가 낙상이 원인이며, 노인 낙상 환자의 50% 

이상이 입원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한국생활안전협회(2008)에 의하면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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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65세 이상의 노인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9.3%가 낙상을 경험하

였다고 한다. 또한 Fuller(2000)의 연구에서 75세 이상인 노인의 사망 원인 중 

70% 이상이 낙상이며, 낙상으로 인한 손상률은 8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가장 높

고, 낙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노인의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보고되었다(신

경림, 2005).

  3) 낙상관련 위험요인

    (1) 체력(Physical fitness)의 정의

  체력이란 신체적 작업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대, 배경, 문화, 그리고 전문

가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로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고 불의의 사태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근육, 생리적 기능 등 

운동 기능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힘과 함께 기억 능력 등과 

같이 인체의 모든 기능을 종합하여 발현되는 작업 능력으로서의 뜻이 포함된다. 

즉 체력이란 인간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진원, 1994).

  체력은 인류가 발생한 이후에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

어 왔고, 체육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진 이후에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다. 체력이란 영어로 physical fitness이며 이를 직역하면 신체 적성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신체 적성 혹은 체력이란 단지 신체가 힘이 세다든지 혹은 질병이 

없다든지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적성 혹은 체력

이란 외계의 자극에 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의 방위력과 적극적으로 외계

에 동작하는 행동력을 말한다(민춘기, 1997).

  최근에는 AAHPERD(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에서 체력을 크게 운동수행관련 체력(Mot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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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과 건강관련 체력(Health-related Fitness)으로 분류하고 있다. 운동수행관

련 체력은 민첩성(Agility), 평형성(Balance), 순발력(Power), 협응성(Coordination), 

속도(Speed)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

체적 능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건강관련 체력은 전통적인 체력과 비교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피로를 느끼지 않고 정열적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요인으로서 심폐지구력(Cardiorespiratory Fitness), 유연성

(Flexibility), 근력(Muscular Strength), 근지구력(Muscular Endurance), 신체조성

(Body Composition) 등이 있다.

  체력은 행동체력과 방위체력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행동체력은 실생활에 필

요한 모든 신체 운동의 기본이 되는 체력이다. 주로 운동 능력을 의미하지만 전

신지구력과 같은 행동 체력은 심장, 혈액, 폐 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생리적 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 방위체력은 추위, 더위와 같은 기

후 변동에 대한 자극이나 병균의 감염, 정신적 건강, 피로 등을 잘 견디어 자신

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과 관련된 개념의 건강관련 체력은 방위체력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되

었으나 전신지구력과 같은 행동체력도 건강관련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건강관련 체력을 일반적인 체력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American 

Alliance for Health & Dance, 1980).

    (2)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근력, 민첩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을 낙

상관련 체력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낙상관련 상해예방(김현주, 최종환, 이규문, & 

장봉우, 2004)과 연관성이 있기에 본 연구의 변인으로 정하였다.

  노인에게서 근력(Muscular strength)은 걷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자

립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근력의 감소로 인하여 근육의 부피 감소는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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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상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어왔다(Fiatarone et al., 1990). 노화로 인

한 근육의 약화는 기능적인 능력의 쇠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로 인한 

순환고리와 연관이 있는데 이 순환 고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조절하면 지

연시킬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동작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근력 증진이 필

요하다(Judge, Lindsey, Underwood, & Winsemius, 1993). 많은 일상생활의 동작들

은 다양한 수준의 다리 근력을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 동작의 감소는 근력에 의

하여 영향을 받아서 50세 이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며, 80세 이상에서는 더욱 현

저하게 감소된다(Lindle et al., 1997). 근육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으로 신체의 평형성과 보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동시에 근력도 증가시켜서 낙상의 위험을 줄여준다(Bassey, 1997).

  민첩성(Agility)은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신체의 위치를 재빨리 바꾸

거나 방향 전환을 민첩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의수, 2007). 이는 남에게 의존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낙상과 관련된 의

미 있는 체력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운

동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장내심 & 김선응, 2003). 에어로빅,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탄력밴드 운동과 같은 무산소 운동은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다(이의수, 2006).

  유연성(Flexibility)은 관절 주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범위인 관절의 가동범위

를 말하며 운동범위를 크게 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속할 때 유지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의 가동범위와 유연성은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이로 

인하여 노인에게 다양한 장애가 진행이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퇴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한다(Jette & Branch, 

1981). 유연성은 15~16세에서 가장 운동 가동범위가 크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서

서히 줄어들고, 65세 이후에는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감소된다(홍춘

기, 오상덕, & 이승주, 2006). 

  지구력(Endurance)은 크게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지구

력은 최대 운동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다(방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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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므로 반복적인 운동을 통하여 골절과 관련

된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높여줄 수 있다(이영숙, 2004; 최보윤, 2001). 심폐지구력은 전신 지구력이

라고도 하며 최대 산소섭취량의 증가는 심폐지구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1회 

박출량의 증가 혹은 동정맥 산소 함량의 증가에 기인한다(Levine & Balady, 

1993).

  평형성(Balance)은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정을 되찾아서 평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낙상예방에 중요한 체력 요소이다. 정적 평형성과 동적 평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적 평형성은 평균대에서와 같이 제자리 동작에서의 평형력

이며 동적 평형성은 끊임없이 평형을 조절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이의수, 

2006). 노인의 평형감각 저하는 낙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평형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김현경, 이현섭, & 김형수, 2002).

    (3) 낙상관련 심리요인

  낙상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낙상효능감(Falls efficacy scale; FES) 설

문지와 낙상공포(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SAFE) 설문지로 정의

하였다.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 구조를 이용하여 낙상공포를 측정하는 도구인 낙

상효능감 설문지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10가지 활동을 수행

하는 동안 낙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를 

검사하는 도구이다(Tinetti, Richman, & Powell, 1990). 낙상공포는 낙상효능감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상공포는 낮은 낙상효능감과 동일하다

(Tinetti & Powell, 1993; Tinetti et al., 1990). 낙상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심리

적 손상도 유발시키고(Rubenstein, Josephson, & Robbins, 1994), 이로 인하여 낙



- 17 -

상을 경험한 노인은 가족, 친척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Walker & 

Howland, 1991). 따라서 낙상효능감이 낮아지면서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상효능감을 증가시키려면 고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천

하도록 해야 한다(Tinetti, Mendes de Leon, Doucette, & Baker, 1994).

