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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급속

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0%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7%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

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3%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되는 노화는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일생 동안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신체적 퇴화과정을 말한다. 노화는 심리적 변화, 생리적 변화, 체력의 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를 야기한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신체적 기능 저하는 신체활

동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H. B. Hubert, Bloch, Oehlert, & Fries, 2002). 비 신체활동은 신

체기능의 퇴화, 그리고 근력과 신경근 활성화의 결손을 가속화시키며, 기능적인 문제, 

노쇠함, 낙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A. C. King, Rejeski, & Buchner, 1998; R. King, Buchner, 

1998; R. S. Mazzeo & Tanaka, 2001; T. Mazzeo, 2001; Spirduso, 1995a, 1995b; A. K. van der Bij, 

Laurant, & Wensing, 2002; L. van der Bij, Wensing, 2002). 

이러한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적/기능적 변화 중 근 감소증(sarcopenia)은 노인의 

신체기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근 감소증을 정의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60-70세의 노인들의 5-13%, 80세 이상 노인들의 11-50%가 근 감

소증으로 판별됨에 따라(Morley, 2008) 노화로 인한 근 감소증의 예방 및 치료 방법은 매

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근 감소증은 근육량 감소와 더불어 근력(muscle strength) 감소 혹은 근 기능(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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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감소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Cruz-Jentoft et al., 2010),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의 약화는 체력 저하, 활동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근육량 감소와 근력 약화

는 노인의 보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활동저하, 낙상과 골절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보행 시 근육 약화와 균형능력 저하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갖게 되며(Danion, Varraine, Bonnard, & Pailhous, 2003), 특히 활보장의 감소, 활보시

간의 감소, 속도의 감소, 분속수의 감소, 기저면의 확장으로 인한 보행간격의 증가 등으

로 인해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Alexander, 1996). 이러한 불안정한 보행양

상은 다양한 보행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낙상을 일으키게 된다(Maki, 

1997). 특히 일반 노인들에 비해 체력과 신체활동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 노인들

에게는 이러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20-102세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근기능(knee extension, handgrip strength, muscle power)과 

종아리 둘레가 6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1km 거리의 보행

을 완주하지 못하거나, 보행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

고, 특히 고령 여성에게서 이와 같은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Lauretani et 

al., 2003). 생체 임피던스 측정을 통해 60세 이상 성인 남녀 4,504명의 근육량을 조사한 

결과, 18-39세에 해당하는 젊은 성인의 근육량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경우 근 감소증

(전체 피험자의 표준편차 -2이상)에 해당 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기

능적 장애가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특히 80세 이상 여성에게서 이러

한 근육량의 감소가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Janssen, Heymsfield, & Ross, 

2002).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야기되는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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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운동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력과 근 비대를 유도할 수 있고(김형묵, 2003; 김효

정, 2012), 점진적인 저항운동은 76세 이상 노인의 근력과 근비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으며(Yarasheski et al., 1999), 평균 연령 75세 노인들에게 주3회, 6개월 간의 탄력밴

드 저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해 보행 안정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Krebs, Jette, & Assmann, 1998). 

그리고 고령 여성에게 24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적 밸런스 능력

과 유연성 및 보행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고(박상갑, 장재희, 김은희, & 

권유찬, 2006), 65-70세의 노인 여성 25명에게 주 3회, 48주간 최대 심박수의 65-75%의 체

중부하운동과 밸런스 및 자세 교정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퇴 골두 골밀도의 증가와 보

행기능 및 평형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H. Park, Kim, Komatsu, Park, & Mutoh, 200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보행기능은 단순히 한가지 요소만이 아닌 근

력, 평형성, 밸런스, 유연성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의 향상을 통해 증진되며, 이러한 복합

운동이 보행과 관련된 체력 요인들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행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탄력 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이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신체조성, 체력 수준 

그리고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보행분석기를 이

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보행기능의 개선 여부를 제시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력 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이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신체

조성, 체력 수준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안정성에 따른 보행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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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기능 감소에 따른 낙상, 골절 등의 위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이 신체조성, 체력수준 그리고 보

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수준을 유

지 및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추후 고령 노인들을 위한 근력운동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근력 운동이 운동 참가자의 신체조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2) 근력 운동이 운동 참가자의 상∙하지 근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3) 근력 운동이 운동 참가자의 보행기능을 향상 시킬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G시에 거주하며, G 노인복지관에 주기적으로 출석

하는 노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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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체격 및 체력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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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4)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식이 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5) 본 연구에서는 실험기간 중 대상자의 운동프로그램 외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용어의 정의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신체구성성분의 비율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Inbody370(Biospacce, Korea)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체지

방률 그리고 WHR 등의 값을 구하였다. 

 

 노인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t) 

노인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t; SFT)는 노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합검사이다. 노인체력검사는 총 6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2분 제자리 걷기, 덤벨 들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등 뒤에

서 손잡기,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 244cm 걷기) 각 항목에 따라 민첩성, 유연성, 근지

구력 그리고 지구력 등을 측정한다. 

 

 보행기능 

보행기능은 보행기능 측정기(Optojump pro, MICROGATE, Italy, 2008)를 사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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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보행의 시간적 변수(보행 속도, 분속수), 공간적 변수(보폭, 활 보장), 보행의 안

정성(단 하지 지지, 양 하지 지지)의 값으로 정의하며, 각 변인의 결과는 양 발의 평균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 장비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음으로써, 

운동 전∙후 피험자들의 보행기능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다.  

