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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이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 신경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 동 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노쇠로 인해 감소된 무릎 신전근 (Knee extensor muscle)의 근 신경

기능은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보행 능력을 감소시키며,

인지기능의 감소는 노쇠와 병태생리학적인 경로를 공유하는 연유로 노쇠

노인들을 낙상, 입원, 장애, 의존적 상태, 사망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한다. 하지만 근육과 신경, 뇌는 가변성이란 특성을 가지므로 중재를

통하여 정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 중 낮은 강도로 빠른

근수축을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는 High-speed power training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신체 노쇠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중재함으로써, 대조군과의 근 기능, 신경 기능, 전두엽 기능

변화의 차이와 각각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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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총 65명의 연구 참여 후보자가 모집 되었고,

의학적인 경도인지장애 검진과 Fried frailty scale 도구를 통해 노쇠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대상자 총 42명이 선발되었다 (중재 그룹=20,

대조 그룹=22). 운동 중재를 적용하기 전 사전 측정을 시행하였고, 총

8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이 중재된 후 중재 그룹의 2명을

제외한 총 40명의 연구 대상자가 최종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중재

그룹=18, 대조 그룹=22).

측정 결과 중재 그룹에서 무릎 신전근 최대 근력과 200ms Rate of

torque developmen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Movement time, Motor time, Rate of EMG rise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또한 4.4m 보행 속도와 Timed up

and go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 8주간의 high-

speed power training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 신경

기능 및 보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노쇠노인, 경도인지장애, High-speed power training, 대퇴골

격근량, 근신경기능, 전두엽기능

학 번 : 2015-2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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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１.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노쇠의 유병률(prevalence)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Economic Survey, 2012; Jung HW et.,

2014). 2014 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5 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중 대략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Statistics Korea, 2014),

노쇠 발병률은 40~59%로 해외의 유병률 보다 3~19%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Jung HW et al., 2014; collard RM et al., 2012).

노쇠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부의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노쇠한 노인들은 낙상, 신체적 장애, 입원, 의존적 상태, 사망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다 (Fried LP et al., 2001). Fried 등 (2001)의

연구에 따르면, 노쇠 노인이 한번 노쇠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상

노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보고 되고

있다 (Fried LP et al., 2001).

또한 노쇠는 근육량, 근력, 근 파워, 균형 감각, 보행 능력, 신체 활동량,

심폐 체력 감소 등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노쇠를 개선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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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중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쇠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보고 되고 있다 (Fried LP et al. 2001).

노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현상들 중에서도 근육과 신경

기능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노쇠한 노인일수록 일반 노인에

비해 하체(Lower Extremity)의 근력이 대략 60% 감소된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Van Roie E et al., 2011). 이러한 하체의 근력은

노인들에게 있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Sayer SP

et al., 2007). 예를 들어 Cuoco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하체의

근력이 감소된 노인일수록 보행 능력의 감소에 대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Cuoco A et al., 2004). 이에

더해, 건강한 노인에 비해 노쇠한 노인들은 대퇴사두근 (Quadriceps)이

슬와근(Hamstrings)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드러진 감소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DK, 2015; Ding L & Yang F, 2016).

이러한 노쇠 노인의 근 신경 기능과 보행 능력 감소의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해 근육의 양의 감소, 운동 단위의 감소, 반응 속도의 증가,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의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Laroche DP et al., 2008). 즉, 노화로 인한 근 신경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McKinnon NB et al., 2015;

Laroche DP et al., 2008; Bautmans I et al., 2011; Arnold P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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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의 감소 또한 노쇠 노인들에게 있어 근 신경 기능 및 보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알츠하이머 질병과

정상 노화의 단계 사이로 정의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인간의

전반적인 사고와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작업

기능(Executive function)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Yamao

A et al., 2011). 이는 곧 작업 처리 능력의 저하로 인해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근력의 감소와 보행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낙상의 위험을 일으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 (Arnorld

P et al., 2015; Yamao A et al., 2011; Casas-Herrero A et al., 2013).

또한 경도인지장애와 노쇠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노인은 노쇠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비해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이환 될 확률이

2~3 배 높으며, 사망률 또한 1.9 배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Avila-

Funes JA et al. 2009).

노쇠와 인지기능의 감소는 중재 시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미 치매로 이환 되었거나 노쇠를 넘어 의존 상태에 이른 노인들은

다시 정상 노화의 단계로 되돌리기 힘들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 (Xue

QL et al., 2008), 노쇠와 인지기능은 가변성(Inflexibility)이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감소와 노쇠 현상을 초기에 발견하여 처치를

하면 정상 노화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Ruan Q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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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변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인지기능의 감소와

노쇠에 따른 근 신경 기능의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다양한

요법들을 현재 연구 중에 있지만, 그 실패율이 높고, 임상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Persson T et al., 2014).

여러 다양한 요법들 중 운동은 경도인지장애와 노쇠의 근 신경 기능을

개선시키는 요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부작용이 없는 처치

중 하나이다. Laroche (2008)의 연구에 따르면, 8 주간의 저항성 운동은

70 대 노인의 무릎 신전 최대 근력, 근 파워, Rate of torque

development 가 증가되고,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이

감소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Laroche DP et al., 2008). 하지만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은 노인들이 접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무거운

무게를 이용하는 관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은 그 한계가 존재한다 (Karen A

et al., 2004).

고무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은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인 80~90%의 1 Repetition maximum (RM)에

비해 낮은 강도의 40%~60%의 RM 으로 설정해 단축성 수축을 할 시

최대한 빠르게 수축 (1 초)을 하고, 신장성 수축을 할 시 최대 3 초의

시간으로 수축하는 운동 형태로 정의되며 (Pereira et al., 2012),

안전하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물질적으로 부담이 적어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Sayer SP, 2007).



５

Cadore 등 (2014)의 연구팀에 의하면, 평균 88 세의 노쇠한

노인들에게 8 주간 High-speed power training 을 실시한 결과

중재그룹의 노쇠한 노인의 Timed up and go (TUG)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하체 근력은 대조군에 비해 16~30% 가량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Cadore EL et al., 2014).

Yoon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에게 12 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 을 실시한 결과, 작업 능력에 대한

인지기능과 무릎 신전 최대 근력 및 간단 신체 수행 능력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Yoon DH et al., 2016).

하지만 High-speed power Training 이 경도인지장애와 노쇠가 동시에

나타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 신경 기능에 이러한 중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보고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 능력이 감소되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와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는 노쇠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8 주

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을 실시하여 무릎

신전근의 최대 근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하체 골격근량, 근 기능인 무릎

신전근의 최대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 신경 기능인 Pre-

motor time, Motor time, Movement time,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Rate of EMG rise, 일상생활수행능력인 4.44m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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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Timed up and go (TUG), 마지막으로 전두엽 기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２.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8주간

시행함으로써, 대조군과의 대퇴 골격근량, 근 기능, 신경 기능, 보행

능력 변화의 차이와 각각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경도인지장애와 노쇠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중재

방법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３.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8주간의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시행 전·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간 대퇴 골격근량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8주간의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시행 전·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간 근 기능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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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근의 최대 근력, Rate of torque development)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8주간의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시행 전·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간 신경 기능 (Pre-

motor time, Motor time, Movement time,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Rate of EMG rise)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8주간의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은 시행 전·후 중재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간 보행

능력 (4.44m gait speed, Timed up and go)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４.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제한되었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식이 및 신체활동, 수면상태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3) 본 연구는 중재군과 대조군 내 성별 구분이 동등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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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전도 전극 부착 위치가 사전과 사후 동일한

위치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다.

５. 용어의 정의

1) 노인

노인 복지법 제 25조(생업 지원), 제 26조(경로 우대), 제 27조(건강

검진)의 조항에 따라 만 65세 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명시하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노인의 개념은 만 연령 65세 이상 성인으로 정의한다.

2)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 질병 사이의 상태를

이르는 용어로써, 본 연구에서는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

0.5, 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 (CDR-SOB) 점수

1.0~2.0 사이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Peterson(1999)에 의해

제시된 5가지 항목에 부합하는 인원으로 정의된다 (Peterson et al.,

1999).

Peterson의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기억력 장애

2. 나이 혹은 교육에 따른 객관적 기억력 장애

3.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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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반적으로 일상생활활동은 보존된 상태

5. 치매가 아닌 경우

3)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CDR은 알츠하이머 질병과 그 외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써, 6가지의 인지 및 기능 수행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가지

각 항목은 1)기억력, 2)지남력, 3)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4) 사회활동,

5)집안생활과 취미, 6)개인관리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며, 각 점수 당 인지

손상 단계를 정의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항목은 1)0=Normal,

0.5=Questionable(Very Mild), 3)1=Mild, 4)2=Moderate,

5)3=Severe로 나뉠 수 있다.

4) 노쇠 (Frailty)

노쇠는 노화 과정 중 외부적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생리적 예비 능력이

감소되어 여러 질병 이환과 낙상, 입원, 장애,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증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노쇠를 진단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Fried frailty scale이며, 이 Fried frailty scale에서 제시된 항목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노쇠로 정의한다 (Fried LP et al., 2001).