  낙상공포는“개인이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도록 하는 낙상에 대

한 지속적인 걱정”이라고 정의한다(Tinetti & Powell, 1993). 얼어붙은 보도를 걷

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걱정에서부터 낙상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고 무력한 불안에 이르는 낙상공포는 노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Evitt & Quigley, 2004). Tinetti 등(1988)은 낙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50%가 이전에 수행했던 행동이 두려워서 피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alker(1991)는 두려움이 사회적 모임 참여가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노

인들에게 있어서 기능의 중요한 측정도구라고 언급하였다.

3. 운동과 낙상

  노화 과정에서 운동 부족이라는 현상은 근육 위축을 초래하고 평형성, 지구력 

감퇴 등 체력의 손실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의 기능까지 떨어뜨려 전반적

인 건강 행위의 감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노

인들의 상당수가 낙상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최상웅, 2004).

  노화에 따라 낙상과 관련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운동, 교육, 

식습관, 환경 수정요법 등의 방법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구미옥, 

2006; 김민정, 2004; 전미양 & 최명애, 2002), 이 중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유연성, 평형성의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운동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

고되었다(W. W. Spirduso & Cronin, 2001).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은 2001년에 비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는‘몸이 불편해서’(72%),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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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 라는 이유로 나타났다(보건가족복지부, 2005). 

2011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율은 2010년에 비해 남자 30-40대, 여자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감소하였으

며, 특히 남자 20대, 60대와 여자 20대, 50대의 감소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7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체력도 함께 감소한

다.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체력 저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신체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등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보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10%이며 

65~74세 노인은 16%, 75세 이상의 노인은 9%로 일상생활의 활동이 상당히 부족

함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렇듯 운동을 통해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오주희, 2009).

  운동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과 그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불안 및 우울의 

감소와 같은 심리적 이점, 노인의 기능성과 독립성 증가뿐만 아니라(Whaley, 

Brubaker, Otto, & Armstrong, 2006)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은 낙상으로 인한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능

적 제한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다양한 만성 질환의 치료와 더불어 인지 및 

수면의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다(Nelson et al., 2007). 결과적으로 운

동은 노인의 기능성 감소와 체력의 저하를 예방, 유지, 개선함으로써 만성 질환

의 이환율을 감소시켜 개인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오주희, 2009). 

  한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후에 근육량이 약 20~25% 정도 감소하며 근력이 

20~3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하지의 약화, 발목과 무릎의 협응력 저하로 인하

여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Fernie, Gryfe, Holliday, & Llewelly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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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하여 감소된 근력, 평형성, 유연성 등은 전반적인 낙상관련 체력요인의 

감소를 수반하며 자세 유지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낙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알

려져 있다(전병일, 2006).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의 유지 및 증가를 가

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낙상비율의 감소와 평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Work, 

1989).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낙상 요인을 감소시키는 체력을 증가시키면 

자세 유지능력이 증가된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밝혔다(Mills, 1994; Sauvage et al., 

1992).

  노인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효과에 대하여 근골격계, 심혈관계, 제 2형 당뇨병, 

신경심리학적 건강, 암 등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Roy J. Shephard, 1997). 우선 

근골격계에서는 근육량 감소의 지연, 근력 향상, 근 사이즈 증가, 수축 단백질 함

량의 증가, 글리코겐 증가, 안정시 대사량 증가, 에너지 대사량 증가, 관절가동범

위 증가, 자세 안정, 낙상 위험 감소, 근관절 통증 감소, 폐경 여성에서 골밀도 

손실의 감소, 엉덩이와 척추 골절의 감소 등이 있다. 심혈관계에서는 생리학적 

요인 향상(최대 산소 섭취량, 심박출량, 좌심실 이완기말 용적 증가, 동정맥 산소

차 증가, 최대하 운동시 심부담도 감소), 혈압 개선,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감

소, 성인병 위험인자 감소, 울혈성 심부전 개선, 지질성분의 개선 등이 있다. 제 

2형 당뇨병에서는 발생률의 감소, 혈당 조절 개선, 당화혈색소 수준 감소, 인슐린 

민감도 향상 등이 있다. 신경심리학적 건강에서는 수면의 질 개선, 인지 기능(기

억, 집중, 반응 시간,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사고력) 향상, 우울증 감소, 단기 기억

력 향상, 자아 조절, 자기 효능감 개선 등이 있다. 암에서는 결장암, 유방암, 전립

선암, 직장암 위험 가능성의 감소, 삶의 질 향상, 피로 감소 등이 있으며, 모든 

사망 원인의 감소, 모든 질병 원인의 감소, 비만의 위험 감소, 말초혈관 폐색 질

환 증상의 개선 등의 기타 요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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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G시에 거주하며, 의학적 소견이 없는 65세 이상 3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G시의 노인 복지관에 일주일에 4번 이상 나오는 사

람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운동 프로그

램 출석률이 70% 이상이며 사전․사후 측정을 완료한 피험자들을 최종적으로 28

명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신체적 특성

구 분
통제군

(n=7)

저항성 운동군

(n=10)

복합 운동군

(n=11)

나이(yrs) 74.57±6.48 79.5±2.42 75.82±4.14

신장(㎝) 152.63±4.00 149.46±7.94 152.22±3.83

체중(㎏) 51.19±4.41 54.31±8.25 56.61±7.51

근육량(kg) 18.24±1.07 18.56±3.35 20.26±1.95

체지방량(kg) 16.67±3.01 19.19±3.80 18.78±5.26

체지방률(% ) 32.40±3.40 35.36±4.04 32.67±5.49

BMI(kg/㎡) 21.99±1.93 24.23±2.35 24.45±3.12

WHR 0.82±0.05 0.85±0.04 0.8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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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듣는 강의의 종류에 따

