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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이 노인의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황 수 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강운동과학 

 

노쇠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저하로 생물학적 및 생리학적 

변화를 의미하며,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체계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공적인 노화를 영위하는데 노인 건강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노쇠는 하나의 위험 요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적 사이클을 예측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중재를 통해 장애로의 이환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노쇠를 진단하여 적절한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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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예방하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운동은 단일한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노쇠 원인들의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인에게 

효율성과 효과가 검증된 중재 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농촌의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노쇠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적절한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자조능력을 강화하는 중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주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이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Intervention Mapping 방법을 기반으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하였다. S군의 5개의 읍·면의 65세 이상 

노인 115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으며, MMSE 점수가 18점 이하인 

치매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조군(n=24), 운동군(n=26)로 

할당되었다. 총 12주 중 운동군의 경우 2주간의 운동 동작 및 자세 

지도 후 10주동안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주 2회 50분, VO2max 60-

70%의 강도로, 운동타입은 high speed power training으로 진행되었다. 

중재 전후에 Fried’s Criteria의 5가지 체중감소, 근력, 정서적 고갈, 

보행속도, 신체활동 항목을 통해 노쇠를 진단하였으며, 신체기능검사는 

노인신체수행능력검사로, 인지기능 검사는 MMSE-K, Trail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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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Digit Span Test, Rey-15item memory, Stroop test를 통해 

측정하였다. 12주간 저항성 운동 후, 노쇠의 단계, 노쇠의 점수, HDL, 

보행속도, 하지근력, 앉았다 일어서기, 신체활동량에서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운동군에서는 노쇠의 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1),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HDL의 경우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감소(p<0.01)하였다. 신체기능검사 중 보행속도 검사와 앉았다 

일어서기의 경우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향상(p<0.01)되었다. 근력 검사 

중 하지근력 검사에서 운동군에서 Extension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p<0.001)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노인의 하지근력을 증가시켜 보행속도, 앉았다 일어서기, 

신체활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적 노쇠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노쇠 중재 운동프로그램으로써 보급 및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한다. 

주요단어 노쇠, 인지기능, 저항성운동,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학번 2014-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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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2015)에 따르면 한국은 길어진 수명, 생활수준의 향상,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13.1%,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이렇게 한국의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년인구의 

통계적 수치는 노인의 건강 문제가 잠재적으로 사회의 주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 노인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 

수준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장애 없이 생존하는 기간인 

건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DALE)은 68.6세로, 

78.6세인 평균수명과 약 10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WHO 2005, 

(Kurimori, Fukuda, Nakamura, Watanabe, & Takano, 2006).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에 따른 삶의 질이 선진국에 비하여 좋지 않음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건강 수명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노인건강상태의 다양성을 이해 할 수 있는 노쇠는 하나의 위협 

요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적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적절한 중재를 통해 

장애로의 이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노쇠를 진단하여 적절한 중재를 통해 장애를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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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이라는 

단순한 인구학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대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체계적은 중재를 하는 것은 노년인구의 삶의 질과 독립성 유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노쇠(frailty)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저하로 생물학적 및 

생리학적 변화를 의미하며, 노화에 따른 생리적 기능 감소에 의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취약해져 질환의 이환이나 장애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임상적으로 정의한 것이다(L. P. Fried 

et al., 2001). 또한 노쇠의 특징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부적 건강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연구에 의해 

Fried등(2001)이 고안한 노쇠 표현형(Frailty phenotype)이 노쇠를 

진단하는데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신체기능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쇠의 상태를 체중감소, 정서적 고갈, 

낮은 신체활동, 근력, 낮은 보행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5개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노쇠(frail), 1-2개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노쇠 전단계(pre-frail,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건강한 

노인(robust)라고 정의한다(L. P. Fried et al., 2001).  

