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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   수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주요어: 한국무용, 낙상예방, 노인,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

학 번: 2015-21668

본 연구의 목적은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S 시에 거주하는 70 세 이상 노인 남녀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51 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할당되었다.

실험군은 S 대학교 무용실에서 12 주간, 주 3 회, 60 분 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군은 운동프로그램을

제외한 건강교육 1 회를 제공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환경 및 방법으로 신체조성(Inbody 720), 하지 근력(등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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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계), 간단신체수행력(SPPB), 균형감각(BBS, TUG), 

보행기능(Smart balance), 낙상효능감(FES-K)에 대해 측정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Window SPSS 23.0 version 을 이용하여 제

2 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과 이원 공분산분석(Two-way 

ANC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근력은 하지 근력 신전,

하지 근력 굴곡, 하지근지구력 신전에서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신체수행력은 실험군에서 보행속도와 의자일어서기

항목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외 균형검사와 종합 점수에서도

향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균형감각에서는 정적

균형감각(BBS)에서 실험군과 통제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동적 균형감각(TUG)에서는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셋째, 보행기능은 시간적 보행변수인 분속수는 감소한 반면,

보행속도는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공간적

보행변수인 활보장과 보장은 실험군에서 좌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넷째, 낙상효능감의 경우 통제군은 감소하는 반면 실험군은

중재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낙상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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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0 년 65 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2%에

도달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 년에는 12.2%가 되었고, 2020 년에는 15.7%로 고령사회, 

2050 년에는 37.4%인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orea, 2013). 이제 가히 100 세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고령 인구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적으로도 건강과 노후대책을 비롯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문효진, 윤진호, & 오재근, 2012). 

노인은 노화의 진행으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생리적인 기능이나 면역의 약화로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는 대표적으로 근력의 감퇴 및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신체활동의 제한을 야기하고 다양한 질병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Mankovsky, Mints, & Lisenyuk, 1982; Rikli & Busch, 

1986; Scheibel, 1985; Schlicht, Camaione, & Owen, 2001).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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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보행 등을 포괄하는 신체 기능 및 체력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의 사고는 신체활동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여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게 된다(Lin, 

Wolf, Hwang, Gong, & Chen, 2007; Ross & Cheeks, 2008).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지속하여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인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낙상은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최근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 중 25.1%가 지난 1 년간

낙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 횟수는 평균 2.3 회이고 이로 인한

병원치료가 63.4%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29.5%로 가장 많았다. 낙상 두려움에 관해서는

78.8%가 두려움이 있고, 40.6%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정경희 외., 2014). 낙상은 일차적으로 타박상, 외상, 골절

등의 상해를 야기하고, 이차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종래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Kauffman, 1990; Roach, 2001). 

낙상의 위험요인에는 환경적 부분을 포함하는 외재적 요인과 신체 및

심리적인 문제 등의 내재적 요인이 있다. 특히 내재적 요인 중 근력의

약화, 균형능력 감퇴와 동반되는 보행기능의 저하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Tinetti, Inouye, Gill, & Doucette, 1995). 심리적 요인의

한 부분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 낙상경험에서 비롯하여, 간단한

외출과 신체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Fillit, Rockwood, & 

Woodhouse, 2010; Tinetti & Speechley, 1989).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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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Beling & Roller, 2009; Park & Lim, 2009; Rubenstein & 

Josephson, 2006).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기능 및 체력향상은 노인의 낙상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이경호, 2010). 

걷기운동, 저항운동, 수중운동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최근

태극권이 특히 권장되고 있는 운동이다(Li, Harmer, Fisher, & 

McAuley, 2004). 태극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정적인

동작의 특성이 노인들에게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김형숙, 2014).

태극권은 보행기능과 균형능력 및 족관절 운동범위의 증가에도

효과적이며, 낙상효능감에도 유의한 향상을 보여 낙상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임이 검증되었다(趙剛, 김종휴, 조현철, 홍지영, & 강설중, 2014).

한편 운동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다양한 중재연구들 중 한국무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무용은 앞서 언급한

태극권과 유사한 느리고 정적인 동작부터 좀 더 동적이고 움직임의

범위가 큰 동작까지 포함하고 있다(김형숙, 2014). 다양한 신체활동과

더불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음악이 가미되기 때문에, 보다 즐겁게

참여하여 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정하, 윤정수, & 백승현, 

2013). 이경호(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을

12 주간 실시한 결과, 하지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에서 70 대

여성에게는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으나 60 대 에서는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70 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 주간

한국무용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보행속도와 신체수행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반면 의자일어서기와 균형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홍예주, 박인영, & 오덕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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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노인의 낙상예방과 관련한 중재연구로 한국무용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결과들은 다소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낙상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균형감각과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관해 종합적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중재 프로그램은 한국무용의 다양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으나, 낙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인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늘어가는 노인인구의 성공적 노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한국형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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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정적 균형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동적 균형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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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보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시간적 보행특성(분속수, 보행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공간적 보행특성(활보장,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는 70 세

이상 노인의 낙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S 시내에 거주하는 70 세 이상 80 세 이하

노인으로 제한했다.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3) 본 연구에서는 실험기간 중 대상자의 식이섭취 및 중재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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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과 낙상

1) 노인과 노화

노인의 정의는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는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유기체 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자아를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사람, 생활 자체적 적응이

정신적으로 감퇴되고 있는 사람, 기능 및 조직이 소모되면서 퇴화

현상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에 따라서는 첫째, 신체 및 생리적으로 변화를 겪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측면의 개성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흐름에 따른 사회적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raney, 1975). 

한편, 노인의 분류도 국가별, 학자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65 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보호법 제 3 조에 의거하여 65 세

이상을 법적 노인으로 간주한다. 연령적 노화에 대해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65~74 세를 연소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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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세를 중고령 노인, 85~99 세를 고령 노인, 100 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분류한다(강승애 외., 2015).

노화는 출생 이후 발달에 따라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 생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음성적으로 감퇴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다(전진숙, 2007). 사람의 신체적인 기능은 20 대에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노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퇴하고, 60 대에

이르러 20~30% 정도가 감소한다(Shephard, 1993). 심폐기능에

대해 최대산소섭취량의 경우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10 년마다 5%씩 감소를 하는 반면, 좌업 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배나 빠르게 감퇴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eiper & Craik, 1991; 

Shephard, 1993).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근섬유의 크기 및

수의 감소는 근육의 수축력 감소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근력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한다(Thompson, 1994).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유연성의 감소로 인한 관절기능의 퇴보 및

가동범위의 제한이다(남재희, 2008). 신체 기능 및 감각기능, 

장기기능 등의 퇴보 때문에 노인의 체력 또한 급격히

저하된다(Shephard, 1997).