라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운동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운동 형태별로 탄력밴드 및 체중부하 운동을 하는 그룹은 저항성 운동군, 탄력밴

드와 댄스 스포츠 운동을 하는 그룹은 복합 운동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는 그룹은 통제군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1월~3월까지이며, 모든 피험자는 G시 복지관에서 하루 60분, 

주 4회, 12주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측정은 운동 전과 운동 후 총 2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운동 전 측정은 운동 프로그램 적용 1주일 전에 실시하였고, 

운동 후 측정은 운동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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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경기도 G시 노인복지관 30명

⇩
사전 측정

신체조성,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관련 심리요인

⇩
운동 프로그램

(12주, 주 4회, 1회 60분)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

탄력밴드, 

체중부하 운동 그룹
댄스 스포츠 그룹 신체비활동

⇩
사후 측정

신체조성, 낙상관련 체력요인,

낙상관련 심리요인

⇩
자료 처리

Windows SPSS 18.0

<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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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Equipment Model Country Purpose

Inbody Inbody 370, Biospace Korea Body composition

Stop Watch CASIO Japan Time

Gait-view Gaitview® AFA-50 USA Balance

줄자 KMC-74C Korea WHR

Dumbbell Amicus 5, 8lbs China
Upper-body 

strength

<표 2> Measurement instrument

4. 연구 절차

  1) 동의서 작성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

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본 실험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동의서를 받았다. 

  2) 사전 ∙ 사후 검사

    (1) 신체 계측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에게는 신장, 체중, 근육량, 체지방(%body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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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를 측정하였다. 체중과 체지방 측정은 

Inbody 370(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공복상태에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몸

에 부착된 모든 금속물질들을 제거한 후 안정시에 측정하였다. 

  1) 신체적 특성 변인

  대상자들은 신장,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허리/엉덩이 둘레비

(WHR)를 측정하였다.

    (1) 신장

  피험자의 양 발 뒤꿈치를 가지런히 신장계에 붙여서 무릎을 똑바로 펴게 하며, 

신장계의 정면에 머리를 똑바로 세우게 한다. 배와 가슴을 당기고, 몸무게를 양

쪽 발에 균등하게 가도록 서게 한다. 팔은 몸통 양쪽에 자연스럽게 내리고 발뒤

꿈치, 엉덩이, 어깨뼈, 머리 뒤 부분이 신장계에 일직선상으로 닿게 한다. 발바닥

에서 정수리까지 수직 최단거리를 측정하여 0.1cm 단위로 기록을 한다.

    (2)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Inbody 37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몸에 부착된 금속물질들을 모두 제거

하도록 한 후, 간편한 복장으로 안정 시에 측정한다. 발바닥과 기계의 발바닥 부

분이 일치하도록 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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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체성분 측정 장비 

  2) 낙상관련 체력변인

  낙상관련 체력변인은 Senior Fitness Test Manual(Rikli & Jones, 2001)을 이용하

여 측정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낙상관련 체력 변인으로 근력(상체 

근력, 하체 근력),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 유연성(상체 유연성, 하체 유연성), 심

폐지구력, 평형성을 측정한다. 이 측정 방법은 안전하고, 간편하며 신뢰성이 높

다. 또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기능을 측정하

고 평가한다.

    (1) 근력(상체 근력, 하체 근력)

  상체 근력은 Arm Curl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남자는 8lbs의 아령을 사용

하고, 여자는 5lbs의 아령을 사용하여 30초 동안 상완 이두근 굽히기(biceps curl)

를 한 횟수를 측정한다.

  하체 근력은 Chair Stand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7인치 높이의 의자에 앉

았다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한다. 가슴에 손을 교차하여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쭉 

편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행하게 한 후에 30초 동안 몇 번 앉았다 일어날 수 있

는지 횟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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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

  8-Foot Up-and-Go Tes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벽 쪽에 의자를 하나 놓고 

피험자는 어깨를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평행하게 대고 앉아 의자 중앙에 앉게 

한다.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고 출발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출발구호에 맞추

어 의자에서 일어나서 8 feet(2.44m) 거리에 있는 삼각대 지점을 돌아서 다시 의

자에 앉았을 때의 시간을 측정한다. 2회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사용한다.

    (3) 유연성

  하체 유연성은 Chair Sit and Reach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7인치 높이의 

의자를 준비하여 피험자가 최대한 의자의 앞부분에 앉도록 한다. 한쪽 다리를 90

도 각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양손을 오른쪽 발 끝으로 

최대한 뻗었을 때 손의 중지 끝과 발끝 사이의 거리를 cm 단위로 측정한다. 발

끝을 넘지 않는다면 ‘-‘로 측정한다. 2회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사용한다.

    (4) 심폐지구력

  제자리에서 피험자에 따라 슬개골과 장골능 사이의 중간지점에 테이프를 설치

해두고 테이프가 있는 지점까지 무릎이 올라온 횟수를 2분간 측정한다. 횟수는 

오른쪽 무릎이 테이프에 이르렀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2분간 실시한다. 