노쇠의 사이클은 식욕저하로 인해 식이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저영양상태가 야기되어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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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로와 활력의 저하, 근력이 감소되므로 

신체기능과 보행속도가 저하되어 활동성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준다. 결국 이는 장애 상태로 이환 될 수 

있는 위험률이 커지게 되며, 건강관련 부적 결과(낙상, 장애, 입원, 

사망률 등)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되도록 한다. 국외 조사에 의하면, 

노쇠한 노인은 건강노인에 비해 3년 이내 사망 위험이 6배 높으며, 

건강한 노인에 비해 노쇠로 이행되기 쉬우며(L. P. Fried et al., 2001), 

노쇠 전단계에 접어들면 3년 이내에 노쇠로 진행할 위험이 2.63 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L. P. Fried et al., 2001). 노쇠 전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 될 경우 건강(robust)한 노인에 비해 다양한 

부적건강결과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Fairhall 

et al., 2015). 또한 노쇠 전 단계는 호전될 수 있으나 호전이 불가능한 

노쇠 말기에는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기능 감퇴, 무감각, 식욕저하 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Montagnini, 2004) 

노쇠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 발생 및 

장기요양 예방의 관점에서 노쇠를 조기에 진단하여 중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노쇠 노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적절한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L. P. Fried et al., 2001).  

 노쇠의 중재 방법으로는 영양관리, 호르몬 대체요법, 단백질 처치, 

비타민D 처치, 운동 등이 보고되고 있다, 노쇠는 노화 자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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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 조절기능저하, 면역기능의 저하에 따른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과 영양상태, 신체활동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쇠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multibenefit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Rodriguez-

Manas & Fried, 2015). 에너지 조절 장애는 노쇠를 가속화 하는 

시발점으로써 에너지 섭취가 바뀌면 당대사와 근육 효율,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미쳐 앞서 언급한 노쇠의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노쇠 중재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향상 시키고 전체 복합적인 

시스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운동은 

단일한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노쇠 원인들의 다방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인에게 효율성과 효과가 검증된 중재 방법 중 

하나이다(Rodriguez-Manas & Fried, 2015). 

한편, 도시와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의 불균형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Gnjidic et al., 2014). 한국 도시와 농촌의 노쇠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도시 10.3%, 농촌 17.4%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쇠 

노인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있으며, 노쇠 표현형 중 피로와 근력의 저하 

등이 취약하여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Jung et al., 2016). 

이러한 환경적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은퇴와 

같은 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여러 제반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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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해 도시에 비해 건강상태가 낮다고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저항성운동은 운동 전문지도자,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하므로 참여 

기회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제공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는 피동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Choi, 

2001; Jung, Seo, Seo, Rhe, & Lee, 2006) 이에 노쇠 중재 방안으로 

신체적, 사회적, 자발적,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사회 역량 이론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주민자치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자조능력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 

중재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접근 방법이다(Chaski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노인에게 특별한 시설과 장비 없이 

적용이 가능한 저항성 밴드 운동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촌 노인의 노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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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주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이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운동참여율을 향상 시킬 것이다. 

둘째,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유병률을 감소 시킬 것이다. 

셋째,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근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넷째,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근육의 두께를 증가 시킬 것이다  

다섯째,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신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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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제한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생활 습관 및 식이 등을 통제 하지 

못하였다 

3) 본 연구는 지역 내 서로 다른 농업패턴과 intervention 장소의 

미비로 인해 무작위배정을 통해 그룹을 할당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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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노쇠  

 

1.1. 노쇠의 정의 및 원인   

 

노쇠는 임상적으로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상태로 취약성이 높아져 

생리학적 보유능력, 다양한 조직 시스템 또한 감소한 상태이며, 매일 

혹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면역 반응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이다(Fried et al., 2005) (Lipsitz, 2002) (Lipsitz 

& Goldberger, 1992). 노쇠는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노인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며, 독립적인 

노인증후군이다. 따라서 노쇠는 노화와 달리 예방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통해서 현상태를 이해하여 중재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L. P. Fried et al., 2001).  