이와 같이 노화로 인한 신체활동 및 기능의 저하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제한하여 생리적인 요소들을 급격히 퇴보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한다(Jette & 

Branch, 1981). 즉, 신체적 생리적인 노화는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의 노화와도 관련되며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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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과 신체활동

낙상이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세가 변화하여 신체가 낮은

곳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노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Rubenstein & Josephson, 2006). 낙상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65 세 이상 인구 중 약 1/3 이 매년 낙상을 경험 한

바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ampbell, Reinken, Allan, & Martinez, 

1981; Tinetti & Williams, 1997).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일상생활

속에 신체활동을 제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생존율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Lin et al., 2007). 따라서

낙상예방은 노인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독립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낙상의 위험요인은 노인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윤종률, 

2000). 외적 요인으로는 계절, 시간, 장소, 낙상 사고의 형태 및

당시 활동, 그 밖에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 등을 들 수 있다(김철규, 

2002). 내적인 요인에는 연령, 성별, 장애, 질병, 복용약물의 종류

등의 요소와 더불어 근력저하, 보행 및 균형장애가

주요요인이다(정낙수 & 최규환, 2001; Tinetti et al., 1995). 또한,

높은 낙상두려움을 가진 노인은 저조한 자세 유지 능력을 보이며, 

이는 낙상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Kim & Kim, 2010). 

낙상예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과

신체활동의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다. 김미숙과 이은남(2006)은

노인에게 쉽고 안전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은 하지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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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균형감각,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낙상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태극권을 활용한 운동도 노인의 고관절 근력과

낙상효능감을 향상시켜 낙상예방에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임종민, 2012). 또한, 한국무용을 응용한

스텝운동이 낙상효능감과 균형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였다(이옥진 & 박양선, 

2014). 이렇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운동 프로그램이 낙상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제 2 절 자기효능감 이론

Bandura 의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은

사회학습이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Bandura, 199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은 물론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신념까지 포괄한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낼 수 있다는 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 즉

자기효능감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내에서

자기효능감은 행위를 결정하는 행동의 주된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동이 자기 효능기대(Self-efficacy expectation)의 증진을

통해 변화 한다고 주장한다(Bandura, 1986).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충만한 사람은 낮은 사람과 달리 어려운

과제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한다(Lee, 2001).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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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취경험(Performance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 요소들은 자체로서의 효과가 아니라 외적

자극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발달시키는

것이다(Bandura, 1986). 

성취경험은 개인이 실제로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반복적인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실패경험이 계속되면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다면, 일시적인 실패에도 빨리 벗어나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대리경험은 유사모델의

성공을 관찰하므로 얻게 되는 대리학습과 강화에 의해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성공을 관찰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이 보상과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 판단하게 된다(이영휘, 1995; Bandura, 1997). 언어적 설득은

교사나 동료 등 다른 구성원의 격려나 설득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효능감과 수행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증가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감소한다는 것이다(전영수, 

2006). 이러한 언어적 설득은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진실성에 따라

달라지며, 제안, 권고, 지시 등의 방법이 있다(이은영, 2011).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은 흥분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급격히 감소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적절한 수행과 판단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문병일, 2007).

자기효능감은 노인들의 신체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노인이 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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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참여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수행한다고 한다(강승애 외., 

2015). 따라서 행동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중요함은 Bandura 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중재활동이 입증된

되어왔다. 60 세 이상 노인 415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이경현, 김인범, 

임낙철, & 장용주, 2005). 독거노인 20 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원예치료와 생활체조를 시행한 연구에서는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이은영, 2011). 65 세 이상 여성노인

40 명을 대상으로 16 주간 한국무용을 실시한 결과,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정서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서영, 2015).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무용을 비롯한

신체활동이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이는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유지하여 체력 및 기능을 강화하는 선 순환을 유도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일종인 낙상에 관련된 신념인 낙상효능감은

특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낙상하지 않을 자기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Tinetti, Richman, & Powell, 1990). 낙상효능감이 증가하면

낙상두려움은 감소하므로 이 둘은 음의 상관(r=-.72)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권명순, 2010). 낙상을 예방하는데 낙상효능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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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의 증가가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앞선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제 3 절 한국무용

한국무용이란 한국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예술무용의

장르를 지칭한다(김말복, 1999). 한국무용은 발생기원에 따라 궁중무용, 

민속무용, 창작무용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서구무용과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김광자, 2001). 그 안에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승무, 살풀이, 태평무, 강강술래, 농악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다(송미숙 & 윤명희, 2000). 서구무용이 도약운동을 추구하고, 

외향적인 선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무용은 지상에 기초한 역동성을

이끌어내면서 곡선적이고 내향적인 감정표현이 주로 나타난다. 부드럽고

정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자연적인 호흡법과 선의 흐름으로 리듬을

형성하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자, 2001).

한국무용은 유형마다 특징적인 면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디딤새와

굴신을 기본단위로 다양한 움직임을 구성하고 있다. 기본 디딤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중심을 이동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디딤 동작은 다양한 상체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숙련도와 안정도

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이상온, 2004). 그리고 동작의

대부분이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근수축의 결과인 걷기와 굴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뛰기와 앉기가 가미된 체중부하운동, 즉 하체근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박선심, 2010). 따라서 기본동작의

수행만으로도 하지 근력 및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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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무용은 생활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걷기, 달리기, 돌기, 흔들기 등의 다양한

동작은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의 다양한 운동능력과 신체적 조화 및

균형적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노금선, 2003). 더불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흥겨운 춤사위와 단전호흡을 사용하는 유산소운동의

일종으로 심폐기능과 균형성, 유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구자은, 

2006; 이경숙, 2007).

이와 같은 특징의 한국무용은 슬관절과 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다른 운동에 비해 부상위험이 적어 안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고령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음악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친근감을 유도하고, 정적이고 느린 움직임으로 구성된

춤사위는 동작 습득을 용이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한국무용은 신체기능의

향상을 도와 일상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접하게

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김율희, 2005; 이애덕 & 이주립, 2003). 따라서 노인의 열악한

신체조건을 종합해 볼 때, 한국무용은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남태호, 

한진태, 이승주, & 이한숙, 2008).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한국무용의 신체 및 정신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타이치와 한국무용 동작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이 보다

무게 중심 및 상하 움직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노인

운동프로그램으로서 실용적인 가치를 검증한 바 있다(김형숙, 2014). 

허만동, 정진욱과 하춘광(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여성들의 한국무용

참여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 및 신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15

제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과 변인에서 한국무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제 4 절 균형감각과 보행기능

균형감각은 지지 기저면에 대한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자세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Blatchly, 

& Gombash, 1993). 균형감각 즉, 평형성은 감각기관에서 신체움직임의

인지와 중추신경계의 입력된 정보의 통합을 통해 근골격계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복잡한 처리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신체이동은 물론 복잡한

운동수행에서 필수적인 신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Nashner, 1994).

노인들에게 있어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균형능력이 성공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평형능력이 저하되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Patla, Frank, & 

Winter, 1990).