 

 저항운동 

저항운동은 특정 근육에 반복적인 부하를 가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탄력

밴드와 피험자 개개인의 체중을 이용하여 저항운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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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노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에 

노인이라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7%를 차지하

여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3%를 차지

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  

노인의 정의는 첫째,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정의하였고(Graney, 1975), 또한 노인이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

체 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

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조직 및 기능이 소모되

어 감퇴 현상에 있는 사람으로도 규정하고 있다(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노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과 정신력 능력의 저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며, 노인의 건강한 삶과 노후에 대한 바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

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되는 노화는 체력의 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를 

불러온다.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는 신체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B. Hubert, Oehlert, 

Fries, 2002). 비 신체활동은 신체기능의 퇴화, 그리고 근력과 신경근 활성화의 결손을 가

속화시키며, 기능적인 문제, 노쇠함, 낙상의 발생을 증가시킨다(R. King, Buchner, 1998; T. 

Mazzeo, 2001; Spirduso, 1995a; L. van der Bij, Wens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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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근력 약화와 신체활동의 저하가 노인의 움직임을 제한하

고, 근육을 포함한 신체의 생리적인 요소들을 더 빠르게 퇴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됨으

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Jette & Branch, 1981). 

 노화와 근육/근력 감소 

체력 전문가들은 노인의 체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력이라고 강조하였다

(Fiatarone & Evans, 1993; Nelson et al., 1994; Shinkai, Konishi, & Shephard, 1997). 근력은 근육

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최대의 힘을 말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자세유지, 신체활동, 

보행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Hellebrandt & Houtz, 1956). 하지만 50

세에서 70세까지 10년 마다 근력이 15%씩 감소하고, 70-80세부터는 30%의 근력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Danneskiold-Samsoe et al., 1984; Larsson, 1978).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의 약화는 체력 저하, 활동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 활동성으로 인해 비만, 당뇨, 낙상, 

골절 등의 위험이 뒤따르게 되며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

다.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노인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특히 65세 이후부터 가속화

된다(Baumgartner, Waters, Gallagher, Morley, & Garry, 1999). 65세에서 97세까지의 남녀301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듦에 따라 남녀 모든 성별에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Baumgartner et al., 1999), 19세에서 93세까지의 남녀 502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concentric peak torque로 정의한 팔의 muscle quality가 남녀 모두에게서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Lynch et al., 1999).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연

령 63세와 76세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하지 근육군(leg extensors, leg curls, hip extensors, hip 

flexors, hip adductors, hip abductors, plantar flexors)의 1RM을 측정한 결과, 평균 연령 7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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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1RM이 평균 연령 63세 그룹의 약 절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미

루어 볼 때(Lamoureux, Sparrow, Murphy, & Newton, 2001), 약 75세 이후의 노인들에게서는 

심각한 근력의 약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체 근력은 계단 오르기, 장거리 보행,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기능 손실의 원인이 근력의 감소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전국적으로 표집한 70세 

이상 도시 거주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26%가 중간에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31%는 4.5kg의 시장바구니를 드는데 힘들어 했으며, 36%는 몇 구

획을 걷는데도 힘들어 하였다(Stump, Clark, Johnson, & Wolinsky, 1997). 상체와 하체의 근

력 결함은 일상생활 활동의 무능력과 관련이 있으며(Fried, Ettinger, Lind, Newman, & 

Gardin, 1994; Lawrence & Jette, 1996), 특히 하체 근력의 감소는 노년기 장애의 중요한 예

측인자이다(Gill, Williams, Richardson, & Tinetti, 1996; Guralnik, Ferrucci, Simonsick, Salive, & 

Wallace, 1995; Lawrence & Jette,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근력이나 근기능의 유지는 넘어짐이나 이로 인

한 부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Bohannon, 1995; Brown, Sinacore, & Host, 1995), 노화와 관

련된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력은 뼈의 소실을 감소시

켜주고, 혈당의 이용을 개선시켜 주며, 제지방 조직을 유지시켜 주고, 비만을 예방해 준

다.  

 노인과 보행 

보행은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 필수적인 요

소이다. 특히 노화에 따른 근 감소증은 노인의 보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활

동저하, 낙상과 골절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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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노인들은 보행 시 근력 약화와 균형능력 저하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갖게 되며(Danion et al., 2003), 특히 활보장의 감소, 활보시간의 감소, 속도의 감소, 

분속수의 감소, 기저면의 확장으로 인한 보행간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Alexander, 1996). 그리고 이러한 보행양상은 다양한 보행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Maki, 1997),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보행 속도가 느

려지고 보폭이 좁아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Unsworth & Mode, 2003). 

결국 노화 과정의 진행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약화, 균형 능력의 저하는 체력 

저하, 활동성의 저하, 보행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일반 노인들에 비해 체력과 신체활동 수준

이 현저히 떨어지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

다. 20-102세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근 기능(knee extension, handgrip strength, 

muscle power)과 1km걷기, 보행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나이가 증가 할수록 해당 항목들

의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7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Lauretani et al., 2003). 생체 임피던스 측정을 통해 60세 이상 성인 남녀 4,504명의 근육량

을 조사한 결과, 18-39세의 젊은 성인의 근육량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경우 근 감소증

(전체 피험자의 표준편차 -2이상)에 해당 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기

능적 장애가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특히 80세 이상 여성에게서 이러

한 근육량의 감소가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났다(Janssen et al., 2002).  