5) Fried frail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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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 LP (2001)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Fried frailty scale은

1)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2)근력의 감소, 3)피로의 증가, 4)보행 능력의

감소, 5)낮은 신체활동으로 총 5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가지 항목

중 한 개의 항목 혹은 두 개의 항목에 해당될 시 노쇠 전단계(Pre-

frailty)로 정의되며, 세 항목에서 다섯 항목에 해당될 시

노쇠(Frailty)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쇠 전단계(Pre-frailty)

상태와 노쇠(Frailty) 상태를 총칭하여 노쇠 노인으로 총칭한다 (Fried

LP et al., 2001).

6) 탄력 밴드 기반 High-speed power training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은 저항성 운동의 한

종류로써, 수축 시 시간과 이완 시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근비대,

근력 증가, 근 순발력 증가를 시키는 운동 형태로 정의된다. 근육의

수축 시 대략 1초의 시간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며, 근육의 신장 시 대략

3초의 시간으로 근육을 수축시킨다 (Sayer SP, 2007).

7) 신체 조성 (Body composition)

신체 조성이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양과 종류, 그 물질들의 종류와

양이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통틀어 신체 조성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 체중, BMI, 골격근량, 대퇴 골격근량, 체지방률을

신체 조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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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력 (Muscle strength)

근력은 외부의 무게를 움직이기 위한 골격근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의 근력은 무릎을 중심으로 굴국 방향 90°의 자세에서 등척성

수축을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무릎 신전근의 최대 근력(Knee

extension peak torque)을 조작적 정의로 나타내었다.

9) Rate of torque development

Rate of torque development는 시간에 따라 회전력 (torque)가

발생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ms 지점에서 발생되는

시간 구간에 따른 회전력의 경사도 수치를 rate of torque

development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근육의 힘 발생의 시작 시점을

절대값 7.5Nm로 정의하였다 (Aagaard P et al., 2002). 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formula는 다음과 같다.

(Aagaard P et al., 2002)

10) 반응시간 (Movement time; Fractionated time)

반응시간은 소리에 의한 자극과 최초의 힘이 발생되는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Laroche DP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을 총 세가지로 구분되며, Pre-motor time,

Motor time, Movement time으로 나뉜다. 이 세가지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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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은 영문으로 Fractionated time으로도 불린다.

Pre-motor time은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에서 인식해 운동에 대한

명령을 말초로 전달하는 처리과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총 시간의 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 자극에서부터 하체 근육의 근 활성도

수준이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수준을 Pre-motor time으로 조작적

정의되고 있으며 (Laroche DP et al., 2008), 자발적 최대 근수축의

5%되는 시점을 근활성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Aagaard P et

al., 2002).

Motor time은 근육에서 흥분-수축 결합(Excitation-contraction

coupling)의 시간과 근육-인대(Muscle-tendon unit)의 탄력적인

구조의 느슨함을 조이기 위한 시간을 의미하며, 하체 근육의 근

활성도가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수준부터 해당 근육의 힘의 발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Motor time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Laroche DP et al., 2008). 또한 해당 근육의 힘 발생의

시작 시점을 절대값 7.5Nm로 정의하였다 (Aagaard P et al., 2002).

Movement time은 소리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해당 하체 근육의 힘

발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Movement time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Laroche DP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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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oche DP et al., 2007)

11)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은 특정한 신체의 움직임이 힘을

가진 상태로 주동근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발생되는 길항근의

근활성도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 신전근이 둥척성 무릎

신전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과 슬와근

(Hamstrings)사이의 전기적 활성의 비율로 정의되며,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 간 발생되는 전기적 활성도 수준의 비율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Ervilha UF et al., 2012; Laroche DP et al., 2008). 해당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의 Index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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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vilha et al., 2012)

12)Rate of EMG rise (RER)

Rate of EMG rise는 Rate of torque develop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따른 근 활성 신호의

급격한 상승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Dain P. Laroche et al., 2008).

최대 근력에서 보여지는 최대 EMG 크기(peak EMG amplitude;

pEMG)로 RER 수치를 표준화(normalization)하여, 200ms 지점까지의

시간에 따른 근 활성도의 기울기를 본 연구의 Rate of EMG rise의

수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해당 Rate of EMG rise의 formula는 다음과

같다 (Laroche DP et al., 2008).

(Laroche DPet al., 2008)

13)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

의도적으로 최대 근수축을 실시하였을 시 해당 근육에서 발생되는 최대

수축력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릎 신전 시 발생되는 대퇴직근의

최대근활성도를 MVC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14)전두엽 기능

전두엽은 인간의 기억, 사고, 행동을 조절하고, 감각과 정보를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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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및 특정 운동 수행을 조절하는 뇌의 한 기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Dubois (2000)에 의해 처음 개발된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Frontal Assessment Battery) 도구를 사용하여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6가지 항목은 1)개념화, 2)유연성, 3)운동

프로그래밍, 4)간섭 자극에 대한 민감성, 5)억제 조절, 6)파악 행동을

의미한다 (Dubois B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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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１. 노쇠

노쇠 (frailty)란 외부적 혹은 내부적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항상성 능력과 생리적인 예비 능력이 감소되는 노화 관련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Rockwood et al., 1999; fried et al., 2001). 노쇠로 인해

감소된 생리적 예비 능력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낙상, 골절,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률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노쇠는 또 다른 부정적인 생리적 결과를 중첩시켜

결국 노쇠 노인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만들어 더욱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 (Frie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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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노쇠의 악순환의 고리

노쇠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다양한데, Sarcopenia라고 불리우는

노인성 근감소증, 신경 기능의 변화, 우울, 인지기능의 감소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02. 노쇠의 원인

노인성 근감소증은 노화와 관련된 골격근과 기능의 감소로 정의된다

(Evans WJ, 2010; Cruz-Jentoft AJ et al., 2010). 노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근감소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는데, 신체활동의

저하와 운동의 부족, 성장 호르몬 (Growth hormone; GH)와 인슐린

유사 호르몬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과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IL-6와 TNF-alpha의 증가로 인한 염증반응의 변화, 식육

부진으로 인한 근 단백질의 동화 능력의 감소는 근감소증의 발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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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원인이 되는 동시에 노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Evans WJ et al., 2010). 이러한 근감소증으로 인한

노쇠는 실제 노쇠 진단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Fried 등 (2001)에 의해

처음으로 노쇠 진단 구조가 세워진 fried frail scale은 현재 노쇠를

판별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Fried et al., 2001). 각각의 항목들은 1) 하체를 이용한

보행, 2) 상체를 이용한 악력, 3) 신체활동량, 4) 식욕 부진 혹은

근감소와 관련된 몸무게의 변화, 5) 우울의 경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근감소증과 연관되어 있다 (Fried et al.,

2001).

Figure 01. 노쇠 진단 도구

또한 노인성 근감소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노쇠의 결과는 주로

근육과 신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영향을 받는다. 근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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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중 최대 근력의 감소는 노쇠를 겪는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이러한 최대 근력은 노인에게 있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Cuoco A et al., 2004). 따라서 노쇠로

인해 감소된 최대 근력은 자연스레 노쇠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쇠에 따른 최대

근력의 감소는 노인성 근감소증에 의한 원인이 주를 이루며, 노인성

근감소증으로 인해 감소된 근육의 종류를 관찰하는 것이 노쇠에 따른

최대 근력의 감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노화로 인해 노인성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노쇠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은 노인의

근육 중 제 2형 근섬유의 크기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Van Roie E et al., 2011). 따라서 노쇠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량과 최대 근력을 증가시키는 요법을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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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2. 노쇠 노인의 대퇴 직근의 등척성 최대 근력

또한 최대 근력뿐만 아니라 노쇠 노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 파워 즉, 순발력이다. 이 근 파워 또한 노쇠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예를 들면, 의자에서 일어서기, 보행, 계단 오르고

내리기 등 다양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Sayer SP,

2007). 이 근 파워의 감소 또한 제 2형 근섬유의 감소와 영향이 많으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된 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근 파워,

순발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Rate of torque development는 근 파워와

최대 근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200ms 내에서 발생하는

수치는 근 파워, 순발력에 영향을 미치며, 200ms 외에서 발생하는

수치는 최대 근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Aagaard P et al.,

2002).

노쇠의 결과 중 신경 기능의 변화 또한 노쇠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제 2형 근 섬유와 연접하고 있는 제 2형 운동 단위의

감소는 제 2형 근섬유의 불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운동 단위와 근

섬유의 감소를 동시에 촉진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근육으로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의 속도와 양으로 대변될 수 있는 Rate of EMG

rise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뒤이은 Rate of torque

development와 최대 근력의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 (Aagaard P et al.,

2002). 또한 척수내 존재하는 사이신경세포 (Interneuron)인 Ia 억제성

사이신경세포 (Inhibitory interneuron)의 노쇠로 인한 오작동은



２１

주동근과 길항근의 협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동근의 움직임 시

길항근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어 최대 근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Baratta R et al., 1988).