노쇠는 식욕저하로 식이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체중감소와 이로 인한 

근육량 감소, 근력, 근파워가 감소하여 보행속도와 같은 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이에 신체활동량 또한 적어져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악순환고리를 보여준다<Figure 1>. 노쇠에 따른 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대사기능 및 면역계의 생리적 예비능력의 감소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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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인자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질병에 대한 이환률 

및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노쇠한 노인은 기능 저하와 낙상, 

입원, 시설 거주의 위험이 높아 많은 임상적 문제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최근 노쇠를 유발하는 주된 병태생리적 원인으로 노쇠 

노인에게서 interleukin-6, C-reactive protein 및 tumor necrosis 

factor-α 농도가 높다는 사실이 여러 코호트에서 증명이 되었다. 

만성염증은 직간접적으로 근골격계, 내분비계와 혈액학계 등 생리학적 

과정을 통해 노쇠와 근감소증을 초래 하여 낙상, 장애, 의존, 사망 등 

임상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Fried et al., 2001).  

 

Figure 1 Vicious cycle of Frailty(L. P. Fried et al., 2001) 

 

이 개념적인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제안된 주요 2가지 평가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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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등장하였다 Fried의 정의 혹은 Cardiovascular Health 

Study 로 알려진 노쇠 표현형(Frailty phenotype, FP) (L. P. Fried et 

al., 2001; Jones, Song, & Rockwood, 2004), FRAIL(피로, 

저항성,ambulation, 병력, 체중감소)(International Academy of 

Nutrition and Aging), Frailty Instrument for Primary Care of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FI), 

그리고 the Groningen Frailty Indicator 다른 다양한 정의들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Abellan van Kan et al., 2008; Peters, 

Boter, Buskens, & Slaets, 2012; Romero-Ortuno, Walsh, Lawlor, & 

Kenny, 2010).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노쇠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Morley et al., 2013). 하나의 조작적 정의 혹은 

단순한 측정 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노쇠를 

정의하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노쇠는 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 이지만, 더 심한 상태의 

노쇠로 이행은 개선보다 일반적이며, 노쇠의 악화(발전)는 빈번하게 

장애, 낙상, 그로 인한 입원, 등 사망의 위험 요인 증가를 야기한다.(L. 

P. Fried et al., 2001) .  

 

노쇠는  1) clinical syndrome(임상적 증후군) 이다. 

2)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된 상태로, 기능적인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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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건강결과를 가져온다.  

3) 중재를 통해서 되돌릴 수 있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4) primary care(1차 의료)에 유용하다(Morle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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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쇠의 유병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 거주자 노인 574명을 대상으로 10년동안 

코호트 연구에서 노쇠는 죽음의 원인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Kurrle, Cameron, & Maier, 2010) 지역 거주자 노인 

574명을 대상으로 10년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노인에서 죽음의 

원인으로써 노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다(Kurrle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18개월동안 간헐적으로 임상적 가정기반 

측정을 통해서 증명하였는데,  사망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은 

frailty(27.9%)로 다른 요인들 organ failure (21.4%), 암 (19.3%) 

치매 (13.8%), 그리고 기타 원인 (14.9%)의 비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Kurrle et al., 2010). 또한 최근 systemic review에 

따르면(Collard, Boter, Schoevers, & Oude Voshaar, 2012) 노쇠의 

표현형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노쇠 유병률은 9.9%, 노쇠 전 

단계(pre-frail)는 44.2%이라고 보고되며, 노쇠는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노쇠는 나이가 듦에 따라 65-69세 : 4% 

70-74세: 7%, 75-79세 : 9% 80-84세 : 16% 85세 이상: 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와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OF)에서 노쇠의 

비율은 각각 13%, 10%로 노인인구 중 건강노인(robust), 전노쇠(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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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l), 노쇠 (frail)단계의 비는 약 4:5:1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노쇠에 관한 국내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마승현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노쇠의 국내 유병률은 약 11.7%로 황환식 (2010)의 연구도 