 노인과 낙상 

산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하나는 건강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25세에서 34세 인구가 지불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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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약 5.5배 가량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중 낙상으로 인해 야기된 사고가 높은 의

료비용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Rubenstein, 2006; Weyler & Gandjour, 2007), 노

화, 신체 기능적 결함, 장애 등이 낙상을 야기하는 주요인들이다(Kannus et al., 1999).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이 발생하면 5%-10%의 비율로 대퇴 골두골절, 뇌진탕, 관절 탈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간 입원을 초래하여 개인적, 사회

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Kannus et al., 1999). 독일에서는 2004

년 대퇴 골두골절로 인한 연간 의료 비용이 약 27억 유로에 달했으며, 노화인구의 증가

로 인해 이 비용이 2030년에는 3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Weyler & Gandjour, 

2007). 낙상과 관련된 상해는 치료 이후에도 신체의 움직임, 기능적인 장애와 후유증을 

동반하며, 낙상으로 인해 대퇴골두 골절을 경험한 25%-75%의 노인들은 완치 이후에도 

골절 이전의 신체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Berg, Alessio, 

Mills, & Tong, 1997). 낙상에 대한 병인학적 근거로는 외인적, 내인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가 있는데, (Rubenstein & Josephson, 2002)등에 따르면 근 감퇴, 보행 및 균형 장애 등의 내

인적 요소들이 노인들에게 낙상을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이며, 근 감퇴는 체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하지 근력을 약화시켜(Skelton, Greig, Davies, & Young, 1994) 신체의 불안

정과 낙상의 위험요소를 증가시키며 일상 생활 활동량의 감소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Salem, Wang, Young, Marion, & Greendale, 2000).  

 운동과 보행 기능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증진이라 함은 단순한 수명연장을 넘어서서 기능적, 신

체적 독립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병예방에서부터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 

간호, 노인이 처한 환경 내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본인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을 포함한다(Daley & Spinks, 2000).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근력감소, 낙상,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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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체력수준 저하 등의 중재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다. 운동은 신체기능의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주고, 평형성, 민첩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고(Cavani, Mier, Musto, & 

Tummers, 2002), 신경근의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Hakkinen & Hakkinen, 1995; Taaffe, 

Duret, Wheeler, & Marcus, 1999)낙상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Buchner et al., 

1997; Province et al., 1995).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무게나 저항으로 근육에 부

하를 가함으로써 근 기능의 요소인 근력, 근 파워 등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말한다. 저항

운동은 근 감소증을 예방하고 근력과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으며, 골격근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비대를 일으켜 나이에 관계없이 근

력을 증가시킨다(Hasten, Pak-Loduca, Obert, & Yarasheski, 2000; Kosek, Kim, Petrella, Cross, & 

Bamman, 2006; 김형묵, 2003; 김효정, 2012). 10주간의 고강도 저항성 훈련으로 60대 노화

집단에서도 30대와 유사한 비율로 대퇴사두근의 근 비대를 유도할 수 있고(김효정, 

2012), 점진적인 저항운동은 76세 이상 노쇠 노인의 근력과 근비대에 영향을 미치며

(Yarasheski et al., 1999), 더불어 저항성 운동은 나이와 관계없이 근력과 근비대를 유도할 

수 있다(김형묵, 2003; 김효정, 2012). 또한 평균 75세 노인들에게 주3회, 6개월 간의 탄력

밴드 저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해 보행 안정성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Krebs et al., 1998).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가 유산소성 대사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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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되는 운동을 말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 기능의 향상, 운동시/휴식시 심박수 감

소, 혈중 지질량 감소, LDL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등 신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를 야기한다(홍양자 & 함정혜, 2001). 

4주간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결과 신체 전체 단백질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

했지만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함으로써, 유산소 운동이 단백질 재합

성을 도와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Short, Vittone, 

Bigelow, Proctor, & Nair, 2004). 그리고 76-78세 여성 노인 35명을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통제그룹으로 분류한 뒤 각각 18주 간의 운동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두 knee 

extension/flexion의 힘이 증가하였고, 10m보행 속도가 증가하였다(Sipila, Multanen, Kallinen, 

Era, & Suominen, 1996). 

 

 복합운동 

복합운동은 저항운동과 유산소운동의 이점을 모두 가진 운동방법이다. 근 감소증 판

정을 받은 80세 이상의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복합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제지방량, 사지근량, 건강체력 및 항 노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박상갑 et al., 2010), 여성 고령자에게 24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

적 밸런스 능력과 유연성 및 보행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박상갑 et 

al., 2006). 또한 65-70세의 노인 여성 25명에게 주 3회, 48주간 최대 심박수의 65-75%의 

체중부하운동과 밸런스 및 자세 교정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퇴골두 골밀도의 증가와 보

행기능 및 평형성이 증가하였으며(H. Park et al., 2008), 여성 고령자 53명에게 24주간 에

어로빅, 밸런스, 프리웨이트 등의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 군에서 정적 밸런스 능

력과 유연성 및 보행능력(최대보폭, 10m걷기 속도)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

다(박상갑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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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밴드 운동 

밴드 운동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근력 및 근 지구력 운동

을 말하며, 밴드가 늘어나 다시 수축하려는 힘에 저항하여 근육의 힘이 발휘된다. 저항

성 운동을 위한 다양한 기구를 사용한 연구가 많은데(ML, LA, & WA, 2005), 탄력밴드

(Elastic Band)는 경제적이고 모든 범위의 근육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의 용도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여 집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여 사람들의 운동 참여율을 높인다.(Mikesky, Topp, Wigglesworth, Harsha, & 

Edwards, 1994). 