마지막으로 노쇠로 인해 발생하게되는 흥분-수축 결합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노쇠 노인들이 반응을 듣고 움직이는 시간을 증가시켜 최대

근력, 근 파워,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낙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Laroche DP et al., 2008).

２. 노쇠와 인지기능

인지 기능의 손상은 영양 불균형, 정신 건강, 우울증 등 다양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인지기능의 손상은 노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Canevelli M et al., 2014).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알츠하이머 질병과 같은

치매의 전구 단계로 정의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질병에 이환 될 위험률이 높은 상태이며, 인지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인지기능이 감소된다 (Boyle PA et al., 2010).

9294명을 대상으로 한 Avila-Funes JA (2009) 연구팀의 단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쇠한 노인의 그룹이 정상 노인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인지기능, 건망증 정도, 단기 기억 손상,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방향 감각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상태임을 보고 한 바



２２

있으며, 인지 손상의 정도는 전체 인구 비율 중 22%를 차지하여 정상

노인 그룹과 통계적인 차이로 증가된 상태임이 보고된 바 있다 (Avila-

Funes JA et al., 2009).

이에 더해, 만성적인 염증 반응, 호르몬 불균형, 심혈관 질병과 같은

병태생리학적인 경로는 잠재적으로 노쇠와 인지기능의 손상을 서로

공유한다 (Canevelli M et al., 2014). 노쇠와 인지기능의 손상 즉,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질병과 같은 치매에 대한 연구는 서로

분리되어 설명되는 것보다 서로의 연관성을 견주는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인지노쇠

(Cognitive frailty)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치매의 상태가 아닌

경도인지장애 상태와 신체적 노쇠의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인지 기능의 감소와 노쇠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uan Q et al., 2015; Panza F et al., 2015). 따라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태에서는 낙상, 입원, 장애,

사망과 같은 우리 신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 (Houles M et al.,

2012). 실제로 Boyle PA 등 (2009, 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760명의 노인과 97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 및 종단 연구 결과

근육량이 감소되고 대퇴 근육의 근력과 악력이 감소된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 질병과 경도인지장애로 이미 이환 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Boyle PA et al., 2009, 2010).

이렇듯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들은 정보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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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던 동작들을 기억해내며 반응에 대한 억제를 적절히 수행하게

하는 작업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감소되어 균형감각과

보행 이상으로 인해 낙상으로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입원과

장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Liu-Ambrose T et al.,

2008).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 시켰을 때

낙상의 위험이 낮아지는 연구도 보고 되고 있는데, Montero-Odasso M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140명의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네페질 (Donepezil)을 투여하는 중재 그룹과 위약

(Placebo)을 투여하는 통제 그룹 간의 시간과 그룹에 관한 상효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도네페질을 투여한 그룹이 통제 그룹에 비해 보행

속도와 균형감각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어 이는 곧 낙상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Montero-Odasso M et al., 2009).

３. 노쇠와 인지기능의 가변성

노쇠와 인지기능을 구분하는 단계들이 존재하는데, 노쇠에서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정상 노화 (Non-frailty)에서 노쇠 전단계 (Pre-frailty),

노쇠 단계 (Frailty), 마지막으로 의존 단계 (Dependence)로 단계별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인지기능에서는 정상 노화에서 주관적 인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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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Subtle decline in cognitive performance),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치매 단계 (Dementia)로 단계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쇠와 인지기능의 감소는 서로

같은 병태생리학적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서도 그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노쇠 전단계는 주관적 인지 감소

상태와 그 단계가 동일 선상에 있으며 노쇠 단계는 경도인지장애와 동일

선상에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의존 상태는 치매와 동일 선상에 존재한다

(Ruan Q et al., 2015). 이러한 신체 노쇠와 인지기능 감소의 궤도에

따른 중재는 노쇠 노인과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노인의 상태를

현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처치가 이르면 이를수록 정상 노화의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Ruan Q et al., 2015).

Figure 03. 나이에 따른 신체 노쇠와 인지기능의 단계별 궤도

Jung HW 등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총 341명의 평균 연령 70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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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을 대상으로 5년동안 골격근량을 추적 조사 한 결과 정상

노인과 노쇠 전단계 노인에 비해 노쇠 노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골격근량이 감소되었다 보고 되고 있다 (Jung HW et al., 2014).

Osone A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총 123명의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평균 연령 7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해마 크기의

증가 혹은 감소 현상을 관찰한 결과 인지기능이 정상이었다가

경도인지장애로 단계로 이환된 그룹에서 해마의 회색질 (Hippocampal

gray matte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보고 되고 있다

(Osene A et al., 2016).

Cadore EL 등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총 24명의 평균 연령 91세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1RM의 40~60%의 강도로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퇴사두근의 단면적이 대조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보고 되고 있다 (Cadore EL et al.,

2014). Koebe T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총 20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이와 운동의 중재를 통하여 대조 그룹과 비교한

결과, 전두엽 회질 (Frontal gray matter), 띠이랑과 두정엽 겉질

(Parietal and cingulate cortex)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보고 되고 있다 (Koebe T et al., 2016).

４. 노쇠와 High-speed pow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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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의 원인이 되는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뜻하며, 노쇠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노인의 지근에 비해

속근 섬유의 크기와 수의 감소가 나타나 근육량과 근력을 감소시킨다

(Larsson, Sjödin, & Karlsson, 1978). 노쇠한 노인들은 하체의

근육량과 근력, 근파워가 젊은 사람들과 정상 노인에 비해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노쇠 노인들이 흔히

가지는 낙상, 부상, 입원, 장애 등 여러가지 부적정인 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 (Fried et al., 2001). 또한 노쇠한 노인들은 인지기능의 감소와

같은 요인들과 병태생리학적인 경로를 공유하므로 노쇠한 노인들은

인지기능 부분에서 정상 노인들에 비해 더 빨리 감소할 뿐만 아니라

노쇠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까지도 더 빠르게 나타난다

(Casas-Herrero A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노쇠 현상과

인지기능의 감소 현상은 가소성이 존재하는 이유로 저항성 운동을 통한

처치로 정상 노화의 과정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사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Latham 등 (2003)의 연구에 따르면 노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항성 운동은 대상 노인의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켜 노쇠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Latham et al., 2003). 또한 저항성

운동은 노인의 근육에서의 Akt/mTOR 신호 전달 체계와 혈관 내피

기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켜 단백질 동화 대사를 촉진시키고,

노쇠를 예방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 (DiPietro L et al., 200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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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근골격 성장을 조절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을 향상시켜 (Lincoln et al., 1998) 근육량과

근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Barbieri et

al., 2003; Kostek et al., 2005). 또한 Vale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IGF-1의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보고되고 있다

(Vale et al., 2009).

하지만 저항성 운동은 높은 강도와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노인들의 근골격계에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존재함으로 저항성 운동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Karen, 2004).

이러한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High-speed power training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High-speed

power training은 운동의 강도를 낮은 운동 무게로 설정하고, 일반

저항성 무게보다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일반 저항성

운동의 강도에서 발생되는 파워를 High-speed power training에서도

동등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저항성 운동법의 원리이다 (Sayer

SP, 2007). 이러한 낮은 강도와 빠른 움직임을 보유한 저항성 운동은

노인들이 저항성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반 저항성 운동과

동등한 파워를 내며 운동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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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er SP, 2007).

Marsh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총 45명의 평균 연령 74.8세

노쇠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High-speed power training을 시행한

결과 최대 무릎 신전근의 근력과 간단신체수행능력평가가 대조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하였음을 보고하였다 (Marsh AP et al., 2009).

이러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은 노인들의 인지기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Yoon DH 등 (2016)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들에 High-speed power training을

12주간 적용을 하였을 시 하체의 근력 뿐만 아니라 작업 기능과 관련된

인지기능과 전반적인 인지기능 부분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Yoon D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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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１. 연구 대상

피험자는 S 시 D 구 치매 지원 센터와 S 시 D 구 보건소에 의해 6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되었다. S 시 D 구 치매 지원 센터에서

모집된 연구 참여 후보자들은 D 구 치매 지원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에 의해 경도인지장애를 판별하는 Clinical Dementia

Rating(CDR) 도구와 Peterson(1999)의 진단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지기능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CDR 점수는 0.5 에 포함되고, CDR-

SOB 점수 1.0~2.0 사이에 포함되는 자만이 본 연구의 1 차 피험자로

선정이 되었다 (Folstein, Folstein, & McHugh, 1975), 이와 같은

인지기능 검사와 인터뷰를 완료한 후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연구 피험자로 선정이 되었다.

S 시 D 구 보건소에 의해 모집된 연구 참여 후보자들은 모집 포스터

홍보와 개별적인 전화 및 문자 상담을 통해 모집이 되었다. 모집된 연구

참여 후보자들은 S 시 D 구 치매 지원 센터를 내방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Clinical Dementia Rating(CDR) 도구와

Peterson(1999)의 진단 도구로 경도인지장애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CDR 점수는 0.5 에 포함되고, CDR-SOB 점수 1.0~2.0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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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자만이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1 차 피험자로 선정이 되었다

(Folstein et al., 1975).