보행은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신체를 움직이는 고도의 협응이 일어나는

교대적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다(이정, 2012; Perry, Burnfield, & Cabico, 1992; 

Rogers, Rogers, Takeshima, & Islam, 2003). 노인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중심도

앞으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보행 시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폭은 증가하고 분속수와 활보장 및 보행속도는 감소하게 된다(송미순

& 하양숙, 1995; Maki, 1997). 그러나 균형감각의 저하로 느려진



16

보행속도와 좁아진 보폭은 낙상위험을 증가시킨다(Unsworth & Mode, 

2003).

따라서 균형감각과 보행능력이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두

요소는 기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정, 2012). 또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을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평형능력 및 보행기능의 향상이 낙상예방에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Shumway-Cook, Woollacott, Kerns, & Baldwin, 1997). 여성

노인에게 24 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정적 밸런스와 유연성 및

보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박상갑, 김은희, & 

권유찬, 2006). 65 세~75 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동적 균형(태극권),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낙상 횟수와 관련 상해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밝혀낸 바 있다(Province et al., 1995). 마지막으로 노인여성에게

12 주간의 라인댄스를 실시하여 근력과 균형의 향상을 확인하여, 그

효과가 낙상위험도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신호수 & 이광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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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 시에 거주하는 70 세 이상 노인 남녀 중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체활동 참여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 당뇨

등의 의학적 질환으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에 있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자이다.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 및 내용,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1] 연구참여 대상자 정보

구분(인원) 연령(세) 신장(cm) 체중(kg)

실험군(27명) 72.59±3.29 153.74±5.16 56.80±6.60

통제군(24명) 73.88±2.86 157.24±8.43 60.58±9.95

Values are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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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7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연구 설계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정 기준에 맞는 S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편의 표본 추출을

통해 총 65 명 모집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에 35 명과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군에

30 명을 비무선 할당을 통해 배정하였다. 각 그룹은 신체조성, 하지

근력, 간단신체수행력,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대한 동일한

항목을 동일한 환경에서 사전 측정하였고, 그 값으로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 p<.05)을 통해 동질성검사를 진행하였다.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12 주의

기간 동안 주 3 회 60 분의 한국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통제군의

경우 운동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았으나 건강교육 1 회를 실시하였다. 

실험군내에서는 중재기간 동안 8 명의 피험자가 만성질환, 수술, 가정사

등의 이유로 탈락하였으나, 이외 27 명은 평균 93.4%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통제군내에서는 만성질환, 가정사 등의 이유로 6 명이 탈락하고

24 명이 모든 일정에 참여하였다. 12 주간의 중재프로그램 종료 후, 두

집단 모두 사전과 동일한 항목과 방법으로 사후측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측정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Window SPSS 23.0 ver.

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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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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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 및 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2] 측정항목 및 도구

측정 항목 측정 도구

신체조성 Inbody 720 (Biospace, Korea)

하지 근력 Cybex (CSMi, USA)

간단신체수행력 SPPB

균형감각
BBS

TUG

보행기능 Smart Balance (JEIOS, USA)

낙상효능감 FES-K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다주파수 임피던스기기인 Inbody 720(Inbody, 

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1kHz 에서

1MHz 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인체의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기이다. 

측정방법은 양말, 귀금속, 소지품 및 측정치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고, 발바닥이 체지방 측정기 전극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양손이 손잡이 전극에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중에는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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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말을 삼가도록 한다. 체성분

수치는 장비를 통해 측정된 값과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2] Inbody 720

2) 하지 근력

하지 근력은 등속성 동력계(Humac Norm, CSM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피험자에 맞게 기기를 조정 및

고정한 후, 기준 값을 맞춘다. 무릎관절 최대신전과 90 도 정도의

가동범위를 설정하여 실시한다. 주사용 다리만 1 회 연습, 1 회

정해진 횟수로 측정한다. 연습과 실제 측정 사이 휴식시간 1 분을

부여한다. 다리 각 속도는 60°/s, 180°/s 에서 각각 3 번, 26 번

시행하도록 한다. 무릎관절 최대 신전과 굴곡의 최대 근력(Peak 

torque)과 총 일량(Total work done) 절대 값을 피험자 각각의

체중으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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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등속성 동력계

3) 간단신체수행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미국의 NIA(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서 주관한 다기관

연구 Established Population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EPESE)에서 노인 신체기능 평가 방법 들 중 객관적인

기능평가로 균형감각, 보행속도, 의자 일어서기를 묶어 유용하게

측정하도록 만든 방법이다(조비룡, 2003).

간단신체수행력의 평가항목은 총 3 가지로, 균형검사, 보행속도, 

의자일어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가지 항목을 측정하여 각각의

점수(각 대항목 당 4 점)를 합한 12 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각

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균형검사(Balance Test)

균형검사는 일렬자세, 반 일렬자세, 일반자세 3 가지 자세를

10 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로 총 4 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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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세(Side-by-side stance)는 두발을 모으고 선 자세로

10 초 이상 유지할 경우 1 점을 부여한다. 반 일렬자세(Semi-

tandem stance)는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쯤

앞으로 내밀어 두 발이 서로 겹치게 선 자세로 10 초이상

유지할 경우 1 점을 부여한다. 일렬자세(Tandem stance)는

앞발의 뒤꿈치에 뒷발의 앞꿈치가 일직선상에 있게 선 자세로

3 초 이상 유지하면 1 점, 10 초 이상 유지할 경우 2 점을

부여한다.

        

나) 보행속도(Measured Walks)

4m 를 평상시 보행속도로 걸어간 시간으로 평가하며, 2 회

실시하여 더 우수한 결과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수행하지 못한

경우 0 점, 8.7 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1 점, 6.21-8.69 초는

2 점, 4.83-6.20 초는 3 점, 4.82 초 이내로 수행한 경우 4 점을

부여한다.

  

다) 의자일어서기(Chair Stands)

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양손을 가슴에 팔짱을 낀 상태로

의자에 일어서고 앉기를 5 회 반복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60 초

이상 소요되거나 하지 못한 경우 0 점, 16.7 초 이상은 1 점, 

13.7-16.69 초는 2 점, 11.2-13.69 초는 3 점, 11.9 초 이내의

경우는 4 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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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PPB 평가 기준표

균형감각

일반자세 10 초 이상 유지 1 점

반 일렬자세 10 초 이상 유지 1 점

일렬자세
3 초 이상 유지 1 점

10 초 이상 유지 2 점

보행속도

(4m 걷기)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0 점

8.7 초 이상 1 점

6.21-8.69 초 2 점

4.83-6.20 초 3 점

4.82 초 이내의 경우 4 점

의자일어서기

(5 회 반복)

60 초 이상 소요되거나 하지 못했을 경우 0 점

16.7 초 이상 1 점

13.7-16.69 초 2 점

11.2-13.69 초 3 점

11.19 초 이내 4 점

4) 균형감각

본 연구에서 균형감각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중에

Berg’s balance scale 과 Time up & go 두 가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가) Berg’s balance scale(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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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각검사는 버그 균형 척도를 이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균형능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총 14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0 점 에서 최고 4 점으로

평가하는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능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14 개의 항목은 앉아서 일어서기, 지지 없이 서 있기, 

지지 없이 앉아 있기, 일어선 자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눈 감고 서있기, 발 모아 서있기, 앞으로 손 뻗기, 

물건 집어 들기, 뒤돌아보기(좌, 우), 360 도 돌기, 한 발

교대로 발판에 올려놓기(4 회씩), 한 발 앞으로 붙여놓고 서기

및 한 발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과제 수행의

질적인 측면과 수행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항목 마다 자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측정을 실시한다.