덤벨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등을 이용한 저항운동은 상해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관절이나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탄력 밴드는 본인의 근력 수준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의 위험에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전신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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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밴드 소개 

 

표 1. 색상별 탄성 강도 

밴드의 색상  저항정도 운동능력 

Yellow(노란색)  낮음 초급 

Red(빨간색)  중간 초/중급 

Green(녹색)  높음 중/고급 

Blue(파란색)  다소높음 중/고급 

Black(검은색)  매우높음 고급 

Silver(은색)  굉장히 높음 최고급 

Gold(금색)  최대 최고급 

 

  

그림 1. 색상에 따른 밴드의 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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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장률(%)을 기초로 한 색상별 밴드의 저항력 (단위: kg) 

 Yellow Red Green Blue Black Silver Gold 

25% 0.5 0.7 0.9 1.3 1.6 2.3 3.6 

50% 0.8 1.2 1.5 2.1 2.9 3.9 6.3 

75% 1.1 1.5 1.9 2.7 3.7 5.0 8.2 

100% 1.3 1.8 2.3 3.2 4.4 6.0 9.8 

125% 1.5 2.0 2.6 3.7 5.0 6.9 11.2 

150% 1.8 2.2 3.0 4.1 5.6 7.8 12.5 

175% 2.0 2.5 3.3 4.6 6.1 8.6 13.8 

200% 2.2 2.7 3.6 5.0 6.7 9.5 15.2 

225% 2.4 2.9 4.0 5.5 7.4 10.5 16.2 

250% 2.6 3.2 4.4 6.0 8.0 11.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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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G시의 노인복지관에 주 2회 이상 출석하는 80세 이

상 노인 남녀 중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가능하며, 운동 프로

그램 참여에 문제가 없는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측

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탄력밴드를 사용한 근력 운동이 80세 이상 노인의 보행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근력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시간

적 추이에 따른 탄력밴드 근력운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신체조성, 노인

체력 검사(Senior Fitness Test: SFT) 그리고 보행의 시간적, 공간적 변수 및 안정성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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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 

경기도 G 시 노인복지관 대상자 30 명 

사전 측정 및 대상자 선정 (n=30) 

신체조성, 노인체력검사, 보행기능 

근력운동군 (n=15) 

12 주 간의 근력운동(주2 회, 1 회60 분)  

통제군 (n=15) 

12 주 간 운동 및 복지관 생활 통제 

사후 측정 (n=14) ※ 중도탈락 16명 

신체조성, 노인체력검사, 보행기능 

자료 처리 

SPSS 18.0 Window 

그림 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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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항목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 및 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3. 측정 항목 및 도구 

요소 측정항목 측정도구 제조사,제조국 

신체조성 

신장 수동식 일반 신장계 삼화, 한국 

체중 체성분 분석기 Inbody, USA 

골격근량 

체성분 분석기 Inbody, USA 체지방량 

BMI 

노인체력검사 

(SFT)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40cm의자  

덤벨 들기 덤벨 남:3kg, 여:2kg  

2분 제자리 걷기 76cm끈, 숫자카운터  

의자앉아 앞으로 굽히기 의자, 50cm눈금자  

등 뒤에서 손잡기 50cm눈금자  

244cm 왕복 걷기 

40cm의자, 콘, 줄자, 

초시계  

 

보행기능 10m보행 Optojump MICROGATE, Italy 

보행기능관련체력 

평형성 Gateview pro  

하지 각근력 각근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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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 프로그램은 공간적 여건과 시설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노인

에게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기간/ 빈도/ 시간 

대상자를 근력 운동 군과 통제 군으로 분류하여 총 12주, 주 2회, 하루 50분간 근력운

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운동 강도 

탄력밴드를 잡는 위치와 세트 당 반복 횟수를 통해 운동 강도를 조절하였다. 첫 4주

는 적응 단계로써 세트당 8-10회 3세트씩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대상자들의 체력수준

에 맞추어 세트당 10-12회 4세트, 혹은 12-15회 5세트 와 같이 점차적으로 빈도와 강도

를 증가시켰다. 

 운동 진행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 하였다. 전신의 근육을 모두 사용할 수 있

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 운동시간의 50% 이상을 하체근력운동을 실

시하는데 할당하였다. 각 세트 별 운동 진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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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운동 프로그램 

 

운동강도 1RM의 70% 

운동시간 50분 

운동강도 

1-4주 5-8주 9-12주 

8-10회 11-13회 14-16회 

운동세트 1세트(하체운동) 2세트(팔, 어깨, 가슴운동) 3세트(하체운동) 

운동종목 

발바닥에 밴드 걸고 밀어차기 

밴드 등에 걸고 가슴 앞으로 

밀어주기 

발바닥에 밴드 걸고 밀어차기 

발가락에 밴드 걸고 발목 

펴기 

밴드 등에 걸고 양팔 앞으로 

모으기 

발가락에 밴드 걸고 발목 

펴기 

발바닥으로 밴드 밟고 무릎 

들어올리기 

레터럴 레이즈 

발바닥으로 밴드 밟고 무릎 

들어올리기 

밴드로 양발 묶고 옆으로 

벌리기 

밴드 쉬러그 

밴드로 양발 묶고 옆으로 

벌리기 

일어서서 다리 뒤로 차기 밴드 업라이트 로우 일어서서 다리 뒤로 차기 

일어서서 다리 옆으로 

들어주기 

머리위로 밴드 잡고 팔 

펴주기(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일어서서 다리 옆으로 

들어주기 

맨 몸 스쿼트 

양 팔꿈치 고정하고 팔 

좌우로 벌려주기 

맨 몸 스쿼트 

맨 몸 카프레이즈 

양 팔꿈치 고정하고 밴드 

당기기(암 컬) 

맨 몸 카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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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절차 

 동의서 작성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노인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r: SFT) 

세라밴드 근력운동이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운동 전∙후 SFT 측정을 실시한다(Rikli & 

Jones, 2002). 