    (5) 평형성

  평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 센서를 통해 족저부 압력을 측정하는 

Gaitview® AFA-50(Alfoots,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Gaitview® system은 

International Quality System PTY 및 CE, FCC 등 해외 기준에서 인증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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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김태연, 2008; Kim & Lee, 2012). Gaitview system의 전체 크기는 

550x480x35mm이고, 압력센서의 두께는 0.15mm, 센서 크기는 0.73cm2, 센서의 수

는 2,304(48x48)개, 최대 압력은 100N/cm2이며,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Gaitview® 측정 장비

  정적 평형성은 인체를 정확하게 자세를 유지하려는 능력이다. 이 수치는 주로 

인체의 움직임, 인체의 무게 중심 혹은 압력 중심점(Center of pressure; COP)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위에 서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Howe, Rochester, Neil, 

Skelton, & Ballinger, 2011). Gaitview®의 측정 방법은 발판 위에 스펀지 재질을 

올려서 불안정적인 발판을 만든 후에 그 위에서 측정한다. 대상자의 체중, 신장, 

발 사이즈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신발을 벗고 발판 위에 양쪽 발을 각각 한 쪽

씩 위치시키게 한다. 자세는 가능한 똑바로 서게 하고 시선은 미리 표시해 둔 곳

을 응시하도록 하여 정면을 향하도록 한 후에 눈을 감게 한다.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정적인 자세로 30초간 유지하도록 하여 양 발의 정적 평형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ENV(Envelope area), REC(Rectangle), 

Stability Score이다. ENV는 외주 면적(mm2)으로써 압력 중심점 궤적의 외피 면적

이며, REC는 단형 면적(mm2)으로써 각 프레임별 압력 중심점에서 최대 왼쪽, 오

른쪽, 위쪽, 아래쪽의 위치를 통해 사각 면적을 구한 값이다. ENV와 REC 측정값

은 낮을수록 동요가 적었다는 뜻이므로 이는 평형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bility Score는 평형성 점수이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미국 항공 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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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개발된 이론을 응용

한 것으로 피험자의 나이, 키에 다른 신체의 동요(Sway) 정도를 측정하여 균형 

능력정도를 점수로 나타낸다.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형

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ENV(Envelope Area)

 

<그림 5> REC(Reectangle)

<그림 6> Stabil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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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상관련 심리변인

    (1) 낙상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 맞게 새롭게 번안된 한국형 노인 낙상효능감(Korean 

falls efficacy scale; FES-K)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장숙랑, 조성일, 오상우, 이언숙, 

& 백현욱, 2003). 낙상효능감 설문지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으면 0점, 완벽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10점으로 표시한다. 

문항별 내용은 가벼운 집안일 하기, 의자에 앉고 서기, 넘어지지 않고 목욕이나 

샤워하기, 선반의 물건 내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α값

은 .90으로 나타났다.

    (2) 낙상공포

  

  본 연구에서는 Lachman 등(1998)이 개발한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in the Elderly(SAFE)를 송경애 등(2001)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

였다. 총 11가지의 일상생활 수행 시 낙상에 대한 공포를 Likert형 4점 척도로 구

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공포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별 내용은 몸소 

상점에 가기, 운동 삼아 걸어 다니기, 미끄러운 날 외출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의 Cronbach’α값은 .91로 나타났다.

5. 운동 프로그램

  1)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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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ercise Program

Classification Resistance Exercise Combined Exercise

Frequency 4 times / Week

Warming-up(5min) Stretching

Main

Exercise

(50min)

Resistance

Training

(50min)

/

Aerobic

Training

(50min)

Chest press

Seated row

Squat

Shoulder Press

Biceps curl

Triceps extension

Calf raise

Reverse crunch

(4 times / week)

Threra-band exercise

(2 times / week)

+

Dance sport

(2 times / week)

15 rep, 4 set VO2max 60%

Cooling-down(5min) Stretching

    (1) 운동 기간(Duration)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및 복합 운동 프로그램은 총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저

항성 운동은 탄력저항 운동과 체중부하 운동, 유산소성 운동은 댄스 스포츠와 

에어로빅 운동을 실시하였다.

    (2) 운동 시간 및 빈도(Time & Frequency)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각 5분씩 구성하고 저항성 운동은 탄력밴드 운동 및 

체중부하 운동을 1회 50분씩 주 4회 실시하였고, 복합 운동은 주 2회 탄력밴드 

운동 50분, 주 2회 유산소성 운동으로써 댄스 스포츠 운동을 1회 50분으로 구성하

여 하루 총 60분, 빈도는 주 4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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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 강도(Intensity)

      ① 저항성 운동

  탄력 저항 운동의 부하 결정은 Thera-band의 Manual에 제시된 밴드의 색상과 늘어난 

길이에 따른 <표 4>의 kg 환산표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표 4> Resistance in Kilograms of Thera-Band Resistance Based on 

Percent Elongation

Band Color & Type Length & Elasticity

Resistance

Force

(kg)

Color Intensity 90cm 120cm 180cm

Yellow Thin 0.8 1.3 2.2

Red Medium 1.2 1.8 2.7

Green Heavy 1.5 2.3 3.6

Blue Extra Heavy 2.1 3.2 5.0

Black Special Heavy 2.9 4.4 6.7

Silver Super Heavy 3.9 6.0 9.5

Gold Max 6.3 9.8 15.2

      ② 복합 운동

  저항성 운동은 <표 4>와 같이 강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유산소성 운동은 

ACSM(2000)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흡 순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 강도로 

최대산소섭취량의 65~90%를 권장하고 있다. 서한교(2002)의 연구에 의하면 룸바

는 최대산소섭취량의 80.22%, 왈츠는 최대산소섭취량의 85.96%이었다. 배소심

(1998)은 포크댄스 종목의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룸바는 136beat/min, 왈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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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beat/min 이었다. 또한 ACSM에서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1일 에너지 소비 

권장량인 300kcal에 상응하는 룸바와 왈츠의 소비시간을 추정해보니, 룸바는 

55.89분이며 왈츠는 48.44분이었다. 전태원과 최승권(1990)의 연구에 따르면 룸바, 

왈츠는 최대심박수의 80~90%이므로 성인병 개선, 심폐지구력 증진을 위한 유산

소 운동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으로 댄스 스포츠의 룸바와 왈츠를 선정하였다. 