이 검사는 보행 속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노인성 질환 및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54-

56 점은 점수가 1 점씩 감소할 때 마다 낙상 가능성이 34% 

증가하고, 46-53 점 사이에는 1 점씩 감소할 때 마다 낙상

가능성이 68% 증가한다. 타당도, 검사-재검사 및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 이다(Berg, Wood-Dauphinee, & Williams, 

1995).

나) Time up & go (TUG)

기능적 운동성(functional mobility)과 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ime up & go 검사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출발신호와 함께 일어나 의자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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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지점의 반환점을 돌아 의자에 다시 앉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총 2 회 측정하여 더 빠른 시간을

사용한다. 측정할 때는 평상시 착용하던 신발과 보조기구를

사용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도록 한다. 

이 검사는 검사자 간 신뢰도(r=0.98)와 검사자 내

신뢰도(r=0.99)는 높은 편이다. 또한 BBS 와도 (r=-0.8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균형 및 보행속도, 기능적 동작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5) 보행기능

보행기능은 신발형 관성센서 기반 보행 분석기인 Smart 

Balance SB-1(JEIO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기기는

보행용 트레드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관성센서가 장착된 신발로

구성된다. 관성센서는 신발 내부 오른쪽과 왼쪽 바닥에 탑재되어

있으며, 취득율(Sampling rate)이 100Hz 이고, 3 축 방향 가속도

측정과, 3 축 방향 각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신발 내부의 블루투스

장비가 보낸 측정값은 컴퓨터와 연결된 신호 수집 장치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한다. 피험자는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고 트레드밀에서 약 5 분 정도 연습한다. 측정은

평상시 선호 보행속도를 설정하여 약 1 분 가량 걸으면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분석한 보행기능 관련 변인은 시간적 변수인

분속수(Cadence)와 보행속도(Gait Speed), 공간적 변수인

활보장(Stride length)과 보장(Step lengt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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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mart Balance SB-1

6) 낙상효능감

낙상효능감은 Tinetti 등(1990)이 개발하고, Choi 등(2003)이

번안한 한국어판 낙상효능감 척도(Korean Falls Efficacy Scale, 

K-F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낙상방지와 관련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일상생활 행동 10 가지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낙상하지 않을 자신감의 정도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점수는 1 점(매우 두려워서 행동을 피함)부터 10 점(전혀 두렵지

않음)까지 최저 10 점에서 최고 100 점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 

=. 81 로 보고된바 있다(Cho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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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1)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 진행할 중재프로그램은 ACSM 운동권고지침에서

제시한 FITT 운동 프로그램 요소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노인들에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운동빈도는 주 3-5 회, 회당

30-40 분, 8-12 주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Medicine,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빈도를 12 주간 주 3 회로 설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강도는 보그 스케일(Borg Scale)에 따라 매회

운동자각도(RPE 11~16)를 통해 3 단계에 걸쳐 점증적으로

증가시켰다. 프로그램 시간은 회 당 60 분으로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준비운동 10 분과 정리운동 5 분을 제외하고, 본 운동 시간은

45 분으로 구성하였다. 

  

가) 준비운동

수업의 가장 초반부로 출석을 부르고, 가벼운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을 수행하여 관절의 가동범위 및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운동 중의 상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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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체조를 실시하여 수업에 함께 하는 교사 및 동료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이는 경직된 심리 및 정서적인

부분을 풀어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나) 본 운동

주요 중재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단계에 따라 주차 별로

주어진 내용을 배우고 연습한다. 한국무용 전공자 1 인의

주도적인 지도하에 주어진 학습 동작을 배우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강강술래’ 작품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어진 군무 동작을

연습하였다. 이 때 개별적인 상황과 상태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동적으로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3~5 분 정도

부여하였다. 

다) 정리운동

수업의 마지막으로 호흡을 정리하고 느린 템포에 맞춘

스트레칭을 진행하여 본 활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여 간단한 대화 및 질문을 통해

다음시간의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대감 형성 및 참여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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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가) 내용 및 특징

본 프로그램은 낙상방지를 위해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한 하지 움

직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내용으로 기본 요소에 움직임 변

형요소를 추가하여 강도 및 움직임 빈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

록 구성하였다. 작품위주의 기존 한국무용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

징으로 본 프로그램은 한국무용의 기본 요소를 교육하고 이를 응용

한 동작들로 작품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2단계로 구분되며, 강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의 경우 하지 동작을 중심으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에 맞추어 교

육하였다. 응용 동작 부분은 기본 동작에서 배운 요소들을 응용하여

하지 동작위주로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진도 강강술래’를 교육

하였다. 강강술래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

이며, 후렴구를 따라 부르면서 하는 것이기에 흥미롭게 배울 수 있

는 작품이다. 동작의 경우 원작의 동작을 변형 및 축소하여 대상자

들의 체력 및 기능 수준에 맞추어 교육하였다. 

강도에 따라 초반에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단체로 교사의 동작

을 보고 따라 하는 일제식 교육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반부에는 일

정 동작을 반복하여 3~4명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동작을 진행하

였다. 재동작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소수의 인원이 계속 순환하는 형

식으로 개인은 활동량이 늘어나고 지도자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

는 것이 용이한 교육방식이다. 후반부에 기본 동작을 응용하여 강강

술래를 교육할 때도 기본 및 재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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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성요소

본 프로그램에서 교육하는 구체적인 동작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초반에는 한국무용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인 굴신과 3단 디딤

을 교육하였다. 굴신은 리듬을 변형 시켜 1박, 2박, 4박, 8박 굴신으

로 구성하였다. 이는 낙상예방을 위해 하체에 부하를 주는 근력운동

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3단 디딤의 경우는

발바닥의 감각을 자극하여 하지의 소근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며, 균형감각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 동작을 구성하는 데에서 주된 동작은 굴신과 디딤, 그리고