1)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하체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검사를 실시한다. 허리를 펴고 

피험자를 의자의 중간 부분에 앉힌다. 발은 바닥에 붙인다. 팔은 X자 모양으로 가슴에 

놓는다. 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완전히 일어선 다음 다시 완전하게 앉는다. 적절한 자세

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측정 전 동작을 천천히 시범을 보이고, 안전범위 내에서 최대로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다 빠른 동작으로 보여준다. 측정

을 하기 전에 적절한 자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한 두 번의 연습을 직접 하도록 한다. 

2) 덤벨 들기(Arm Curl) 

상체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덤벨 들기 검사를 실시한다. 허리를 펴고, 발은 바닥에 붙

이고, 덤벨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자 한쪽에 앉힌다. 덤벨은 몸통 옆

에 바닥과 수직으로 내려놓고 악수하는 방법으로 덤벨을 잡는다. 밑에서 덤벨을 들어올

리는 동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팔을 구부린다. 팔을 펼 때

는 덤벨을 악수하는 방식으로 완전하게 펴 아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검사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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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 빠른 동작으로 다시 시범을 한다. 적

당한 자세를 익히기 위하여 덤벨 없이 한 두 번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피험자는 30초 이내에 가능한 많은 횟수를 반복할 수 있게 관절 이동 범위 끝까

지 덤벨을 들어올리도록 격려한다. 상완은 측정하는 동안 계속 고정시킨다. 남성은 

8lBs(3.63kg), 여성는 5lBs(2.27kg) 무게의 덤벨로 각각 실시한다. 

3) 2분 제자리 걷기 

전신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2분 제자기 걷기를 실시한다. 실험 대상자는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며 제자리 걸음을 실시하고 오른발이 무릎과 골반의 중간지점까지 올

라왔을 때의 개수를 2분간 측정한다. 끈을 피험자의 정면 무릎과 허벅지 중앙에 위치시

키고, 끈의 높이는 피험자의 키에 맞게 조정한다. 무릎이 끈에 정확하게 닿을 때 유효한 

개수로 인정한다.  

4)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 

하지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 검사를 실시한다. 

피험자의 다리와 장골 사이의 엉덩이가 의자 앞부분의 가장자리에 평평하게 놓일 수 

있도록 위치시킨다. 한 발은 구부려 발바닥을 평평하게 바닥에 놓고 다른 한쪽 발은 가

능한 앞으로 쭉 편다. 손을 겹쳐 중지를 평평하게 한 후 중지 손가락 끝을 뻗은 발 발가

락 쪽으로 가능한 멀리 뻗거나 발가락을 지날 수 있도록 엉덩이 관절을 구부린다. 이 

때 중지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의 거리를 측정한다(단위: cm). 

5) 등 뒤에서 손잡기  

상체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등 뒤에서 손잡기 검사를 실시한다. 실험 대상자는 제

자리에 서서 한쪽 팔을 어깨 위로 하여 등 쪽으로 내리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가

락을 가능한 등 중간까지 멀리 펴도록 하며 이 때 팔꿈치는 위로 향하도록 한다. 반대 

손은 허리의 뒷부분에서 손바닥을 위로 하게 하여 양손의 중지가 닿거나 겹치도록 격



２４ 

 

려하여 중지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단위: cm). 중지가 각각 다른 곳을 향해 있는지 확인

하여 중지가 제대로 놓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피험자가 본인의 손가락을 움켜잡거나 

끌어당기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검사 전에 2회 연습을 실시한다. 

6) 244cm왕복 걷기 검사 

민첩성과 동적 평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244cm왕복 걷기 검사를 실시한다. 피험자는 

바닥 위에 평평하게 발을 놓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뒤 허리는 편 상태로 의자 중간 

부분에 앉도록 한다. 앞쪽으로 약간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발은 약간 다른 쪽 

보다 앞에 둔다. 출발 이란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가능한 빨리 콘을 돌아 걸어

와 의자에 앉는다. 측정자는 참가자들이 이동을 시작했든, 하지 않았든 출발이란 신호

와 함께 시간을 측정해야 하고, 의자로 다시 돌아와 앉았을 때 정확하게 시계를 멈춰야 

한다. 측정 전 한 번 연습할 기회를 주고 2회를 측정한다.  

 체성분(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측정 

체성분 분석계(Inbody, USA)를 이용하여 체성분을 측정한다. 측정 전 12시간 동안 피

험자의 음식물과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여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의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며 발바닥을 체지방 측정기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이 후 양손이 손잡이 전극에 

정확히 닿도록 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체성분 측정이 시작되면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체성분 수치는 장비를 통해 측정된 값을 사용한다. 