6.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값은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3) 하체 근력과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4) 통계적 유의 수준(α)은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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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 유형이 낙상관련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2주간 저항성 운동, 복합 운동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복합 운동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의 모든 신체조성 변인에서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신체조성의 변화

통제군

(n=7)

저항성 운동군

(n=10)

복합 운동군

(n=11)
시간*그룹

운동전 운동후 운동전 운동후 운동전 운동후

체중(kg)
51.19

± 4.41

51.29

± 4.58

54.31

± 8.25

53.63

± 8.06

56.61

± 7.51

56.18

± 4.41
p=.178

근육량(kg)
18.24

± 1.07

18.73

± 1.45

18.56

± 3.35

18.57

± 3.24

20.26

± 1.95

20.71

± 2.09
p=.312

체지방량

(kg)

16.67

± 3.01

15.83

± 3.45

19.19

± 3.80

18.51

± 4.13

18.78

± 5.26

17.69

± 7.72
p=.108

체지방률

(%)

32.40

± 3.40

30.66

± 4.43

35.36

± 4.04

34.41

± 4.80

32.67

± 5.49

31.21

± 10.32
p=.149

체질량지수

(kg/㎡)

21.99

± 1.93

22.14

± 1.95

24.23

± 2.35

23.82

± 2.41

24.45

± 3.12

24.26

± 3.11
p=.107

WHR
0.82

± 0.05

0.82

± 0.05

0.85

± 0.04

0.85

± 0.05

0.86

± 0.06

0.84

± 0.08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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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중의 변화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체중(weight)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과 복

합 운동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 시기

에 따른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p<.05),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

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체중의 변화(kg)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51.19±4.41 51.29±4.58

p=.045* p=.337 p=.178저항성 운동군 54.31±8.25 53.63±8.06

복합 운동군 56.61±7.51 56.18±4.41

* significant time effect(p<.05)

 

* significant time effect(p<.05)
<그림 6>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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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육량의 변화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근육량(kg)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

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근육량의 변화(kg)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18.12±1.28 18.14±1.27

p=.635 p=.110 p=.790저항성 운동군 18.56±3.35 18.57±3.24

복합 운동군 20.26±1.95 20.71±2.09

 

<그림 7> 근육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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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지방량의 변화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체지방량(kg)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체지방량의 변화(kg)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16.60±3.68 16.48±3.99

p=.284 p=.710 p=.806저항성 운동군 19.19±3.80 18.51±4.13

복합 운동군 18.78±5.26 17.69±7.72

<그림 8> 체지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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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지방률의 변화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체지방률(%)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체지방률의 변화(%)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32.30±4.14 32.00±4.63

p=.383 p=.490 p=.905저항성 운동군 35.36±4.04 34.41±4.80

복합 운동군 32.67±5.49 31.21±10.32

 

<그림 9> 체지방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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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질량지수(BMI)의 변화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체질량지수(kg/㎡)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

과 복합 운동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

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체질량지수의 변화(kg/㎡)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21.99±1.93 22.14±1.95

p=.107 p=.185 p=.055저항성 운동군 24.23±2.35 23.82±2.41

복합 운동군 24.45±3.12 24.26±3.11

<그림 10> 체질량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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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허리/엉덩이 둘레비(WHR)의 변화는 저항성 

운동군과 통제군에서 변화가 없었고, 복합 운동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허리/엉덩이 둘레비의 변화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0.82±0.05 0.82±0.05

p=.209 p=.426 p=.445저항성 운동군 0.85±0.04 0.85±0.05

복합 운동군 0.86±0.06 0.84±0.08

<그림 11> 허리/엉덩이 둘레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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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전․후 낙상관련 체력요인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1) 상체 근력의 변화(Arm curl test)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상체 근력의 변화는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01). 측정 시

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5).

<표 12> 상체 근력의 변화(회)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23.00±5.29 25.25±5.56

p=.000*** p=.361 p=.017*저항성 운동군 15.90±5.97 24.30±4.52

복합 운동군 18.91±4.97 25.55±5.18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5), *** significant time effect(p<.001)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5), *** significant time effect(p<.001)
<그림 12> 상체 근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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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체 근력의 변화(Chair stand test)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하체 근력의 변화는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01). 측정 시

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1).

<표 13> 하체 근력의 변화(회)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24.25±6.45 25.50±6.35

p=.000*** p=.072 p=.003**저항성 운동군 14.40±4.60 22.40±5.23

복합 운동군 18.27±5.29 25.55±3.91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1), *** significant time effect(p<.001)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1), *** significant time effect(p<.001)
<그림 13> 하체 근력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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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의 변화(8-foot up-and-go test)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민첩성의 변화는 <표 14>에 제

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의 변화(초)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5.35±0.70 5.45±0.52

p=.430 p=.193 p=.309저항성 운동군 5.97±0.80 5.90±0.74

복합 운동군 5.67±0.50 5.36±0.55

 

<그림 14>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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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체 유연성의 변화(Chair sit and reach test)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하체 유연성의 변화는 <표 15>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1),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하체 유연성의 변화(cm)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22.00±8.29 22.58±7.30

p=.007** p=.421 p=.222저항성 운동군 13.83±10.74 20.20±8.47

복합 운동군 19.86±13.37 24.00±8.28

** significant time effect(p<.01)

** significant time effect(p<.01)

<그림 15> 하체 유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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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폐지구력의 변화(2-Minute step test)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에

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p<.05),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1).

<표 16> 심폐지구력의 변화(회)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167.29±50.85 158.43±58.70

p=.038* p=.550 p=.002**저항성 운동군 136.75±51.76 143.05±51.15

복합 운동군 150.36±45.76 175.59±61.84

* significant time effect(p<.05),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1)

* significant time effect(p<.05),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1)
<그림 16> 순발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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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형성의 변화(Gait-view)

    (1) ENV(Envelope area : 외주 면적)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ENV의 변화는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ENV는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룹간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ENV의 변화(mm2)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2005.00±717.60 2015.16±956.56

p=.379 p=.023† p=.784저항성 운동군 4474.79±2845.48 3932.01±2387.71

복합 운동군 3634.90±2023.19 2653.80±1263.09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p<.05)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p<.05)
<그림 17> ENV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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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C(Rectangle : 단형 면적)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REC의 변화는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룹간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측정 시기와 그룹간

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 REC의 변화(mm2)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5149.46±2279.73 5922.47±4326.37

p=.589 p=.039† p=.465저항성 운동군 10048.92±5890.86 9874.96±4544.43

복합 운동군 8310.07±3696.95 5979.09±2473.82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p<.05)