균형동작이다. 굴신은 앞서 긴 박자에 맞추어 충분히 자세와 원리를

익혔기 때문에 손동작을 가미하여 좀 더 빠른 박자에 맞추어 진행

하게 된다. 디딤의 경우는 3단 디딤을 적용하여 박자에 맞추어 걷

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와 박자 및 방향에 맞추어 걷도록 한다. 이

는 돋음세와 잔걸음으로 변형되어 하지 근육 및 동작의 빈도를 점

진적으로 증가 시키도록 한다. 균형동작의 경우는 작은 받침체와 큰

받침체를 비롯하여 외다리로 서고, 손동작을 추가 하는 등 균형감각

을 자극하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기본적인 동작을 교육하면서 자진모리장단

에 맞추어 디딤을 비롯한 걸음 동작부터 가볍게 뛰는 동작, 잔걸음

까지 점진적으로 스텝내용을 구성하여 재동작을 병행하였다. 재동작

의 경우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동작의 정확성을 높이고 반복적

인 동작 수행을 통해 동작을 숙지하고 활동량을 늘리는데 유용한

교육방식이다. 후반부에는 굴신, 걸음, 잔걸음, 뛰기 동작을 응용하

여 강강술래를 구성하였으며, 대상자의 체력 및 기능 수준을 고려하

여 13거리 중에 전반부 7거리를 교육하였다. 노래를 하면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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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원무를 추는 강강술래는 기본을 배우던 수업의 전반부보다 더

욱 흥미로운 요소가 가미되어 대상자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다. 

[표 4]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진적

강도

및 빈도

증가

굴신 2박 굴신 → 4박 굴신 → 8박 굴신

3단 디딤 디딤세 → 돋음세 → 잔걸음

받침체 긴 받침체 → 짧은 받침체

다) 진행 방식

본 프로그램은 동작의 변형과 더불어 강도 및 빈도에 따라 3단계

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본 동작을 습득하는 것으로 느린 템포인 굿

거리 장단에 맞추어 한국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하지 움직임을 위주로 교육하였다. 2단계

는 기본동작을 방향과 구성을 복잡하게 변형하여 보다 빠른 템포인

자진모리에 맞추어 체력 및 기능의 강화를 위해 반복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앞서 배운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응용한 작품활동으로 ‘진도 강강술래’에 맞추어 단체로 원무를

추는 방식으로 교육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생리학적인 효과로는 특히 하

지 근육 중에서도 굴신을 통해 대퇴 사두근, 대퇴 이두근, 전경골근

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단 디딤을 통해서는 비복근, 대퇴 사

두근, 대퇴 이두근, 족저근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울을

보면서 기본자세를 유지하게 되므로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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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렬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보폭의 걸음과 외발 서기를 통해서

는 균형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재 회기가 늘어갈수록

기본 및 재동작의 반복으로 체력을 향상 시키고 활동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응용단계의 강강술래를 통해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작품을

수행하게 되므로 유산소적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나아가 정해진

순서를 수행하면서 인지적인 부분이 자극되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이 단체로 원무를 추면서 작품을 만

들어가면서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프로그램 진행방식

구분 목적 구성요소 기대효과

1 단계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 습득

-굿거리 (느린 템포)

- 굴신

- 디딤세

- 받침체

- 돋음세

하지 근육 자극 및

단련

하지 소근육 자극

균형감각 향상

2 단계
한국무용의 변형 동작 습득

-자진모리 (빠른 템포)

- 원스텝

- 투스텝

- 세발 걸음

- 뛰기

- 돌기

-잔걸음

하지 근육 강화

체력 향상

균형감각 강화

3 단계
기본 동작 및 변형 동작의

응용 및 체력 향상

- 굴신 변형

-디딤세 변형

-투스텝 변형

- 뛰기 변형

하지 근육 강화

체력 향상

균형감각 강화

인지기능 자극

사회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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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 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12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주차 별 자세한 내용 및 목표

는 다음과 같다.

[표 6] 주차 별 프로그램

주차 구분 하지 동작 상지 동작 움직임 변형 목표

1 

단

계

1
기본요소

동작

1)굴신

2)3단디딤

3)걸음

1)손 허리 -리듬: 굿거리

-한국무용의 기본요

소를 익히면서 하지

근육을 자극시킨다.

-한국무용의 기본동

작들을 배우고 수행하

면서 균형감각을 자극

시킨다.

-한국무용의 기본동

작들을 느린 박자의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서 익힌다. 

-전후 방향과 상하방

향의 움직임과 더불어

손사위를 할 수 있다.

2

기본

1)굴신

2)디딤세

1)허리맴체

2)수평체

3)머리사위

-리듬: 굿거리

-방향: 전, 후

3 1)긴 받침체
1)머리사위

맴체

-리듬: 굿거리

-방향: 전, 후

2

단

계

4

기본 + 

재동작

1)짧은받침체

2)돋음세

3)원스텝

4)투스텝

1)겹머리사

위

-리듬: 굿거리

/ 자진모리

-방향: 전, 후

-한국무용의 기본동

작들을 상하, 좌우, 

전후방 사선으로 변형

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한국무용의 기본 동

작들을 손사위를 병행

하여 보다 복잡한 구

성으로 수행할 수 있

5

1)엇세사전

2)세발걸음

3)잔걸음

1)팔수

-리듬: 굿거리

/ 자진모리

-방향: 전방사

선/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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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퇴세전

2)뛰는 세발걸

음

3)뛰기

1)사선사위

2)인체

-리듬: 굿거리

/ 자진모리

-방향: 후방사

선/ 전, 후

다. 

-한국무용의 기본 동

작들을 리듬 및 구성

을 변형하여 빠른 자

진모리장단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다. 

3

단

계

7

강강술래

1)돌기

2)굿거리
-원스텝 변형 -한국무용의 기본 동

작을 응용한 동작을

원무로 수행할 수 있

다. 

-민요 ‘ 강강술래 ’

의 변형되는 박자에

맞추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민요 ‘ 강강술래 ’

를 부르면서 정해진

순서를 수행할 수 있

다. 

-체력적으로 민요

‘강강술래’ 중 7거

리를 수행 할 수 있

다. 

8
1)진양조

2)자진모리

-원스텝 변형

-굴신 변형

-뛰기 변형

9 1)개고리타령
-굴신 및

손사위

10
1)남생이놀이

2)청어엮기
-뛰기 변형

11 1)고사리타령
-뛰기 변형

-디딤세 변형

12 전체 연습 및 공연



36

제 5 절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재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모든 변인들의 차이를 SPSS 

23.0 Ver.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제 2 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 이원 공분산분석(Two-way ANC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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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룹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 검정(independent t-

test)을 실시하였다.

3) 그룹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제 2 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을 사용하였다.

4)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변인에 한해서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제 2 요인을 반복 측정한 이원 공분산분석(Two-way 

ANC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을

사용하였다.

5)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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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동질성 검정(독립 t 검정) 결과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70 세 이상

노인의 신체조성, 하지 근력, 신체수행력,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아래 [표 7]와 같다.