유사한 유병률을 보였으며 남성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적을 

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 최근 S시 노인 코호트 조사(KLoSHA)에 

참여한 7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쇠(16%), 노쇠 전 

단계(41%)로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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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쇠의 진단과 활용 

 

노쇠는 기존에 평가 도구가 널리 알려진 장애나 질환과는 독립된 

특성을 보여 국외에서는 노쇠 Phenotyp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노인병학 증후군(geriatric)으로서의 노쇠의 표현형 

정의는 Fried(2001)와 CHS(2001)에서 5300명의 미국 지역사회 

거주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제안되었다 

(Fried et al., 1991; L. P. Fried et al., 2001). Fried의 노쇠 

표현형(frailty phenotype)은 낙상, 장애, 보호시설 혹은 

입원(institutionalization, hospitalization) 사망률을 예견 할 수 있으며, 

노쇠를 정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Fried 의 기준에 

따라 노쇠를 정의하면 체중감소, 정서적 고갈, 낮은 신체활동량, 

보행속도, 악력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노쇠(frailty)이라고 정의하며, 1 혹은 2개에 해당되는 경우를 

노쇠 전 단계(pre-frail),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건강(robust)로 

정의한며, 다양한 건강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노쇠 전단계의 노인은 

낙상의 위험, 시설수용, 사망률이 증가하고 건강한 노인에 비해 노쇠로 

이행되기 쉬우며 (L. P. Fried et al., 2001) 노쇠 전단계에(pre-frail) 

접어들면 3년 이내에 노쇠로 진행할 위험이 2.63 배 높다 (L. P. Fried 

et al., 2001). 노쇠 전단계는 호전될 수 있으나 호전이 불가능한 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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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는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기능감퇴, 무감각, 식욕저하 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Montagnini, 2004) 노쇠 

증후군 악화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Gill , 2006). 각 노쇠의 

구성요소가 장애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를 예측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근력, 기동성, 운동능력 한계 등의 수행에 있어서 각 노쇠 

증후군의 축적은 장애의 강력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Fried, 2003). 

 

Table 1 Simplified Fried criteria for Frailty 

특징 기 준 

체중감소 

(Weight loss) 

지난 1년간 체중의 5%이상 또는 4.5kg 이상 감량이 

되었을 경우 

(다이어트 혹은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은 제외) 

근력 

(Weakness) 

악력계를 사용하여 측정 

성별에 따른 BMI의 하위 20%에 속하는 경우 

 : 남자≤30kg , 여자 ≤18kg 

정서적 고갈 

(Exhaustion) 

The 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을 사용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는지’와 

‘무슨 일이든 도무지 해낼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자주(3-4 

일정도)’ 또는 ‘항상(5-7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정서적 고갈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행속도 

(Slowness) 
보조기 없이 4m 걷기에서 0.8/sec 이상 걸리는 경우 

낮은 신체활동 

(Low activity) 

국제신체활동 설문지(short form) Low단계 해당하는 

경우 

Frail = 3 or more criteria present 

Pre-frail = 1 or 2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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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정 방법은 노쇠의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써 악력은 

근감소증을, 체중감소는 영양불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정서적 고갈은 우울의 측정도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여성의 건강과 

노화(Women’s Health and Aging Studies)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진단 기준으로 Rockwood에 의한 결핍의 

축적모델(accumulation of deficit model)은 노쇠를 정량화 하며, 

생리학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건강예후 예측에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 항목이 많아 임상적 활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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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쇠에 따른 운동의 효과  

 

2.1. 저항성운동과 노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은 근력과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기

능적인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Hawkins, Wiswell, & Marcell, 2003) 

Marcell, 2003).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게 30% 이상이 감소하며, 그 