1 차 피험자로 선정된 인원은 S시 S대학교 H 연구실을 내방하여 노쇠

진단 기준에 제시된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1 차적으로 선정된

피험자들은 Fried frailty scale 의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총 5 개의 항목

중 1 개에서 5 개의 항목에 부합된 인원만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Fried et al., 2001). 또한 최종 피험자로

선정된 인원에 한해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재권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최종 피험자들은 연구자에 의해 무작위 인원

배정 프로그램 (www.random.org)을 통해 운동 중재 그룹과 대조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무작위 인원 배정으로 나뉘게 된 각각의 그룹 간 피험자

수는 다음과 같다: 운동 중재 그룹 (n=18; 나이=73.33±4.46;

신장=156±10.28; 체중=61.02±2.99; BMI=24.95±0.62)), 대조그룹 (n=22;

나이=74.22±4.46; 신장=157.35±6.81; 체중=60.64±1.95; BMI=24.5±-.56)

(Dain P. Laroche).

연구 제외 기준은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인원, 설문지를 눈으로

보고 판독하여야 하므로 색깔을 구분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며, 시각

장애 인원은 배제되었다. 또한 운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심혈관 질환과

그 외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10m 를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되었다 (Ramirez-Campill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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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 설계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모든 피험자들은 운동 중재 및 운동 통제

일주일 전 S시 S대학교 H 연구실에 내방하여 신체 조성, 인지기능 및

근 신경 기능, 기본 병력 사항 등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피험자는

검사자에 의해 신체 조성을 측정한 후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골밀도 검사를 실시 후 인지기능 검사와 기본 병력 사항을 조사하였고,

그 후 보행 기능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보행 검사를 실시한 후 하체의

근 신경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의 주된 다리의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에 근전도 전극과 기기를 부착하여 근력과 근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난 후 모든 피험자들은 단순 맹검의 무작위 인원

배정(Single-blind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 의해 운동 중재

그룹과 대조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중재 그룹은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주간의 탄력 고무 밴드 기반 High-speed power

training 운동 중재가 시행되었고, 대조 그룹은 주 2회의 스트레칭 반을

개설하여 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조 그룹에 속하면서

스트레칭 반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인원에 한 해 운동에 대한 전화

상담이 실시되었다 (Marcus BH et al., 1998). 8주간의 운동 중재가 끝난

후 3일 뒤 모든 피험자들은 운동 중재 전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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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검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03. 연구 설계 모식도

３. 측정 방법

３.1. 신체 조성

3.1.1. 신장,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３３

피험자는 무릎을 똑바로 편 상태로 양 발의 뒤꿈치를 모은 후 신장계의

맨 아래 부분에 발 뒤꿈치를 붙여 바로 서게 하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엉덩이와 등, 머리 뒤 부분은 신장계를 기준으로 직선

상으로 닿도록 권고하며, 뒤꿈치에서 머리 위 정수리까지의 지면과 수직

상 최단 거리로 신장을 측정했다. 신장의 기록은 0.1cm 단위로 기록을

하였으며, 측정은 운동 중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총 두 번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의 측정을 위해 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측정을 했다. 피험자의 옷은 최대한

얇게 유지를 하고, 신체의 모든 금속 제품을 제거한 상태로 양 발의

뒤꿈치를 측정 기계의 중앙에 오도록 발판에 맞춰 서며, 양손은

전극손잡이를 잡은 후 정면을 바라보고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은 운동 중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총 두 번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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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신체 조성 측정 모습

3.1.2 대퇴골격근량(Mid-Thigh Lean Mass)

피험자는 뼈 무기질 함량,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ologic QDR

4500 W densitometers (Software version 12.0, Hologic Inc, Bedford,

MA)로 불리우는 이중 방사선 흡수 계측기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피험자의 옷은 최대한 얇게

유지를 하고, 신체의 모든 금속 제품을 제거한 상태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게 한 후 측정 기계의 판에 눕힌다. 피험자의 발목은 발등

굽힘을 하는 동시에 내회전 상태를 유지시킨 채 두 엄지 발가락이

최단거리로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시킨 뒤 시선은 누운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은 운동

중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총 두 번 측정하였다. 대퇴골격근량 (Mid-

thigh lean mass) 값의 추출은 사전과 사후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추출이 되었으며, 대퇴골격근량의 범위 설정 기준은 1) 골반의 대전자

(Greater trochanter)를 중심으로 대퇴목 (Femoral neck)이 맞닿는

지점을 잇는 선과 2) 대퇴골의 무릎 (Patella)를 중심으로 대퇴골과

경골을 관통하는 선이 사다리꼴의 도형의 모양으로 대퇴부를 온전히

포함하는 범위를 이루는 것을 대퇴골격근량을 정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Neil A. Segal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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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골밀도 측정 기기 및 대퇴골격근 분석 모형

３.2. 근 기능

3.2.1 하체 근력, Rate of torque development(RTD)

하체의 근력은 등속성 동력계(Humac Norm, CSMi, USA)를 이용하여

측정이 되었다. 등속성 동력계는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특정한 각도

내에서 등척성 근력에 대한 수치를 제공한다. 검사자는 피험자를 등속성

동력계에 앉혀 등과 허리를 의자 뒷받침에 밀착시킨 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의자의 각도를 85°로 설정한 후 가슴과 허리를 고정하는

띠를 두른 뒤 가슴과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여 매었다. 무릎을

기준으로 외측 상과를 등속성 동력계의 회전중심점에 맞춘 후 동력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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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Arm lever) 끝에 위치하는 패드를 피험자의 복숭아 뼈를 기준으로

복숭아 뼈와 패드의 아래 부분의 끝 선으로 맞춘 후 발목을 고정시켰다.

무릎의 최대 신전 상태에서 무릎 굴곡 방향으로 5° 위치시킨 후

위치를 0°로 재설정하였다. 검사자는 피험자를 무릎 굴국 방향으로

90°의 관절가동범위를 설정하였다. 실제 측정을 하기 전 피험자로

하여금 측정하는 방식과 요령을 총 3 번의 연습을 통하여 미리 숙지하게

만들었으며, 연습과 실 측정 사이의 휴식시간은 1 분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무릎 굴근 기준 90° 등척성 수축 측정은 총 3 회

실시하였으며, 실 측정 사이의 휴식시간은 최대 60 초로 설정되어

실시되었다. 최대 무릎 신전근의 근력 측정 시간은 3 초로 실시되었다.

또한 시작의 신호는 구두가 아닌 근전도 측정 프로그램 내에 내재 되어

있는 소리 신호로 측정 시작을 설정하였다. 근전도 측정 프로그램 내 근

활성도 신호와 등척성 최대 근력 신호의 동기화(synchronization)

시킴으로써 동일한 시간의 구간 내 수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Dain P. Laroche et al., 2008).

하체의 최대 근력 수치는 무릎 굴곡 방향으로 90°의 위치에서

측정되었으며, 무릎 신전 등척성 최대 토크(Peak torque)를 최대

근력으로 종속변인으로 정하였고, 무릎 굴곡 기준 90°상의 무릎 신전

등척성 최대 근력 수축을 하는 동안 200ms 에서 발생되는 시간-힘

기울기 비율을 Rate of torque development 로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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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ra, Hughes, Dallal, & Evans, 1993; LaRoche, Cremin,

Greenleaf, & Croce, 2010; Ly & Handelsman, 2002).

피험자는 시작 신호에 자극을 귀로 듣자 마자 최대한 빠르게 등척성

최대 근력 수축 동작을 시행하며, 총 3 동작당 각각 3 초씩 시행되었다.

한 동작 당 휴식 시간은 30 초이며, 등척성 굴곡근 최대 근력 수축을

하기 전 휴식 시간은 60 초로 설정되었다. 하체 근력 측정은 사전과

사후 총 두번 측정되었다.

그림 06. 근력 측정 기기와 근력을 측정하는 모습

３.3. 신경 기능

신경 기능은 근육의 활성도의 수준과 비율의 변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8채널의 무선 근활성도기계 (TeleMyo 2400T, Norax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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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가 사용되었으며, 측정 후 자료처리는 MR-XP 1.07 Master

Edition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피험자는 등속성 동력 측정 기계에 앉기 전 측정자에 의해 지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험자 중 일부 바지에 의해

대퇴사두근과 슬와근이 가려진 피험자들은 측정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바지로 환복을 한 후 측정에 임하였다. 측정자는 피험자를

의자에 앉힌 후 대퇴사두근을 수축시켜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을

촉진함으로써 전극을 붙였다. 전극을 붙이는 지점의 통제는

SENIAM의 기준에 따라 부착되었다 (Hermie J. Hermens et al.,

2000).