†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p<.05)
<그림 18> REC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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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bility Score(평형성 점수)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Stability score의 변화는 <표 19>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Stability Score의 변화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60.00±10.58 56.50±16.57

p=.173 p=.052 p=.367저항성 운동군 35.40±19.92 49.20±12.99

복합 운동군 41.29±18.05 56.71±14.78

<그림 19> Stability Scor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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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전․후 낙상관련 심리요인의 변화

  1) 낙상효능감의 변화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낙상효능감의 변화는 <표 20>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12주간의 운동 후 측정 시기

에 따른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낙상효능감의 변화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90.83±17.26 91.00±14.63

p=.326 p=.221 p=.747저항성 운동군 95.40±7.37 98.90±1.66

복합 운동군 96.60±6.17 98.20±3.58

<그림 20> 낙상효능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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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낙상공포의 변화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낙상공포의 변화는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 통제군에서 12주간의 운동 후 측정 시기에 

따른 변화에 따른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 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21> 낙상공포의 변화

그 룹 운동전 운동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통제군 13.33±1.03 14.67±2.66

p=.352 p=.341 p=.026*저항성 운동군 14.90±1.91 12.90±1.20

복합 운동군 15.10±1.20 14.50±2.37

*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p<.05)

*

* significant time effect(p<.05)
<그림 21> 낙상공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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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전․후 하체 근력의 변화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Δ BMI Δ 심폐지구력 Δ 낙상공포
Pearson 상관계수 -.430 .414 -.411
유의확률(양쪽) .032 .040 .046

<표 22> Δ하체 근력 값과의 상관관계

  1) Δ하체 근력과 ΔBMI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하체 근력과 BMI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하체 근력이 향상될수록 BMI는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Δ하체 

근력 값과 ΔBMI 값은 상관관계가 있다.

  2) Δ하체 근력과 Δ심폐지구력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하체 근력과 심폐지구력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하체 근력이 향상될수록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

로, Δ하체 근력 값과 Δ심폐지구력 값은 상관관계가 있다.

  3) Δ하체 근력과 Δ낙상공포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후 하체 근력과 낙상공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체 근력이 향상될수록 낙상공포의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

므로, Δ하체 근력 값과 Δ낙상공포 점수는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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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낙상은 국제적인 공중 보건의 쟁점이며,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낙상과 관련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Sturnieks, St 

George, & Lord, 2008). 연령에 따른 평형성, 보행능력, 근력 등의 감소 등을 포

함한 기능적인 변화는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Marques et al., 2011).

  운동 처치 유무에 따라 분류된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운동 그룹이 낙상 빈

도를 낮추는 동시에 평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Martin et al., 

2013). 특히 복합적으로 구성된 운동을 하였을 때 낙상의 위험에 높게 혹은 낮게 

노출된 사람들 모두의 낙상 발생률을 낮춰준다(Franco, Pereira, & Ferreira, 

2013; Gillespie et al., 2012).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근력, 평형성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닝과 체중 부하 운동

이 낮은 골밀도를 가진 사람들의 낙상 위험과 골절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고 밝혀졌다(de Kam, Smulders, Weerdesteyn, & Smits-Engelsman, 2009). 하지만 

낙상관련 심리 요인들과 신체의 기능, 체력 상태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역학 연구들은 많지만, 노인 혹은 골밀도가 낮은 대상자에게 낙상 방지 프로그램

과 같은 운동을 직접 중재함으로써 낙상효능감 등의 심리 요인들에 운동이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한 실험 연구는 많지 않다

(Korpelainen, Keinanen-Kiukaanniemi, Heikkinen, Vaananen, & Korpelainen, 2006; 

Liu-Ambrose et al., 2005; Madureira et al., 2007).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 유형이 신체조성, 낙상관련 

체력 요인, 낙상관련 심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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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프로그램 실 시 후 체중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한 변화(p=.045)가 나타났으나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BMI), 허리/엉덩이 둘레비(WHR)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명숙(2013)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12주간 주 2회 복합 

운동 실시 후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지만(김경래, 2011)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선행연구의 운동 형태와는 달리 탄

력밴드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복합 운동을 실시하였고, 같은 복합 운동을 실시

하였던 김경래(2011)의 연구보다 주 당 운동 횟수가 많았다. 또한 통제군의 체중

이 증가했지만 두 운동 그룹 모두 체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체지방량과 WH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였기 때문에 체중이 측정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량과 체지방량은 12주간 주 3회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김아영, 2010), 12주간 주 2회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후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Park et al., 2012). 체지방률은 12주간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밴드 운동을 주 3

회 실시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문홍규, 2007)와 김춘심(2011)의 12주간 복합 운동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체질량 지수(BMI)는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밴드운동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김지

수 & 이승범, 2010), 제 2형 당뇨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탄력밴

드 운동을 실시 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Kwon et al., 2010). 허리/엉덩

이 둘레비(WHR)는 신동원(2008)의 12주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주 3회 탄력밴

드 운동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경래

(2011)의 노인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2회 복합 운동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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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신체의 기능이 점차 퇴화되는 

동시에 신체의 구성이 잘 변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들에게 운

동을 중재함으로써 12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인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운동의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2. 낙상관련 체력요인에 미치는 영향

  상체 근력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p=.0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7).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16주간 주 3회 탄력밴드 운동

을 실시한 후 상호작용 효과(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ahlman, 

McNevin, Boardley, Morgan, & Topp, 2011), 또한 조윤정(2012)의 노인 여성을 대

상으로 12주간 주 3회 복합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상호작용 효과(p<.05)가 나타

나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체 근력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p=.0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

(p=.003)가 나타났다. 권기은(2011)의 선행 연구에서 12주간 주 3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한 복합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하게 증가(p<.05)

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p<.05)도 있었다. 또한 16주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6주간 밴드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하게 증가(p<.05)하였으며

(Farinatti et al., 2012),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복합 운동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1)하였으므로(Slimmer, 2010)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저항성 운동군의 경우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수업 시간 60분 동안 상체 근력과 

하체 근력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주었으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운동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복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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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군도 탄력밴드를 이용하였으므로 상체 근력과 하체 근력에 부하를 지속적으로 

주었다. 또한 스포츠 댄스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동안 계속 서서 스텝을 밟았

기 때문에 체중의 부하가 가해져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된다.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

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밴드 운동을 주 3회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M. E. 