[표 7] 대상자 그룹 간 동질성검정 결과

구분
실험군

N=27 (남1/여26)

통제군

N=24 (남10/여14)

유의확률

체질량지수 24.06±2.85 24.50±3.66 .626

하지 근력 신전 1.10±0.28 1.24±0.39 .173

하지 근력 굴곡 0.55±0.2 0.72±0.26 .012*

하지근지구력 신전 17.92±4.01 19.03±7.34 .501

하지근지구력 굴곡 10.06±4.48 11.19±4.99 .400

SPPB-1(균형검사) 3.96±0.19 3.33±0.92 .001**

SPPB-2(보행속도) 4.11±0.86 3.88±0.72 .310

SPPB-3(의자일어서기) 7.96±1.47 9.35±2.36 .013*

종합SPPB 11.81±0.56 10.96±1.43 .006**

BBS 49.96±3.47 47.83±3.99 .047*

TUG 6.53±0.64 7.25±1.68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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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속수 123.07±17.33 119.96±10.59 .449

보행속도 0.58±0.24 0.86±0.19 .000**

활보장L 0.58±0.25 0.88±0.21 .000**

활보장R 0.58±0.24 0.88±0.21 .000**

보장L 0.29±0.12 0.44±0.11 .000**

보장R 0.29±0.12 0.44±0.11 .000**

낙상효능감 97.04±9.87 98.38±2.62 .523

Values are M±SD, *p<.05, **p<.01

두 그룹 간 신체조성, 하지 근력, 신체수행력,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 t 검정 결과, 체질량지수, 

하지 근력 신전, 하지근지구력 신전, 하지근지구력 굴곡, SPPB-

2(보행속도), 낙상효능감, 분속수에서 그룹 간의 사전측정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지 근력 굴곡, SPPB-1(균형검사), SPPB-3(의자일어서기), 

종합 SPPB, BBS, TUG, 보행속도, 활보장, 보장에서 그룹 간의

사전측정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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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질량지수, 하지 근력 및 신체수행력의 변화

1) 체질량지수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신체조성 변화는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체질량지수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구분 F p

실험군 24.06±2.85 23.72±2.78
시간 22.982 .000**

그룹 .195 .661

통제군 24.50±3.66 24.07±3.55 시간*그룹 .420 .520

Values are M±SD, *p<.05, **p<.01                                                               (Kg/m
2
)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체질량지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5] 체질량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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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 근력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하지 근력 변화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하지 근력의 변화

변인
실험군 통제군 시간 그룹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F p F p

하지 근력

신전

1.10

±0.28

1.23

±0.26
**

1.24

±0.39

1.15

±0.34
*

.570 .454 .102 .002
**

12.667 .001
**

하지 근력

굴곡

0.55

±0.20

0.66

±0.14
**

0.72

±0.26

0.68

±0.22
3.372 .072 22.474 .000

**
16.449 .000

**

하지근지구력

신전

17.92

±4.01

19.34

±3.14
*

19.03

±7.34

17.86

±5.25
.071 .790 .020 .889 7.318 .009

**

하지근지구력

굴곡

10.06

±4.48

12.20

±3.16

11.19

±4.99

11.55

±4.73
5.839 .019

*
.045 .833 2.956 .092

Values are M±SD, *p<.05, **p<.01                                                     (Newton-meters)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하지 근력 변화는 하지 근력 신전, 하지 근력 굴곡,

하지근지구력 신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하지근지구력

굴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6] 하지 근력의 변화



41

3) 신체수행력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신체수행력의 변화는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신체수행력의 변화

변인
실험군 통제군 시간 그룹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F p F P

SPPB1

(균형검사)

3.96

±0.19

4.00

±0.00

3.33

±0.92

3.17

±1.01
.446 .507 56.801 .000

**
1.100 .299

SPPB2

(보행속도)

4.11

±0.86

3.31

±0.30
**

3.88

±0.72

3.78

±0.78
20.580 .000

**
.507 .480 12.418 .001

**

SPPB3

(의자일어서기)

7.96

±1.47

6.78

±1.11
**

9.35

±2.36

9.13

±2.25
16.585 .000

**
120.234 .000

**
7.779 .008

**

종합

SPPB

11.81

±0.56

12.00

±0.00

10.96

±1.43

10.92

±1.44
.362 .550 66.198 .000

**
.905 .346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m/s, sec, score)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신체수행력 변화는 보행속도, 의자일어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균형검사, 종합 SPPB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7] 신체수행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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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균형감각의 변화

1) Berg’s balance scale(BBS)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적 균형감각(BBS) 변화는 아래 [표 11]와 같다.

[표 11] Berg’s balance scale(BBS)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구분 F p

실험군 49.96±3.47 53.93±1.38**
시간 79.911 .000**

그룹 94.463 .000**

통제군 47.83±3.99 49.71±4.16**

시간*그룹 10.221 .002**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적 균형감각(BBS)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8] Berg’s balance scale(BB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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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e up & go (TUG)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동적 균형감각(TUG) 변화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Time up & go(TUG)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구분 F p

실험군 6.53±0.64 6.12±0.58**
시간 3.654 .062

그룹 132.810 .000**

통제군 7.25±1.68 7.34±1.40 시간*그룹 8.844 .005**

Values are M±SD, *p<.05, **p<.01                                                                  (sec)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동적 균형감각(TUG)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9] Time up & go(TUG)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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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보행기능의 변화

1) 시간적 보행변수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간적 보행변수(분속수, 보행속도) 변화는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시간적 보행변수(분속수, 보행속도)의 변화

변인
실험군 통제군 시간 그룹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F p F p

분속수
123.07

±17.33

118.26

±11.86

119.96

±10.59

118.83

±10.10
2.167 .147 .178 .675 .836 .365

보행속도
0.58

±0.24

0.86

±0.99
**

0.86

±0.19

0.89

±0.13
120.646 .000

**
117.341 .000

**
73.196 .000

**

Values are M±SD, *p<.05, **p<.01                                                      (steps/min, m/s)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시간적 보행변수(분속수, 보행속도) 변화는 분속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행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10] 보행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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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보행변수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공간적 보행변수(활보장, 보장) 변화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공간적 보행변수(활보장, 보장)의 변화

변인
실험군 통제군 시간 그룹 시간*그룹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p F p F p

활보장L
0.58

±0.25

0.88

±0.13
**

0.88

±0.21

0.92

±0.13
102.157 .000

**
99.489 .000

**
59.872 .000

**

활보장R
0.58

±0.24

0.88

±0.13
**

0.88

±0.21

0.92

±0.13
102.073 .000

**
97.769 .000

**
59.129 .000

**

보장L
0.29

±0.12

0.44

±0.07
**

0.44

±0.11

0.46

±0.07
102.423 .000

**
99.710 .000

**
59.402 .000

**

보장R
0.29

±0.12

0.44

±0.07
**

0.44

±0.11

0.46

±0.07
101.080 .000

**
98.372 .000

**
59.203 .000

**

Values are M±SD, *p<.05, **p<.01                                                                   (m)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공간적 보행변수(활보장, 보장)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11] 공간적 보행변수(활보장, 보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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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낙상효능감의 변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낙상효능감 변화는 아래 [표 16]와 같다.