 보행기능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보행의 측정을 위해 보행기능 측정기(Optojump pro, 

MICROGATE, Italy, 2008)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장비는 길이 10m, 폭 1.5m, 높이 

5cm인 장비로써,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한쪽 바의 LED에서는 신호를 송신하고, 

반대쪽 바의 LED에서는 신호를 수신하여 그 사이에 어떠한 물체가 지나가면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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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의 정확도로 물체의 비행시간, 바닥과의 접촉시간 등을 파악한다. 따라서 피험자가 

양쪽 바의 중앙에 위치하여 보행을 하게 되면, 장비를 통해 보행시의 시간적, 공간적 변

수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  

  

 

그림 3. Optojump, Italy 

 

 

   

그림 4. 보행기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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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값은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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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3) 그룹간의 다중비교를 위해 Tukey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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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탄력밴드 근력운동 프로그램이 신체조성, 노인 체력, 

보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조성의 변화 

세라밴드를 활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체중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체중 변화(kg)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59.14±12.38 59.25±13.27 

p=.733 p=.830 p=.499 

운동군 58.02±10.19 57.6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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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중 변화 

 

 골격근량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골격근량 변화(kg)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20.28±4.24 20.52±4.24 

p=.672 p=.705 p=.249 

운동군 21.5±4.09 20.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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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골격근량 변화 

 

 체지방량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체지방량 변화(kg)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20.84±8.19 20.62±7.8 

p=.696 p=.526 p=.415 

운동군 17.78±7.12 18.3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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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체지방량 변화 

 

 BMI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BMI 변화(kg/m2)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25.61±3.24 25.72±3.85 

p=.537 p=.216 p=.971 

운동군 23.27±3.05 2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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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MI 변화 

 

 체지방률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체지방률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34.54±8.70 34.04±7.76 

p=.325 p=.448 p=.325 

운동군 30.18±9.05 3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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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체지방률 변화 

 

 WHR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WHR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0.89±0.08 0.86±0.08 

p=.1 p=.585 p=.410 

운동군 0.86±0.05 0.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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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H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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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체력검사 및 평형성의 변화 

탄력밴드를 사용한 하체 근력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노인체력검사 및 평형성의 변화

는 다음과 같다. 

 2분 제자리 걷기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2분 제자리 걷기 변화(회)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99.5±36.37 99.5±33.4 

p=.286 p=.341 p=.286 

운동군 107.3±28.11 121.3±16.7 

 

그림 11. 제자리 걷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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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들기(상체근력)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덤벨들기(상체근력) 변화(개수)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17.86±4.52 18.71±8.3 

p=.104 p=.322 p=.257 

운동군 18.71±4.23 23.14±3.97 

 

 

 

그림 12. 상체근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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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하체근력)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나타났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표 13.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하체근력) 변화(개수)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14.71±6.67 15.43±8.03 

p=.01* p=.39 p=.01* 

운동군 15.57±6.52 21.14±6.84 

 

 

 

그림 13. 하체근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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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뒤에서 손잡기(상체유연성)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등 뒤에서 손잡기(상체유연성) 변화(cm)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22.35±10.39 -20.28±13.03 

p=.737 p=.01* p=.737 

운동군 -1.78±9.87 -1.78±10.44 

 

 

 

그림 14. 상체유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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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하체유연성)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하체유연성) 변화(cm)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8.58±10.13 11.91±10.77 

p=.110 p=.463 p=.585 

운동군 12.16±16.75 18.66±12.04 

 

 

 

그림 15. 하체유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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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cm 걷기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났다. 

 

표 16. 244cm 걷기 변화(sec)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8.02±3 8.57±2.23 

p=.264 p=.210 p=.01* 

운동군 7.53±1.83 6.15±1.11 

 

 

 

그림 16. 244cm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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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각근력의 변화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났다. 

 

표 17. 하지 각근력 변화(kg)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38.7±15.82 33±14.14 

p=.885 p=.496 p=.04* 

운동군 39.07±9.65 44.1±17.2 

 

 

 

그림 17. 하지 각근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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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력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 악력 변화(kg)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21.16±8.53 21.25±7.69 

p=.181 p=.667 p=.161 

운동군 24.64±7.44 21.42±7.18 

 

 

 

그림 18. 악력 변화 

  

0

5

10

15

20

25

30

35

통제군 운동군

악
력

(k
g
)

사전

사후



４２ 

 

 평형성의 변화(눈 감고)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평형성의 변화(눈 감고 측정)는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

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

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평형성 변화-눈 감고 서기(sec)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38.29±15.46 29±27.99 

p=.213 p=.357 p=.854 

운동군 50.67±20.5 43.67±18.33 

 

 

 

그림 19. 평형성 변화(눈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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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성의 변화(눈 뜨고)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평형성의 변화(눈 뜨고 측정)는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

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

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평형성 변화-눈 뜨고 서기(sec) 

그룹 사전 사후 시간 그룹 시간*그룹 

통제군 53.57±20.93 58±21.6 

p=.288 p=.697 p=.558 

운동군 53±19.07 67.67±15.1 

 

 

 

그림 20. 평형성 변화(눈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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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능의 변화 

탄력밴드를 사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보행기능의 시간적 변수의 변화 

1) 보행속도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시간적 변수인 보행속도는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 보행속도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보행속도 

(m/s) 

통제군 

운동군 

1.1±.14 

1.22±.26 

.97±.11 

1.18±.22 

.180 .446 

 

 

그림 21. 보행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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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속수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시간적 변수인 분속수는 통제군과 운동군 모

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

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 분속수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분속수 

(step/m) 

통제군 

운동군 

116.07±7.95 

113.94±12.53 

115.3±16.44 

112.59±11.92 

.793 .942 

 

 

 

그림 22. 분속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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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70~74세 노인의 정상 보행속도 및 분 속수(Hollman, McDade, & Petersen, 2011) 