Rogers et al., 2002), 12주간 주 3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복합 운동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주영화, 

2009)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통제군은 2.44m를 왕복하는 시간이 오히려 약 0.1

초 증가하였고, 저항성 운동군은 약 0.1초, 복합 운동군은 약 0.3초가 감소되어 

복합 운동군이 다소 더 많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복합 운동군이 댄스 스포츠를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방

향을 바꾸고 계속 신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훈련이 되었기 때

문에 복합 운동군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하체 유연성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

의하게 증가(p=.007)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8주간 주 3회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하지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향상(p<.05)되었으며(박혜상 & 윤범철, 2009), 12주간 주 3회 노인 여성을 대상

으로 탄력밴드 운동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였다(Irez, 

Ozdemir, Evin, Irez, & Korkusuz, 2011).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12주간 주 3회로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였으며(박은영 

등, 2005), 12주간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 운동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였으므로(Nakamura, Tanaka, Yabushita, 

Sakai, & Shigematsu, 2007)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통제군은 약 0.58cm, 저

항성 운동군은 약 6.37cm, 복합 운동군은 약 4.14cm가 증가하여서 저항성 운동군

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관

절의 가동범위를 최대화시키는 동작이 많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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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지구력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p=.038)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

(p=.002)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희상(2012)의 연구에서 비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밴드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p<.01)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통제군은 약 8.86회가 감소되고, 

저항성 운동군은 약 6.3회, 복합 운동군은 약 25.23회가 증가하였으므로 복합 운

동군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적인 유산소 운동인 댄스 스포츠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에 정적 평형성을 측정하는 장비는 주로 지면반력기이며, 이 장비는 예전

에 사용하던 신체의 분절만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닌 인체 전체의 압력중심점

(COP)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COP의 동요는 평형성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COP가 움직인 경로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규칙적이고, 

수치가 높으면 불규칙적이므로 이로써 측정한 결과 값으로 평형성이 좋은지 나

쁜지를 예측할 수 있다(Baszczyk, 2008). 따라서 눈을 감고 측정한 COP 궤적의 

외피 면적인 ENV(p=.023), COP의 단형 면적인 REC(p=.039)에서 그룹 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Stability scor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40, 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웨이트 트레

이닝, 스위스볼 운동 실시 후 눈감고 외발서기를 하였을 때, 측정 시기별 상호작

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룹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으므로(김재홍, 이장규, & 장석암, 2008)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

나 김경래(2011)의 12주간 주 2회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 운동을 실시한 후 눈감

고 외발서기를 하였을 때에는 평형성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낙상경험 여

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2회 탄력밴드 운동 및 평형성 운동 실시 후 외

발서기를 하였을 때 평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1)하였다(최상웅, 

2004). 

  탄력밴드 운동과 댄스 스포츠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인체의 중심점이 변화됨

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평형성이 향상되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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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 항목에서 두 운동 그룹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Gaitview® 장비를 이용하여 족저압을 측정하여 피험

자의 상, 하, 좌, 우의 밸런스를 측정한 연구들은 있지만 COP의 변화에 따라 평

형성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COP가 움직인 경로에 따

라 평형성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평형

성을 측정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인체의 동요 정도를 

나타내는 Stability score는 NASA에서 개발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

지만 아직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정확한 학문적 근거에 의한 기준 척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을 측정하면서 데이터들이 구축된 후에 사용한다면 

더욱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3. 낙상관련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

  낙상효능감은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낙상공포는 통제군, 저항성 운동군, 복합 운동군에서 상호작용 

효과(p=.026)가 나타났다. 현일선(2009)의 4주간 주 1회 체중부하 운동을 실시한 

후 낙상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 그러나 6주간 주 1회 슬골 관절염을 가진 여성 노인에게 타이치 프로그램

을 실시했을 때 낙상공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최정현 & 유

인영, 2007). 12주간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후 낙상효

능감(p<.05)과 낙상공포(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권명순, 2011).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주 3회 Home Support Exercise Program(HSEP)을 실

시 후 낙상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하였지만, 낙상공포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유인영, 2009) 본 연구의 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낙상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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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반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들이 고령자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복지관에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생

활의 일환으로써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낙상효능감의 점수가 천

장 효과를 나타냈을 만큼 평균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만약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였다면 낙상효능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라 사료된다. 낙상과 낙상공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은 깊은 관련이 있으며

(Friedman, Munoz, West, Rubin, & Fried, 2002), 낙상공포의 점수가 높을수록 낙

상효능감의 점수가 낮은 동시에 우울의 정도 또한 높다는 선행논문의 연구 결과

(장정미 & 강현숙, 2004)에 따라 낙상과 낙상공포, 낙상효능감은 관계가 깊다.