검사자는 피험자를 의자에 앉혀 촉진으로 근육을 나누고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의 순서로 일회용 전도전극을 근육의 결에 따라 각각의

근육에 일차적으로 붙인 후 피험자가 힘을 뺀 상태에서 전극과 전극

간의 간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굴곡 방향으로 90°를

굽히게 한 후 이차적으로 전극을 붙였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 부착

부위에 전기적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부착

부위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기름과 세균을 제거하였으며, 알코올 솜

소독 후 일회용 면도기로 털을 제거하였다. 전극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근육 당 총 2개의 전극이 사용되었다 (Dain P. laroche et al.,

2008). 또한 각각의 근육 당 전극과 전극 사이의 거리는 220mm이며,

전극의 크기는 가로 3.6cm x 세로 2.4cm이다. 전극을 모두 붙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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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활성도를 무선 근활성도기계로 송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 (DTS

EMG sensor)를 각각의 근육 즉,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에 연결을 한

후 떨어 지지 않도록 키네시올로지 테이프(3NS kinesiology tape, Ties

co., Korea)로 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등속성 동력계를 이용하여 무릎 신전 최대 근수축을 수행하는 동안

최대 근력에서 발생되는 길항근의 비율은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을 도출할 수 있으며, 반응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Motor time과 Pre-motor time을 종속변인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근활성도가 최초로 활성화 되는 시점부터 200ms까지 발생되는 EMG-

시간의 비율에 대한 기울기 값은 Rate of EMG rise라는 종속변인으로

도출하였다. 최대 근력의 수치와 신호 자극 사이의 반응속도 시간에

대한 기준과 원칙으로 대퇴직근의 근활성도가 처음으로 발생되는

MVC당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근력이 처음으로

발생되는 절대값 7.5Nm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Per

aagaard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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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7. 근전도 측정 장비들

３.4. 인지 기능

3.4.1.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는 피험자와 측정자가 마주보고 앉아 피험자가

측정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측정되었다. 피험자는 총

6가지의 세부 항목들을 측정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게 되었으며, 각

항목당 최고 점수는 18점이며, 최저 점수는 0점이다.

첫 번째 항목은 개념화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측정자는 피험자에게

“다음 두 가지는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동시

“바나나와 오렌지”, “책상과 의자”, “튤립과 장미와 진달래” 라는 세

가지의 보기를 제시했다. 측정자는 “바나나와 오렌지” 보기에만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항상 “바나나와 오렌지”는 “과일”로 답변을,

“책상과 의자”는 “가구”, “튤립과 장미와 진달래”는 꽃으로 답변을

하여야 만이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세 가지의 보기 중 한 개의 보기를

맞추었으면 1점을 부여하였으며, 두 가지의 보기를 맞추었으면 2점의

점수를 매겼으며, 세 가지 모두 맞추었으면 3점이란 점수가 부여되었다.

두 번째 항목은 전두엽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많이 말해보세요. 그러나 사람 이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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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는 제외합니다. 또한 제한시간은 60초입니다.” 라는 질문과

동시에 스톱워치로 60초의 시간을 재었다. 처음 5초간 피험자가 반응이

없으면 “예를 들면, 가0” 라고 힌트를 주었다. 힌트를 준 후 다시

10초간 침묵하고 마찬가지로 피험자로부터 반응이 없으면 측정자는

다시 한번 “’가’로 시작하는 단어면 아무것이나 상관 없습니다”

라고 자극하였다. 단, 같은 단어의 반복이나 변형 (가죽, 가죽 가방, 등),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는 정답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답을 두 개 이하로 맞추었으면 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정답을 세

개에서 다섯 개를 맞추었으면 1점의 점수를 매겼다. 정답을 여섯 개에서

아홉 개를 맞추었다면 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정답을 열 개 이상

맞추었다면 3점의 점수를 매겼다.

세 번째 항목은 운동 프로그래밍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측정자는

피험자에게“제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라고 말한 후 측정자는

왼손으로 Luria의 순서 즉, “주먹 fist-손날 edge-손바닥 palm”을

세 번 보여 준 뒤 측정자는 피험자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오른손으로

똑같이 따라 해주세요. 처음에는 저하고 같이 하고, 다음부터는 혼자서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측정자는 피험자와

함께 세 번 같이 하고 “이제 혼자서 해 보세요”라고 한 후 혼자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측정자와 함께 피험자가 바른 순서로 3회를 연속하여 수행하지 못할

시 0점의 점수를 부여하며, 측정자와 함께 피험자가 바른 순서로 3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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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수행할 시 1점의 점수를 매겼으며, 측정자 없이 피험자가 바른

순서로 적어도 3회를 연속으로 수행할 시 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피험자가 혼자서 바른 순서로 6회를 연속으로 수행할 시 3점의 점수를

매겼다.

네 번째 항목은 간섭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측정자가

피험자에게 “제가 한번 두드리면, 두 번 두드려 주세요." 라고 지시

내린 후 측정자는 피험자가 정확히 이해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들은 뒤 다음의 순서를 시행하였다.: 1-1-1.

다음으로 지시 내린 사항은 “제가 두 번 두드리면, 한번 두드려

주세요.”라고 지시 내린 후 측정자는 피험자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들은 뒤 다음의 순서를 시행하였다.：2-2-2.

그리고 다음의 순서로 실제 측정을 진행하였다. :1-1-2-1-2-2-2-

1-1-2.

피험자가 측정자와 4회 이상 똑같이 두드렸으면 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10번의 기회 중 3회 이상 틀렸다면 1점의 점수를

매겼다. 또한 10번의 기회 중 1회 혹은 2회를 틀렸다면 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틀리지 않고 지시에 맞게 따라하였으면 3점의 점수를

매겼다.

다섯 번째 항목은 억제 조절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측정자가 피험자에게

“제가 한번 두드리면, 한 번 두드리세요." 라고 지시 내린 후 측정자는

피험자가 정확히 이해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들은 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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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시행하였다.: 1-1-1.

다음으로 지시 내린 사항은 “제가 두 번 두드리면,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지시 내린 한 후 측정자는 피험자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들은 뒤 다음의 순서를 시행하였다.：2-2-2.

그리고 다음의 순서로 실제 측정을 진행하였다. :1-1-2-1-2-2-

2-1-1-2.

피험자가 측정자와 4회 이상 똑같이 두드렸으면 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총 10번의 기회 중 3회 이상 틀렸다면 1점의 점수를

매겼다. 또한 10번의 기회 중 1회 혹은 2회를 틀렸다면 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틀리지 않고 지시에 맞게 따라하였으면 3점의 점수를

매겼다.

파악행동은 환경에 대한 피영향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피험자에게

손을 손바닥을 위로 펴게 만든 후 무릎 위에 놓도록 지시하였다.

측정자는 말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피허자를 보지 않고 피험자의 손에

측정자의 손을 가까이 가져가서 양손의 손바닥을 건드렸다. 그런 후

측정자는 “이번에는 저의 손을 잡지 마세요.”라고 지시하고, 똑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측정자의 손을

자발적으로 잡는지 보고 잡지 않았다면 3점을 부여하고, 피험자가

주저하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했다면 2점을 매겼다.

피험자가 주저함 없이 측정자의 손을 잡는다면 1점을 부하고,

피험자에게 잡지 말라고 두 번째 말한 후에도 손을 잡는다면 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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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다.

그림 08. 한국판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지

４. 운동 방법

４.1. 운동 빈도(Frequency)

ACSM (American Colleage of Sports Medicine)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적어도 주 2회, 30분의 근력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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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ehlich-Grobe K, 2014). 따라서 운동의 빈도는 주 당 3회가 실시

되었으며, 총 8주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연속적으로 운동 횟수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４.2. 운동 강도(Intensity)

본 연구에서의 운동 강도는 운동 자각도 12~13 정도를 유지하는 강도로

설정하였고, 운동 중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50~55%의 강도를 유지하여

운동 중재가 실시되었다. 운동 자각도는 운동하는 동안 운동 주체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운동 강도의 평가 기준으로 High-speed power

training 의 취지 상 낮은 강도에서의 운동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자각도 12~13 의 강도인 “보통이다”와 “약간 힘들다” 사이의

강도로 본 연구에 적용되었다. 여성은 파란색 밴드를 남성은 검정색

밴드를 사용하여 중재되었다.

Table 01. 색깔에 다른 고무 탄력 밴드의 신장률 및 강도표

1

노랑

2

빨강

3

초록

4

파랑

5

검정

6

은색

7

금색

신장률

100%

1.3 kg 1.7kg 2.1kg 2.6kg 3.3kg 4.6kg 6.5kg

신장률

200%

2.0kg 2.5kg 3.0kg 3.9kg 4.6kg 6.9kg 9.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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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3. 운동 형태(Type)

본 연구의 운동은 High-speed power training 을 적용한 저항성

운동이며, 기구는 탄력밴드 (Thera-Band, Hygenic Corporation, USA)

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단축성 동작 수행 시 본인의

최대 속도로 근육을 수축시키며, 수축기가 최대에 이를 때 1 초간 최대

수축기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최대 수축기 상태에서 1 초간 유지를

한 다음 곧바로 신장성 수축 시 본 운동 동작의 처음 자세로 3 초간

천천히 신장성 수축을 하며 되돌아 오는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Sayers

et al, 2010).