70~74세 노인의 정상 보행속도 및 분 속수 

정상 보행속도(cm/s) 정상 분 속수(steps/min)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01~133 96~136 94~110 93~133 

 

 보행기능의 공간적 변수의 변화 

1) 보폭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공간적 변수인 보폭은 통제군과 운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

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4. 보폭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보폭 

(cm) 

통제군 

운동군 

55.13±6.55 

61.95±10.32 

53.59±9.07 

63.28±11.2 

.94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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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보폭 변화 

 

 

2) 활보장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공간적 변수인 활보장은 통제군과 운동군 모

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

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활보장 변화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활보장 

(cm) 

통제군 

운동군 

112.20±13.63 

126.19±21.42 

106.79±17.49 

125.8±21.35 

.320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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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활보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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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능의 안정성의 변화 

1) 단하지 지지기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안정성 변수인 단하지 지지기는 통제군과 운

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단하지 지지기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단하지 지지기 

(%) 

통제군 

운동군 

34.88±2.18 

36.49±3.02 

35.91±3.7 

37.7±2.88 

.01* .805 

 

 

 

그림 25. 단하지 지지기 변화 

 

 

0

5

10

15

20

25

30

35

40

45

통제군 운동군

단
하
지

지
지
기

(%
)

사전

사후



５０ 

 

2) 양하지 지지기 

12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보행기능의 안정성 변수인 양하지 지지기는 통제군과 운

동군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양하지 지지기 

 그룹 사전 사후 시간 시간*그룹 

양하지 지지기 

(%) 

통제군 

운동군 

30.43±4.29 

27.04±6.15 

27.98±7.35 

24.61±5.67 

.01* .99 

 

 

 

그림 26. 양하지 지지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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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보행은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 필수적인 요

소이며, 노화에 따른 근 감소증은 노인의 보행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활동저하, 낙

상과 골절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노화로 인한 근력과 평형성의 약화를 운동을 통

해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들에게 

낙상이 발생하면 5%-10%의 비율로 대퇴 골두골절, 뇌진탕, 관절 탈구 등 생명과 직결

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간 입원을 초래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

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Kannus et al., 1999). 

보행은 노인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신체적 요소이며 특히, 보행의 시간

적 변수는 중재 전∙후 보행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수

단이다(Guralnik et al., 1994).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불안정한 면에서의 보행매트훈련을 8주간 실시한 결과 노인의 

보행속도, 분속수, 보시간, 활보시간 등을 향상시켰으며(이경진, 2011), 12주간의 오타고 

운동 및 요가 운동이 여성노인의 보행속도, 분속수, 활보장 및 낙상 효능감을 향상시켰

다고 보고하였다(유하나, 2012). 노인에게 있어서 10cm/s의 보행속도 감소는 일생생활에

서의 움직임 수행 능력이 10% 감소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를 견주어 볼 때(Verghese, 

Holtzer, Lipton, & Wang, 2009), 운동을 통한 노인의 보행속도, 보행 안정성, 보폭 등의 긍

정적인 변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보

행기능 측정 시 시∙공간적 보행 특성의 분석에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보행장비

(Optojump)를 사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운

동을 통한 보행기능의 향상을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탄력밴드 근력운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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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운동 참가자의 보행기능과 보행기능관련 체력요소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근력운동이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근력운동프로그램이 신체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 WHR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근육량과 

체지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S. W. Park et al., 2012), 허약 노인

을 대상으로 12주간 밴드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질량 지수(BM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김지수, 2010), 제 2형 당뇨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3회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후에도 체질량 지수(BM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Kwon, 2010).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2회 복합 운동 실시 후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를 측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경래,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봤을 때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조성은 운동프로그

램 적용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인체력검사의 변화 

12주간의 근력운동프로그램이 노인체력검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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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2분 제자리 걷기, 덤벨 들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등 뒤에

서 손잡기,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 244cm걷기, 하지 각 근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근지구력과 유연성 항목에 해당하는 2분 제자리 걷기, 덤벨 들기, 등 뒤에

서 손잡기, 의자 앉아 앞으로 굽히기의 항목에서는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항목에서 운동군은 사

전 15.57±6.52회에서 사후 21.14±6.84회로 증가하였고, 244cm걷기 항목에서 7.53±1.83초

에서 6.15±1.11초로 단축되었으며, 하지 각 근력 항목에서 39.07±9.65kg에서 44.1±17.2kg

으로 향상됨으로써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근력 항목들의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8주간 하지 근력강화를 강조한 불안정한 면

에서의 보행매트훈련에 참여한 노인의 하지 근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이경진, 2011).  

체력 전문가들은 노인의 체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력이라고 강조하였다

(Fiatarone & Evans, 1993; Nelson et al., 1994; Shinkai et al., 1997). 근력은 50세 이후에 10년마

다 15-20%의 감소를 보이며(Shinkai et al., 1997), 이러한 감소는 노인들의 평상시 신체 활

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하체 근력은 계단 오르기, 장거리 보행, 의자

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기능을 손실하는 것이 근력의 감

소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전국적으로 표집한 70세 이상 도시 거주자 6,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26%가 중간에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31%는 4.5kg

의 시장바구니를 드는데 힘들어 했으며, 36%는 몇 구획을 걷는데도 힘들어 하였다

(Stump et al., 1997). 상체와 하체의 근력 결함은 일상생활 활동의 무능력과 관련이 있으

며(Fried et al., 1994; Lawrence & Jette, 1996), 특히 하체 근력의 감소는 노년기 장애의 중요

한 예측인자이다(Gill et al., 1996; Guralnik et al., 1995; Lawrence & Jette,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근력이나 근기능의 유지는 넘어짐이나 이로 인한 부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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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소시키며(Bohannon, 1995; Brown et al., 1995), 노화와 관련된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근력은 뼈의 소실을 감소시켜주고, 혈당의 이용

을 개선시켜 주며, 제지방 조직을 유지시켜 주고, 비만을 예방해 준다.  