4. 하체 근력의 변화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하체 근력이 증가할수록 BMI, 심폐지구력이 증가하는 동시에 낙상공포 점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감각 기능이 

명확하게 낙상공포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한 활동의 제한이 연관이 있는지 규명하

기 위하여 실시한 InCHIANTI 코호트 연구의 결과, 하체 근력과 낙상공포는 관련

이 있다고 밝혀졌다(p=.001).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활동의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

고 밝혀졌다(Deshpande et al., 2008). 골관절염이 있는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4

달간 평형성 운동을 실시 후 낙상공포(p<.05)와 BMI(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는 동시에 하체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p<.01)하였으므로(Williams, 

Brand, Hill, Hunt, & Moran, 2010)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낙상공포는 낙상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낙상효능감 설문지의 질

문을 부정적인 형태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측정하도록 한 설문지가 낙상공포 설

문지이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낙상효능감은 낮은 수준의 신체 기능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운동을 통하여 신체 구성이 변화되면서 하

체 근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 활동에 참여시 낙상에 대한 공포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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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보다 자신감 있게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이 

되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넘

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신체활동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므

로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을 부가적으로 함으로써 특히 노인 혹은 낮은 수준의 낙상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운동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Arnold, Faulkner, & Gyurcsi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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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운동 유형이 신체조성, 체

력의 변화 및 낙상관련 심리변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 여성의 운

동처방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저항성 운동 

및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신체조성의 변화에서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낙상관련 체력요

인의 변화에서 상체 근력, 하체 근력, 하체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낙상관련 심리요인의 변화에서 낙상공포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심폐지구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저

항성 운동군과 복합 운동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하체 근

력의 변화에 따라 BMI, 심폐지구력, 낙상공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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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xercise Type on Fall-related

Risk Factors in the Elderly Women

PARK, SO YO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12 week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that different 

exercise types have on physical characteristics, fall-related fitness factors and 

fall-relate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elderly women. Thirty women with no 

medical opinion were recruited from a local community welfare center which is 

located in Gyeonggi-do.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control group, 

resistance exercise group with thera-band and combined exercise group with 

thera-band and dance sport. The exercise groups were monitored for 12 weeks in 

which they exercised 4 days a week for a 60 minutes. Physical characteristics(weight, 

muscle mass, fat mass, body fat percentage, BMI, WHR), fall-related fitness 

factors(upper-body strength, lower-body strength, lower-body flexibility, aerobic 

endurance, static balance with Gaitview® AFA-50) and fall-related psychological 

factors(falls efficacy, fear of falling) were measured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intervention and after the 12 weeks had been completed.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the statistical software program SPSS for Windows V.18.0.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conducted to determine between and within group 

differenc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α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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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1)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muscle mass, fat mass, body fat 

percentage, BMI and WHR. There was a main effect of time on weight(p<.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sistance group and combined 

exercise group; 2) Among fall-related fitness, there were significant time x group 

interaction effects on upper-body strength(p<.05), lower-body strength(p<.01) and 

aerobic endurance(p<.01). There were main effects of time on upper-body 

strength(p<.001), lower-body strength(p<.001), lower-body flexibility(p<.01) and 

aerobic endurance(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 

ENV(p<.05) and REC(p<.05); 3) In psychological factors, there was a significant 

time by group interaction effect on fear of falling(p<.05); 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ower-body strength and BMI, aerobic endurance, fear of 

falling.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resistance exercise program and combined 

exercise program had a beneficial influence on fall-related fitness factors and 

fall-relate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elderly women. Combined exercise program 

has overall positive effect on many variances. But an effective way to improve 

lower-body strength which is directly related with falling is by doing a resistance 

exercise program. In this respect, futu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sistance exercise program for reducing falling.

Key words : Falling, Elderly Women, Fall-Related Risk Factors, Exercise Type

Student Number : 201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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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 설명서

  서울대학교 건강운동과학실에서는 ‘과천복지관 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을 위한 체력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

니다. 귀하께서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여의 

의사가 없는 검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체력검사는 귀하의 건강체력 및 기능체력으로 구성됩니다. 본인의 체력수준에서 무

리가 없도록 진행하며, 검사 중 갑작스런 혈압 상승, 현기증, 기타 심장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 이전에 혈압측정과 신체활동 준비 설문을 

통하여 운동검사가 불가한 분들은 사전에 제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검사 중에 현기증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 중지를 요구하

여야 합니다. 검사자들도 귀하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귀하가 느끼지 못하는 이상이 

발견될 때 바로 검사를 끝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력검사는 귀하에게 적절한 운동 

강도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설문검사는 귀하의 평상시 신체활동 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낙상관련요인과 정신건

강에  대한 것이며, 체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향

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검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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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김준홍, 박소영, 홍순국, 유승우)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프로그램 및 검사(모두, 일부(체력검사, 혈액검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동의서를 받은 연구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2013년  3월  (   )일

서울대학교 건강운동과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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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나이  (      ) 세  성명  (                 )  

한국형 낙상효능감 척도(FES-K)
   

  다음은 낙상방지와 관련된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는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은 낙상 

없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1~10점 사이에 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1점으로 갈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

감이 없다는 뜻이며, 10점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많다는 뜻입니다.

번

호
문   항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
나는 넘어지지 않고

목욕이나 샤워를 혼자서 할 수 있다.

2
나는 넘어지지 않고

선반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다.

3
나는 넘어지지 않고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다.

4
나는 넘어지지 않고

집 주위를 걸을 수 있다.

5
나는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

이부자리에 눕거나 일어날 수 있다.

6
나는 넘어지지 않고

밤에 화장실에 갈 수 있다.

7
나는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 의자에 앉고 일어날 수 있다.

8
나는 넘어지지 않고

혼자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9
나는 넘어지지 않고

몸단장을 할 수 있다.

10
나는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설 수 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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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나이  (      ) 세  성명  (                 )  

한국형 노인 낙상공포 및 활동척도(K-SAFE)

  다음은 11가지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때에 낙상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 것입니

다. 1~4점 사이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으로 갈수록 낙상에 대한 공포가 전

혀 없다는 뜻이며, 4점으로 갈수록 낙상에 대한 공포가 많다는 뜻입니다.

문   항

점   수

전혀

피하지

않는다

(1)

거의

피하지

않는다

(2)

종종

피한다

(3)

항상

피한다

(4)

1 몸소 상점에 가기

2 몸소 간단한 음식 준비하기

3 욕조에서 목욕하기

4 잠자리에서 혼자 일어나기

5 운동 삼아 걸어 다니기

6 미끄러운 날 외출하기

7 혼자서 친구나 친지 방문하기

8 머리 위에 높이 있는 물건 내리기

9 사람 많은 장소 다니기

10 2-3km의 거리 걷기

11 허리 구부려 물건 잡기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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