대조군은 간단한 스트레칭 반을 구성하여 운동에 관련된 상식과 운동

동작을 지도자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운동의 형태는 고무 탄력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시행되었다. 운동군과 대조군은 전화로 운동과

건강을 주제로 한 상담을 주 1 회 실시되었다.

４.4. 운동 시간(Time)

본 연구를 위한 운동의 시간은 총 5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초

10분은 준비운동을 시행하였으며, 본 운동은 30분을 수행하였고,

마지막 정리운동은 10분이 시행되어 총 50분의 시간 동안 한 운동

세션이 진행되었다. 운동 동작 당 휴식시간은 30초로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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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당 휴식 시간은 1분으로 구성하였다.

４.5. 운동 동작(Structure)

운동의 동작은 첫 1주간은 부상 방지와 운동 동작의 자세 익힘의

목적을 위하여 고무 밴드 없이 맨손 체조와 자가체중운동으로 피험자가

운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였다. 1주간의 적응

훈련 기간을 마친 후 마지막 8주까지는 고무 밴드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5주가 되는 시점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관절 운동 동작으로의 변화를 주었다. 본 운동 내

운동 동작은 총 8동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세트가 시행되었고, 1세트

당 10회의 횟수로 실시되었다. 또한 피험자들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앞의 4동작은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뒤의 4동작은 서서

하는 운동으로 구성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무릎을 끓거나 목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

동작들은 제외되었다.

대조 그룹은 주 2회로 구성된 스트레칭 반을 구성하여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운동 시간은 총 50분으로 10분은 준비운동, 10분은 소강의,

10분은 스트레칭, 마지막 10분은 정리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칭의

모든 동작들은 앉거나 누워서 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근력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스트레칭 전 대조 그룹의 피험자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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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운동 정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소규모 강의로 열려 진행되었다.

운동 시간 외 대조 그룹 피험자들의 안부를 묻고, 운동 시간 동안에

궁금했던 사항들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Marcus BH et al., 1998).

Table 02. High Speed Power Training 본 운동 프로그램 구성표

운동프로그램

구성 시간 운동동작 운동강도

본운동

(2~4주)
30분

1. Seated Row*

2. One leg press

3. Applied pec deck flys*

4. Seated leg raise*

---------------

5. Lateral raise*

6. Semi squats

7. Semi squats*

8. Bridging

[10회, 2세트 실시]

12~13

운동자각도

운동프로그램

구성 시간 운동동작 운동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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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운동

(5~8주)

30분

1. Seated Row*

2. One leg press*

3. Applied pec deck flys*

4. Seated leg raise+5 s

holding*

-----------------

5. Lateral raise*

6. Semi squats*

7. Wide squats*

8. Bridging*

[10회, 2세트 실시]

12~13

운동자각도

*with band

５. 자료 처리

５.1. 통계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값은 Window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운동 중재군과 대조군과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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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그룹 내 시기의 상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가

적용되었으며, 그룹과 시간에 따른 상호 효과, 시간 및 그룹에 따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alpha)은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５.2. 근 신경 기능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무릎 신전 최대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 Reaction time, Rate of EMG rise,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은 근전도 분석 프로그램인 MR-XP 1.07

Master Edition 프로그램으로 측정 값들이 입력되었고,

프로그램과 자료들은 연구자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분석되었다. 등척성 최대 수축 운동 시 발생되는 하체의 근력

수치는 각각의 피험자에 따라 분리 분석되었다. 하체 근력의

수치는 신호 처리 시스템에 의해 FIR filter 의 30Hz low pass

filter 로 실시되었고, 50 sample moving-average smoothing 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등척성 최대 수축 운동 시 발생되는 하체의

근활성도 수치는 각각의 피험자에 따라 분리 분석 실시되었으며,

신호 처리 시스템에 의해 FIR filter 의 band-pass filter 는 low

frequency 가 30Hz, high frequency 는 500Hz, Window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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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osh 로 처리되었다. Filtering 작업 후 Rectification 으로

근활성도의 모든 수치에 적용되었다. smoothing 은 RMS

algorithm 으로 처리되었고, windows 는 250-sample moving 로

설정되어 적용되었다. 또한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과

시간에 따라 발생된 근활성도가 MVC 당 어느정도 활성화

되었는지 그 비율을 구하기 위해 peak torque amplitude

normalization 이 적용되었고, window는 1000ms 로 설정되었다.

모든 신호 처리 시스템이 끝난 후 근전도 기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설치되어 있는 Marker Menu 내 Min/Max by trigger

channel 의 설정을 통하여 각각의 최대 근력 수치를 구하였고

처리되었다.

그림 9. 근전도 처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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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１. 기본 특성 관찰 및 신체 조성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각

집단 간, 집단 내의 신체 조성에 대한 변화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03. 경도인지자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기본 특성 관찰

Table 04.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신체 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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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4.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대퇴골격근량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체중, BMI, 골격근량, 대퇴골격근량, 체지방률에서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의 운동 전 동질성 검정에서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체중, BMI, 골격근량, 대퇴골격근량, 체지방률의 변화를 운동 전과 후로

관찰한 결과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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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근 기능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각

집단 간, 집단 내의 무릎 신전의 최대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에 대한 변화는 다음 <Table 5>과 같다.

Table 05.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 기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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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5.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무릎 신전 최대 근력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Figure 06.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Rate of torque development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의 중재를

통한 무릎 신전의 최대 근력은 집단 및 시간에 따른 상호 효과 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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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에 더해,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의 중재를

통한 중재 그룹의 Rate of torque development는 집단 및 시간에 따른

상호 효과 작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통제 그룹과 중재 그룹의 그룹 간 차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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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신경 기능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각

집단 간, 집단 내의 Movement time, Pre-motor time, Motor time,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Rate of EMG rise에 대한 변화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06.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신경 기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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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7.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Movement time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５９

Figure 08.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Motor time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Figure 09.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Rate of EMG rise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중재그룹의 Movement time, Motor time, Rate of EMG rise에 있어 집단

간,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지만

Movement time은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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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반면, Motor time과 Rate of EMG rise에서는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5).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중재그룹의 Pre-motor time과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에서는 집단 간, 집단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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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보행 속도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각

집단 간, 집단 내의 4.44m 보행 속도와 Timed up and go test에 대한

변화는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07.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보행 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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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4.44m 보행 속도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Figure 11.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Timed up and go

#<0.05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p<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01 compared pre with post training in intervention group, $<0.05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01 compared intervent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t post-test; *<0.05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0.001 measured in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between time an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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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중재 그룹의 4.44m 보행 속도와 Timed up and go test 에 있어 집간

간,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에 더해,

중재 그룹에서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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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전두엽 기능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각

집단 간, 집단 내의 전두엽 기능에 대한 변화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08.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전두엽 기능의 변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중재 그룹의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는 집단 간,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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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8주간 시행함으로써,

대조 그룹과의 신체 조성, 근 기능, 신경 기능, 전두엽 기능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고, 경도인지장애와 노쇠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중재 방법과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들을 대상으로 8 주

간의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speed power training 운동 중재를

통하여 근 기능 중 무릎 신전의 최대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신경 기능 중 Motor time 과 Rate of EMG rise 의 결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신체 기능 중 4.44m 보행

속도와 Timed Up and Go test 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여 8 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 을 통한 근 기능과

신경 기능의 향상이 실질적으로 신체기능의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전두엽 기능 중 전두엽 기능 검사

항목에서는 두 그룹 간, 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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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기본 특성 관찰 및 신체 조성의 변화

신체 조성이란 큰 의미에서 정의 내리길 인간 개인에 대한 측정을

일컬으며, 보다 세세한 정의로는 인간 몸에 대한 크기와 모양과 구성

성분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일컫는다 (Ariful Isla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신체 조성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체중, BMI, 골격근량,

대퇴골격근량, 체지방률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탄력 밴드를 이용한

8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위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중재 그룹에서의 체중 변화는 사전 61.02kg에서 사후

61kg로 20g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체중 변화는 사전

60.64kg에서 사후 61.05kg으로 41g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 그룹에서의 BMI 변화는 사전 24.95 kg/m2에서 사후 24.93

kg/m2으로 0.02kg/m2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BMI 변화는

사전 24.5 kg/m2에서 사후 24.7 kg/m2으로 0.02kg/m2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 그룹에서의 골격근량의 변화는 사전 22.08kg에서 사후 21.72

kg으로 0.36kg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골격근량의 변화는 사전

22.41kg에서 사후 22.54kg으로 0.13kg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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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로 측정된 중재

그룹에서의 대퇴골격근량의 변화는 사전 4.19kg에서 사후 4.21kg으로

0.02kg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대퇴골격근량의 변화는 사전

4.1kg에서 사후 4.07kg으로 0.03kg 감소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 그룹에서의 체지방률의 변화는 사전 32.16%에서 사후

33.18%로 1.02%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체지방률의 변화는

사전 29.88%에서 사후 31.30%로 1.42%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acalus와 Vito (2004)의 논문에 따르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통해 노인들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근력을 얻는다 보고되고 있는데,