[표 15] 낙상효능감(FES)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구분 F p

실험군 97.04±9.87 97.04±4.03
시간 2.031 .160

그룹 .113 .738

통제군 98.38±2.62 94.58±10.48 시간*그룹 2.031 .160

Values are M±SD, *p<.05, **p<.01                                                                (score)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낙상효능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2] 낙상효능감(FE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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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최근 들어 걷기운동, 근력운동은 물론 태극권과 한국무용 등이 노인의

낙상예방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보고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여의 문제와 대상의 특징 및 필요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효진 등(2012)은 기존에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은

노인의 낙상위험요인감소와 낙상관련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편중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낙상예방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국내 고령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개발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70 세 이상 80 세 이하 노인 51 명을 대상으로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주 3 회, 60 분씩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같은 환경에서 신체조성, 하지 근력,

신체수행력,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관한 측정을 실시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험군은 하지 근력 및 근지구력, 

균형감각, 보행속도, 활보장, 보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신체수행력에서도 보행속도와 의자일어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고, 낙상효능감의 경우 실험군은 점수가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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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으나 통제군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의

체질량지수과 분속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장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체질량지수, 하지 근력 및 신체수행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기초적인 신체조성인 신장 및 체중,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고자 Inbody 720 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다.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를 통해 비만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값으로 사용된다(King et al., 2002).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군과 통제군 모두

사전(24.06kg/m2, 24.50kg/m2)에 비해 사후(23.72 kg/m2, 24.07

kg/m2)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0 주간 60 세에서 8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을 실시한 박의영(2007)의 연구에서

체질량지수가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부 같은 방향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6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6 주간

실버무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 측정계를 통해 측정한

체질량지수에서 여성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서지혜

(2009)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통제군 대상자 모두의 중재시간 외의 식습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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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다 큰 효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노화의 영향으로 60 세 이후에 근력의 감소현상을

경험하며, 이는 낙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김춘길, 

1995; Fernie, Gryfe, Holliday, & Llewellyn, 1982). 따라서

ACSM(2000)에서도 노인에게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하지 근력은 신전과 굴곡 모두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실험군 내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지근지구력의 경우 신전에서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굴곡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전(10.06Nm)보다 사후(12.20Nm)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2 주간 60 세 이상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발레 수련을 한 문엘린(2013)의 연구에서 등속성 동력계로 측정한 하지

근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용의 균형잡기 동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60 세 노인여성의

하지근지구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70 세 노인여성은 유의하지

않으나 향상하는 경향을 보고한 이경호(2010)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상하움직임의 움직임범위와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무용이 하지 근력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김형숙(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지 동작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구성한 본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하지 근력이 보행능력 및 균형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를 토대로 하지 근력의 향상은 그 변인들을 다루고 있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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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Fukagawa, Brown, 

Sinacore, & Host, 1995).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독립적인 삶과 관련하여 근력은 물론 유연성과

민첩성 등의 신체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비룡, 

2003).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운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Akuthota & Nadler, 2004). 이와 관련하여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SPPB)는 짧은 시간에 쉽게 측정이 가

능한 노인 신체기능 평가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보고된 바 있다(Patel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신체수행력을 균형감각, 보행속도,

의자일어서기 세가지 부분과 종합 점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행속도와 의자일어서기에서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실험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사전과 사후간의 차이가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균형검사와 종합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사전(3.96sec, 11.81score)보다 사후(4.00sec, 12.00score)에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균 70세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한

국무용을 실시한 결과, 보행속도와 종합 점수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균형

검사와 의자일어서기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홍예주(2011)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홍예주(2011)의 한국무용프로그

램 보다 하지 기능을 자극하는 동작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반복적인 수

행으로 체중부하를 늘린 본 연구 프로그램의 내용이 하지 기능을 평가하

는 두 가지 항목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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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낙상관련 연구들의 주요목적은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낙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어떤 위험인자를 예방할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내외적으로 복잡한 원인들

중에서 균형능력 저하와 불안정한 보행은 대표적인 내인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Tinetti et al., 1995). 따라서 선진국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손꼽히는 것들은

하지 근력, 보행 그리고 균형능력이다(Beling & Roller, 2009; 

Rubenstein & Josephson, 2006). 문효진(2012)은 한국형 낙상예방

프로그램인 은빛건강체조가 낙상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낙상관련체력이라고 설정한 신체기능과 최대보폭을 비롯하여 일어나서

걷고 돌아오기, 한발서기와 같은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감각의 측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BBS 는 낙상예측에 관한 선별 평가 방법 중 기준 값이 가장 높아

유용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안승헌, 김우기, & 이병권, 2013).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그룹 내의 변화는 실험군과 통제군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65 세 이상 여성노인에게 8 주간 짐볼과 세라밴드를

이용한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의한 BBS 의 향상을

확인한 김명철, 안창식과 김용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65 세에서 74 세 여성노인에게 12 주간 복합하지 근력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BBS 의 유의한 향상을 검증한 백순기와 최혜정(2015)의 연구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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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7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태극권, 택견,

한국전통춤을 실시한 연구에서 BBS 점수가 태극권과 통제군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향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국전통춤과 택견

훈련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게 나타났다(조정선, 

2009).

이러한 결과로 보아 중재 프로그램 내의 균형감각을 요하는 받침체와

회전동작의 반복적인 수행이 실험군의 유의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제군의 향상 경향에 관해서는

통제하지 못한 일상생활의 영향과 주어진 동작을 수행하는 측정도구

자체의 학습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동적평형성과 민첩성을 측정하는 TUG 는 앞서 제시한 BBS 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제군 내 시간에 따른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변화는 오히려 퇴보하였으나 실험군 내에서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조강 등(2014)은 12 주간 65 세 이상 노인

여성에게 태극권을 실시한 결과, TUG 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65 세에서 75 세 노인 여성에게 12 주간

우리춤체조를 실시하여 TUG 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김현준, 변재경, 김현주, & 박순희, 2011).

이에 관하여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느린 박자부터

빠른 박자에 맞추어 받침체를 수행하고, 보장은 최대한 작고 빠른

속도로 걷는 잔걸음을 연습하면서 동적인 평형감각과 민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노인의 균형감각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53

제 3 절 보행기능의 변화

앞서 살펴본 균형감각의 중요성만큼 낙상예방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보행기능이다. 낙상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많은 연구들은

균형감각의 향상과 보행패턴을 교정하여, 신체활동이 평형성을

향상시키고 보행형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밝혔다(Lord, Ward, & 

Williams, 1996; Maki, 1997). 보행은 복잡한 과정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적응력이 있으므로 보행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경순 & 서국웅, 2007).