최근 연구들은 하지 근력이 노인들의 낙상과 깊은 관련이 있고, 하지 근력 향상 및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운동이 중재변인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Barry & 

Carson, 2004; Macaluso & De Vito, 2004; Reeves, Narici, & Maganaris, 2006). 또한 하지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고 하지 근력이 약화되면 보행 불안정을 야기시켜 낙상으로 이어지게 된

다고(Kemoun, Thoumie, Boisson, & Guieu, 2002) 보고한 선행연구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

의 운동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 노인들의 하지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행기능의 변화 

노인들은 보행 시 근육 약화와 균형능력 저하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갖게 되며(Danion et al., 2003), 특히 활보장의 감소, 활보시간의 감소, 속도의 감소, 

분속수의 감소, 기저면의 확장으로 인한 보행간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보행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Alexander, 1996). 그리고 이러한 보행양상은 다양한 보행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Maki, 1997),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보행 속도가 느

려지고 보폭이 좁아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Unsworth & Mode, 2003). 본 연구에

서 실시한 근력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체력검사에 해당하는 하지 근력 항목들에서는 

운동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보행기능 관련 항목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들을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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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지 근력의 개선으로 보행 변수의 향상을 보고한 사례들도 있다. 고관절 굴곡근

과 신전근에 단시간의 신장운동을 적용한 결과, 보행 속도 6.6%, 보장 0.7%, 활보장 5.8%

의 향상을 보고하였으며(Rodacki, Souza, Ugrinowitsch, Cristopoliski, & Fowler, 2009), 또 다

른 연구에서는 고관절과 족관절의 신장운동을 적용하여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유연

성 향상과, 보행속도와 활보장이 각각 5.7%, 7.9%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ristiansen, 

2008). 또한 이경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보행매트훈련을 적용 후 보행속도 9.5%, 분

속수 4.8%의 증가와 보시간 4.2%, 활보시간 4.1%의 감소를 보여 시간적 보행능력의 향

상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노화가 많이 진행된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단순히 근력의 향상을 통해서만 보행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평형

성, 유연성, 근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보행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노인의 불안정한 보행양상과 낙상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감각계의 기능둔화, 하지 

근력 감소, 관절 가동범위 감소 등의 근 골격계 문제, 인지력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다(McGibbon, Krebs, & Puniello, 2001). 그리고 노인의 보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

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65~75세 사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노인의 

정상 보행속도나 분속수(보행속도: 남성  101~133cm/s, 여성 96~136cm/s, 분속수: 남성 

94~110steps/min, 여성 93~133steps/min)도 70~74세 노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Hollman 

et al., 2011).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추후 연구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보행기능 향

상을 위한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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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의 근력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 이상 고령노인들의 신

체조성, 노인체력검사 그리고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고령 노인들에게 가

장 적합한 운동 유형과 방법을 제시하며, 낙상예방과 신체 활동 수준의 향상 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주간의 근력운동프로그램은 운동 참가자의 신체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12주간의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운동 참가자의 하지 근력(의자에서 일어섰다앉

기, 244cm걷기, 하지 각 근력)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12주간의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운동 참가자의 보행기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보행기능의 공간적 변수인 보폭에서는 운동군(사전: 

61.95±10.32cm, 사후: 63.28±11.2)에서 소폭 증가된 경향을 보였으며, 활보장에서도 통제

군(사전: 112.20±13.63cm, 사후: 106.79±17.49cm)은 감소된 반면 운동군(사전: 

126.19±21.42cm, 사후: 125.8±21.35cm)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근력운동프로그램이 

노인의 하지 근력은 향상시켰으나, 신체조성과 보행기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조성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적용과 이에 따른 보행기능 개선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면, 운동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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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상 위험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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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sistance Exercise on Physical Strength Elements and  

Gait Performance in the Elderly People aged over 80 

 

Yoo, Seung W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s: Gait performance is essential element to let people live an ordinary life especially 

in the elderly. In addition, sarcopenia with aging affects the gait performance and can cause serious 

injuries or even deat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resistance exercise using elastic band 

could result in an alteration of body composition, physical strength elements and gait performance. 

Methods: Thirty men and women aged over 80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a local 

community welfare center.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xercise and control group. 

Exercise group participated in resistance exercise using elastic band for 12weeks, 2 days a week for 

50minutes. Before and after this exercise program, body composition, physical strength elements and 

gait performance were measur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1)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body 

compositions according to participate in exercise program for 12weeks. 2) Among SFT(Senior 

Fitness Test), there were significant tim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s in Chair Stand Test(p<.01), 8-

Foot Up and Go Test(p<.01) and Leg Extension Test(p<.04). 3)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gait performance according to participate in exercise program for 12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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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resistance exercise program had beneficial influences on 

strength of lower extremity but body composition and gait performance in older people aged over 80. 

Thus, we concluded that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promote strength of 

lower extremity on the older people aged over 80.  

Future studies that should cover the correlation between gait performance and exercise program 

that improve the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strength elements would be the objective data for 

reducing the risk of fall in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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