1주에서 2주 사이 1RM 75~80%의 고강도 저항성 운동에 따른 근력의

증가는 학습 효과에 의한 것이며, 3주에서 5주 사이의 고강도 저항성

운동에 따른 근력의 증가는 신경 기능의 적응으로 인한 것이며, 6주

이상부터는 근비대에 의한 것이라 보고 되고 있다 (Macalus A & de

Vito G,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근비대의 강도에 비해

약한 강도 즉, 운동자각도 12~13으로 저항성 운동을 적용하여

근비대의 변화를 관찰하려 하였지만, 두 그룹 간, 그룹 내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Hortobagyi 등 (2001)의 연구에

따르면, 66~83세의 2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주간 1RM

40%에서부터 시작하는 낮은 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통해 노인의 근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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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관찰하려 하였지만 통제 그룹과 중재 그룹 간, 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 되고 있다 (Hortobagyi et al.,

2001).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 근비대가 일어나는 현상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 근비대가 일어나는 적절한 강도와 무게로 훈련을 실시해야

6~8주 사이에 근비대 현상이 일어나며, 근비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낮은 강도에서의 high-speed power

trainig을 적용하였을 때 근비대보다 다른 요인들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

적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２. 근 기능의 변화

골격근 (Skeletal muscle)은 보행, 움직임, 호흡, 자세 지지를 위한

힘을 생산해 내는 기관으로 근 기능은 보행 및 힘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 기능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무릎 신전 최대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탄력

밴드를 이용한 8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위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중재 그룹에서의 무릎 신전 최대 근력의 변화는 사전

1.13N·m·kg-1에서 사후 1.25N·m·kg-1로 0.12N·m·kg-1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무릎 신전 최대 근력의 변화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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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N·m·kg-1에서 사후 1.13N·m·kg-1으로 0.03N·m·kg-1

감소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0.05; 효과 크기: 1.995),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0.05). 하지만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변화는 사전

3.02N·m·s-1·kg-1에서 사후 3.55N·m·s-1·kg-1으로 0.53

N·m·s-1·kg-1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Rate of torque

development 변화는 사전 2.99N·m·s-1·kg-1에서 사후 2.85

N·m·s-1·kg-1으로 0.14N·m·s-1·kg-1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고 (<0.05; 효과

크기: 2.379),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0.01),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였다 (<0.05).

Rate of torque development는 단위 시간 당 힘의 기울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200ms에서의 힘이 최대 근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Caserotti P et al., 2008). 또한 짧은 시간 내

효율적인 힘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치 않는 부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도 보고 되고 있다 (Suetta C et al., 2004; Pijnapples 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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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Gerjao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주 3회 근력 트레이닝을

21명의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하고, 운동이 종료된 후 운동

전과 운동 후의 Rate of torque development를 비교한 연구에서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 그룹에 비해 대략 50%의 비율로 증가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Gurjao AL et al., 2012). 이러한

R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급격한 변화는 주로 신경의 변화 및

적응으로 인해 변화되었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 되고 있다 (Kamen G,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통해 하체의 최대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근력의 감소는 노인들에게 있어 생리적인

변화 즉, 노쇠와 장애 및 의존적 상태로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연관이 많다 (Delmonico MJ et al.,

2008; Macaluso A & De Vito G, 2004)

Martins 연구팀에 의하면,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에서 120°/s에서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Martin W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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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신경 기능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신경 기능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Movement time,

Pre-motor time, Motor time,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

Rate of EMG rise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탄력 밴드를 이용한 8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위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중재 그룹에서의 Movement time의 변화는 사전

921.69ms에서 사후 799.51ms로 122.18ms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Movement time의 변화는 사전 906.36ms에서 사후

1010.04ms로 103.68ms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p<0.05; 효과 크기: -5.897),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p<0.05). 하지만 중재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Pre-motor time의 변화는 사전 663.82ms에서

사후 626.96ms로 36.86ms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Pre-

motor time의 변화는 사전 700.64ms에서 사후 757.34ms로 56.7ms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중재 내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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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Motor time의 변화는 사전 271.40ms에서 사후

181.15ms로 90.25ms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Motor time의

변화는 사전 205.67ms에서 사후 252.70ms로 47.03ms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p<0.05; 효과 크기: -7.45),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p<0.05). 하지만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에 따른 그룹 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on의 변화는 사전

27.89%pEMG에서 사후 26.32%pEMG로 1.57%pEMG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on의 변화는 사전

25.28%pEMG에서 사후 25.04%pEMG로 0.24%pEMG 감소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에 따른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Rate of EMG rise의 변화는 사전

166.48 %pEMG·s-1에서 사후 197.94 %pEMG·s-1로

31.46 %pEMG·s-1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Rate of EMG

rise의 변화는 사전 169.3 %pEMG·s-1에서 사후 161.82 %pEM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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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7.48 %pEMG·s-1 감소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p<0.05; 효과 크기: 3.063),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p<0.05). 또한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에 따른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다 (p<0.05)..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에 의한 신경 기능의 변화는 Movement time, Motor time, Rate

of EMG rise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과 Pre-motor time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Movement time은 Pre-motor time과 Motor time 총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Movement time 즉, 반응 시간은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과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정상인 노인의 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 그룹에서 정상적인 신체와 인지기능을

가진 노인에 비해 반응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상태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전두엽과 관련된 뇌 완곡 (Brain circuity) 즉,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그리고 중추신경을 통한 정보전달의

속도와 관련된 Pre-motor time과 말초 신경을 통하여 해당 운동 단위

(Motor units)와 해당 근육 사이에서 정보전달 속도와 관련된 Motor

time은 낙상을 경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에서 낙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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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된 상태임이 보고된 바 있다 (Bunce D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Movement time과 Pre-motor time, Motor

time에 대한 연구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peed power

training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Movement

time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ovement time 안에 속해 있는

Pre-motor time과 Motor time에서의 변화는 운동 중재를 통하여

Motor time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Pre-motor

time에서는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관찰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Movement time의 감소는 Motor time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Laroche 등 (2007)의 연구에 따르면, 40명의 평균나이 7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량이 높은 그룹과 활동량이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Pre-motor time과 Motor time을 비교한 단면 연구 (Cross-

sectional study)에서 Pre-motor time은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했지만, Motor time에서는 활동량이 높은 노인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음을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Laroche DP et al., 2007).

이러한 Motor time은 근육에서 흥분-수축 결합의 시간과 근육-



75

인대(Muscle-tendon unit)의 탄력적인 구조의 느슨함을 조이기 위한

시간을 의미하며, 하체 근육의 근 활성도가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수준부터 해당 근육의 힘의 발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Laroche DP et al., 2007). 본 연구에서의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은 경도인지 장애와 노쇠가 동시에

존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하였을 시 뇌에서 근육까지의

적응보다는 근형질세망 (Sarcoplasmic reticulum)에서 방출된 칼슘

이온의 분비 속도의 증가, 근형질세망으로의 재흡수 (reuptake) 속도

증가, 크레아틴 활성효소 (Creatine kinase) 및 액토마이오신

아데노신삼인산효소 (Actomyosin ATPase)와 같은 효소의 활동의

증가로 인해 흥분-수축 결합의 시간을 단축시켜 Motor time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판단된다 (Pastoris O et al., 2000; Prochniewicz E

et al., 2005; Kaczor JJ et al., 2006). 또한 이러한 Motor time의 감소는

의도치 않게 빠른 속도로 힘을 생산해 내는 상황에서도 흥분-수축

결합의 적응으로 인해 순간적인 힘을 생산해 낼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실용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Van Den Bogert AJ et al.,

2002), 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증가와도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이 Pre-

motor time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운동

중재가 측정 시작을 알리는 신호 정보를 인지하는 뇌의 정보처리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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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측정된 전두엽 기능 검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작업 기능과 관련된 뇌의

정보처리능력에서 대조 그룹과 중재 그룹 간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으로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Rate of EMG ris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Laroche 등 (2007)과 Reid 등 (2015)의

연구팀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Laroche 등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신체활동량을 가지는 노인은 낮은 신체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비해 Rate of EMG rise가 발생되는 수치가 대략 25%가량

더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Laroche DP et al., 2007). 또한 Reid 등의

연구에 의하면, 52명의 평균연령 77.5세의 노쇠 노인들을 대상으로

1RM의 40%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을 16주간 중재하였을 시

낮은 강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을 실시한 중재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Reid KF et al., 2015).