박승순(2007)은 보행에 있어 양보다는 어떻게 걷는지가 중요하므로

노인 보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반 노인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보행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기능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시간적

보행변수와 공간적 보행변수에 관해 분석하였다. 시간적 보행변수에는

분속수와 보행속도가 있다. 분속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보행속도에서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실험군 내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가 유의하게 48%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재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보행속도의 향상은 단위 걸음당 보장이 길어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간적 보행변수의 경우 활보장과 보장이 있는데, 좌우 방향을 포함한

두 변인 모두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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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내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가 좌우 활보장과 보장에서 모두

유의하게 51% 향상되었다.

이는 65 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 주간 태극권을 실시하여

보행속도와 보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趙剛 et al., 2014). 태극권, 택견, 한국전통춤을 7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정선(2009)의 연구에서도 한국전통춤

훈련군이 보장, 활보장, 보행속도, 분속수에서 모두 유의한 향상을

규명하면서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 세에서

75 세 이하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 주간 우리춤체조를 실시한 결과

10m 최대 보행시간과 최대보폭의 보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김현준 등(2011)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위

연구는 우리춤체조 프로그램이 다양한 걷기 동작을 통해 보행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도 다양한

방향과 박자에 맞추어 디딤세를 수행하게 한 것과 반복적인 잔걸음 및

3 단디딤이 보행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근육을 자극하고, 다양한

환경에의 적응과 조절 능력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앞선

하지 근력과 균형감각의 향상이 보행 중의 하지의 안정성을 더하여

보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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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의 위험요인으로 앞서 제시한 신체적인 요소와 더불어

낙상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생성될 만큼 낙상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요인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낙상 두려움은 노인들의 자세유지 능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 기능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 Kim, 2010; Park & Lim, 2009). 이와 반대의 개념인

낙상효능감의 증진은 노인의 지속적인 운동참여와 낙상에 관한 긍정적인

자기확신을 증가시켜서 낙상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박은주(2012)는 10 주 이상의 프로그램이 낙상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12 주간의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프로그램 전(97.04score)후(97.04score)의 점수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편차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통제군은

사전(98.38score)에 비해 사후(94.58score)의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그룹 내의 편차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옥진과 박양선(2014)은 65 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동작을 응용한 스텝운동을 실시한 후, 낙상효능감 점수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향상하고 통제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와 일부 유사하였다. 6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 주간의 태극권 기반 연속적 근력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낙상효능감에 대해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통제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임종민, 201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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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낙상효능감 사전 측정점수가 이미 높은 상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점수의 유지와 감소한 편차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통제군 역시 높은 사전점수를 보였으나 점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는 주어진 동작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신체기능의 자극과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신체 및 심리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주 동안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에서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고,

추후 재참여 의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낙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참여지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노인인구의 낙상예방을 위해 참여를 권장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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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 참여가 70 세

이상 노인의 균형감각, 보행기능,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70 세 이상

노인의 하지 근력 및 근지구력, 신체수행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70 세 이상

노인의 정적 및 동적 균형감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70 세 이상

노인의 보행기능(보행속도, 활보장, 보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12 주간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70 세 이상

노인의 낙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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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현장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표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모집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집단 간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 간 무선할당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낙상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설문지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심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낙상 관련 심리변인을

측정하는 다각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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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강한 7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한국무용에 기반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장애 및

질병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등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2) 현장적용에 대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용되는 한국무용 프로그램과 달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작품보다 기본동작을 교육하는 부분에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기본동작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근본적인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과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참여지속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하지 동작 위주로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낙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 하지 동작을 위주로

흥미로운 진행을 하는 것이 낙상예방에 기여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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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12-week Korean 

traditional dance based fall prevention program on balance, gait function, 

and falling efficacy among Korean older adults over 70 years old.

Subjects were 51 people ranged in 70 to 80 years old who want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suited for the inclusion criteria in the A c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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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n=27) and control group (n=24).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the 60 minute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ased fall prevention program which conducted 3-time per week for 

12 week at the dance studio located in A university.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one session of health education program. Both groups were 

measured on body composition, strength of lower extremity, physical 

function, balance (BBS, TUG), gait function, and fall efficacy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statistical data analysi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 and two-way ANC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he 2nd

factor were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23.0 version program.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dy mass index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both groups tended to decrease with time. Strength of lower 

extremity represen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rength of 

lower extremity extensor (p<.01) and flexor (p<.01), endurance of lower 

extremity extensor (p<.01)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physical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walking speed (p<.01) and sit to 

stand up (p<.0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balance test and the 

overall score within the physical performance test showed a tendency to 

impro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n the balance,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the static balance (BBS) on both group 

(p<.01).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dynamic bala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p<.01). Third, in the gait function, cadence decreased 

in both group, while the gait speed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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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as the temporal gait parameters (p<.01). The spatial 

gait parameters Stride length (p<.01) and step length (p<.01)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left and right legs of the experimental group. 

Finally, fall efficacy score decreased in control group while experimental 

group showed little change after the intervention.

In conclusion, Korean traditional dance based fall prevention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the balance, gait function, and fall efficacy of 70 

years ol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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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측정 기록지

한국무용 낙상예방 프로그램 측정 기록지

1. 피험자 정보

ID(성별) 생년월일

질병 및 질환

2. 검사 항목 및 결과

신체조성

Inbody DXA

Cybex

간단신체수행력 (SPPB)

균형검사

일반자세 초

반 일렬자세 초

일렬자세 초

보행속도 초 초

의자일어서기 초

균형감각

TUG
초

BBS
초

보행기능 낙상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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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 균형척도 (Berg’s Balance Scale)

번호 항목 점수

1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2 잡지 않고 서 있기

3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

4 선 자세에서 앉기

5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6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7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 있기

8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9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10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아보기

11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기

12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놓기

13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기

14 한 다리로 서 있기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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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한국판 낙상효능감 척도

(Korean Falls Efficacy Scale, K-FES)

번호 문 항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나는 넘어지지 않고

아래 행동들 중에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조심하거나 피하시는 경우

그 정도를 표시

(매우 두려우면 1점, 두렵지 않으면 10점)

1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다.

2 선반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다.

3
가벼운 집안 일(예: 장롱 정리)을

할 수 있다.

4 집 주위를 걸을 수 있다.

5
이부자리에 혼자 눕고, 일어날 수

있다.

6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

7
혼자서 의자에 앉고, 일어날 수 있

다.

8 혼자 옷을 이고, 벗을 수 있다.

9
몸을 단장 할 수 있다(예: 얼굴 씻

기, 머리 빗기).

10
화장실 변기에 앉고, 일어설 수 있

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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