활동량이 높으면서도 낮은 강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은

구심성 운동 단위 동원 능력(Ability to recruit motor units)과 활동

빈도 당 최대 운동 단위 동원 (Maximal motor unit-firing rate) 능력의

증가로 인해 Rate of EMG rise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Rate of

torque development는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저항성 운동으로 인한

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증가는 구심성 신경의 구동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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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한다 (Laroche DP, 2009; Aagaard P et al., 2002).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은 주동근인 무릎 신근으로 무릎

신전 동작을 하는 동안 길항근의 무릎 굴곡근에서 발생되는

근신경활성의 정도를 뜻한다. 이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노화로

인한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응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이 많은 최대 무릎 신전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가 감소시켜 부정적인 역할은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Baratta R et al., 1988; Gabriel DA et al., 2006;

Hakkinen K et al., 1998, 2001; Larsen AH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이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Laroche 등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총 24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등속성 기계를 활용한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Laroche DP et al., 2008).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들은 Hamstrings antag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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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tivation를 감소시켜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를

증가시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ntagonist coactivation는 골지건 기관 (Golgi tendon organs)

에서 Ib 억제사이신경세포 (Inhibitory interneuron)의 활성에 의해 Ia

억제사이신경세포를 억제하는 Renshaw’s cell이 활성화되어 증가된다

보고 되고 있으므로 (Smith AM, 1981) 본 연구에서 Hamstrings

antagonist coactivation가 증가한 이유로 판단된다.

４. 보행 속도의 변화

보행 (Gait)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능력과 개선 및 노인성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있어 보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 능력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4.44m gait speed와 Timed up and go

test를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탄력 밴드를 이용한 8주 간의 high-

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위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중재 그룹에서의 4.44m gait speed의 변화는 사전

6.39ms에서 사후 5.50ms로 0.886ms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4.44m gait speed의 변화는 사전 6.31ms에서 사후 6.03ms으로



79

0.28ms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0.05; 효과 크기: -2.553),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0.05).

하지만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

중재 그룹에서의 Timed up and go test 변화는 사전 11.05ms에서

사후 9.17ms으로 1.883ms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Timed up

and go test 변화는 사전 10.70ms에서 사후 10.03ms으로 0.4ms

감소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0.05; 효과 크기: -2.389), 중재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0.01). 하지만

중재 그룹과 통제 그룹 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Ramirez-capillo 등 (2014)의 연구팀에 의하면, 총 45명의 평균 연령

67.5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을

실시한 결과 1회 당 최대 레그 프레스의 수치와 Timed up and go

수치가 통제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되었으며 (Ramirez-capillo R et al., 2014),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imed up and go test는 의자에서 일어나 전방에 위치된 목표지점까지

걸어가 되돌아 온 후 의자에 앉는 동작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의자에서



80

일어나는 동작과 보행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많은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신체적 수행능력은 하체의 근력과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Sayer SP, 2007).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힘을 대략 20% 더

사용하면서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 되고 있다 (Tseng BS et al., 1995).

이에 더해, 보행 능력은 근육과 신경 체계에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력과 Rate of torque development의 향상과 같은 하체의 근 기능과

신경 기능의 적응으로 인해 보행 능력이 상승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Wallerstein LF et al., 2012).

５. 전두엽 기능 평가 검사의 변화

전두엽 (Frontal lobe)은 인간의 정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고 및

행동 양식, 작업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뇌의 한 구조를 의미한다

(Chung YJ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전두엽 기능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전두엽 기능 검사 (Frontal assessment battery)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탄력 밴드를 이용한 8주 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에 따른 위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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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재 그룹에서의 총 전두엽 기능 검사의 점수 변화는 사전

11.38점에서 사후 12.16점으로 0.78점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총 전두엽 기능 검사의 점수 변화는 사전 11.72점에서 사후

11.77점으로 0.05점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중재 그룹에서의 유사성 (Conceptualization)의 변화는 사전

1.72점에서 사후 1.5점으로 0.22점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유사성 (Conceptualization)의 변화는 사전 1.11점에서 사후

1.22점으로 0.11점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중재 그룹에서의 언어 유창성 (Mental flexibility)의 변화는 사전

1.72점에서 사후 1.5점으로 0.22점 감소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언어 유창성 (Mental flexibility)의 변화는 사전 1.11점에서 사후

1.22점으로 0.11점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중재 그룹에서의 운동 프로그래밍 (Motor programming)의 변화는

사전 2.22점에서 사후 2.88점으로 0.66점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운동 프로그래밍 (Motor programming)의 변화는 사전

2.18점에서 사후 2.36점으로 0.18점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후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고 (p<0.04),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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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그룹 내에서 시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였다

(p<0.03).

중재 그룹에서의 간섭 자극에 대한 민감성 (Self-control of

behavior)의 변화는 사전 2.33점에서 사후 2.44점으로 0.11점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간섭 자극에 대한 민감성 (Self-control

of behavior)의 변화는 사전 2.18점에서 사후 2.45점으로 0.27점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중재 그룹에서의 억제적 조절 (Inhibitory control)의 변화는 사전

1.11점에서 사후 1.22점으로 0.11점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억제적 조절 (Inhibitory control)의 변화는 사전 1.31점에서 사후

1.04점으로 0.27점 감소하였다.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재 그룹에서의 파악 행동 (Primitive reflex)의 변화는

사전 2.83점에서 사후 2.88점으로 0.05점 증가하였으며, 대조

그룹에서의 파악 행동 (Primitive reflex)의 변화는 사전 2.95점에서

사후 2.95점으로 증가 혹은 감소의 폭을 관찰하지 못 하였다. 또한 두

그룹 간, 내 상호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의 탄력 밴드를 이용한 Highs-speed

power training에 의한 전두엽 기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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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o Hanyu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인기 기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에서 간섭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억제적 조절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운동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알츠하이머 질병 상태로의 이환이 되었을 때

비로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고되고 있다 (Hanyu H

et al., 2009). 운동 프로그래밍은 뇌에 입력된 운동 정보를 가지고

계획의 방향을 잡아주며, 간섭에 대한 민감성 즉, 갈등 지시와 억제

조절은 효율적으로 각각 다른 두 방향에 대한 반응이 효율적으로 반대의

행동 패턴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역할 즉, 작업 기능 (Executive

function)을 한다 보고 되고 있다 (Dubois B et al., 2000). 이러한 작업

기능과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이 감소되었을 때 낙상으로의 위험률이

증가되며,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알츠하이머 질병 환자들은 전두엽

기능의 감소와 낙상의 위험률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Pedroso RV et al., 2012).

Yoon 등 (2016)의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였을

시 작업 기능과 관련된 인지기능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어 (Yoon et al., 2016) 본 연구와는 상응하지 못한 결론을

보였다. 이를 비추어 현 연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저항성 운동을 통한

인지기능의 향상의 도모는 적어도 12주의 저항성 운동으로 실시하여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본 연구를 위한 8주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은 인지기능 중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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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짧은 중재 기간이라 사료된다.

또한 Coelho의 연구에서도 16주 간의 근력 및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운동 종목들을

복합적으로 중재 되었을 시 전두엽 기능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Coelho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저항성 운동의 기간의 설정과 다양하지 못했던

운동 구성으로 인해 작업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의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추후의 연구에서는 운동

기간을 재설정하여 운동을 중재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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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

밴드를 기반으로 한 High Speed Power Training을 8주간 시행함으로써,

대조군과의 근 기능, 신경 기능, 전두엽 기능 변화의 차이와 각각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8주간의 High Speed Power Training의 중재로 경도인지장애와

노쇠의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노인들의 근력 및 Rate of torque

development, Rate of EMG rise의 증가와 Motor time 및 Movement

time의 감소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주간의 High Speed Power Training으로 전두엽과 관련된

인지기능의 향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8주간의

High Speed Power Training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쇠 노인의 근

기능 및 신경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두엽 기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는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을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모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식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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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수면상태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신체활동과 식이습관은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근비대 및 근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활동과 식이습관도 통제를 하여 보다 정밀히 모집단의 결과를

파악하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운동 중재 그룹과 대조

그룹은 그룹 내 성별 구분이 동등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별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High-speed

power training이 Pre-motor time과 전두엽 기능에는 유의한 효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얻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12주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High-speed power training이 직접적으로 전두엽과 근

기능 및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혈액

변인 혹은 뇌 정밀 영상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High-speed power

training이 전두엽과 근육, 신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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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8 weeks elastic band-based high-speed power

training on neuromuscular functions in frail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DONG 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Frail-induced decrease in neuromuscular functions has been

related to daily living life in older adults. And cognitive impairment

shares pathophysiological pathway with frailty. Also both factors

influence falls, hospitalization, disability and mortality. But

neuromuscular system and brain has inflexibility which could go upon

normal aging condition. High-speed power training affects positive

effects on neuromuscular and brain system in older adul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8 weeks

high-speed power training affects positively neuromuscular

functions and frontal lobe function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65 candidates of older adults for this study were recruited. 42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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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were selected in this research through clinical screening of

frail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pre-test (EX=20, CON=22).

After intervention 40 subjects were measured in post-test except

for 2 people (EX=18, CON=22).

As a results, the strength of knee extensor and 200ms rate of

torque develop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ontrol group (p<0.05). The movement and motor time, rate of

EMG ri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 (p<0.05).

The 4.44m gait speed and timed up and go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 (p<0.05).

Therefore, 8weeks high-speed power training has effects on

neuromuscular functions and gait ability in frailty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Key words : Frail elderly, Mild cognitive impairment, High-speed

power training, Thigh skeletal muscle mass, Neuromuscular functions,

Frontal lob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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