이후에는 근력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근력의 감소는 

type2 근섬유의 위축과 신경적 활성의 손실로 설명되는데 이에 저항성 

운동은 근력과 근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운동 중재

는 노쇠의 진단기준 5가지 항목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며 다시 

노쇠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Ferrucci et al., 2004). 신체

적 노쇠는 근력, 균형감각, 유연성, 반응속도, 근지구력과 유산소성 능력

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Buchner & Wagner, 1992), 이는 궁극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Harris, 

Kovar, Suzman, Kleinman, & Feldman, 1989).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노쇠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노쇠 현상을 가속

화시키는 주요인이다. 이러한 근감소증(sarcopenia)은 근섬유 크기와 

수의 감소 뿐만 아니라 속근 섬유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다(Larsson, 

Sjödin, & Karlsson, 1978). 선행연구에서 보면 복합적인 운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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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노인들의 근력을 증가시키며(Robertson, Devlin, Gardner, & 

Campbell, 2001),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항성 운동은 근비대와 

근력 모두 현저하게 증가시켜 노쇠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되

고 있다.(Nancy K Latham et al., 2003).  

또한,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노인의 신체 활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근신경 생리의 퇴화를 촉진하며(Vetta, Ronzoni, Taglieri, & 

Bollea, 1999), 이는 노쇠의 원인이 되는데, (유산소)운동을 통한 

노인의 최대산소섭취량 증가는 심혈관능력의 개선시킴으로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노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Vaitkevicius et al., 2002).  

노쇠는 낙상과 골절에 대한 위험의 증가로도 정의될 수 있다. 특히,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은 노인들의 낙상과 골절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Gerdhem et al., 2003). 나이가 듦에 따라 근력의 약화는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와 더불어 신경의 퇴화는 보행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Montero-Odasso et al., 2011; Moreland, 

Richardson, Goldsmith, & Clase, 2004). 근력 운동과 지구성 운동은 

노인들의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에 대한 위험을 

줄여준다고 보고 되고있다. 또한,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시켜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쇠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Rolland et al., 2008).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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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백질 합성 속도 활성화는 근력과 근기능을 향상시키며 신체적 

노쇠와 관련된 장애를 조절, 근수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육량과 근력의 증가를 가져와 신체적 노쇠를 

예방한다.(Schulte & Yarasheski, 2001).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인슐린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며(Evans et al., 2005), 노인들의 혈관 내피 기능과 Akt/mTOR 

신호 전달 체계의 향상을 가져와 인슐린의 단백질 동화 대사를 

촉진시키고 노쇠를 예방 시킨다(DiPietro, Dziura, Yeckel, & Neufer, 

2006).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

1))은 근골격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로(Lincoln et al., 1998) IGF-1이 

근섬유의 근초(Sarcolemma)에 있는 수용기와 결합하면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시작된다(Urso et al., 2005). 혈중과 

근골격에 존재하는 IGF-1의 농도는 노인들에게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elle, Bhatt, Shah, & Thornton, 2002). 낮은 IGF-1의 

농도는 노인의 근육량과 근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arbieri et 

al., 2003; Kostek et al., 2005).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IGF-

1의 농도를 증가시켜 노인들의 근감소를 예방하여 노쇠의 진행을 

막아준다(de Souza Vale, de Oliveira, Pernambuco, da Silva Novaes, 

& de Andrade, 2009; Kostek et al., 2005).   

노쇠한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C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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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CRP)과 Interleukin-6(IL-6)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da P Fried et al., 2001). 운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2차적 노쇠의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Puts, Visser, Twisk, 

Deeg, & Lips, 2005).   

80세의 노쇠한 노인들에게 균형 감각 운동과 보행 운동을 중재한 한 

연구에서는 정적 균형 감각 및 동적 균형 감각의 향상과 보행 기능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Shimada et al, 2003).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노인의 노쇠 상태를 정의하고, 운동 중재를 통해 건강한 

노인의 노쇠를 예방하고 노쇠한 노인에게는 추가적인 중재를 통한 노쇠 

진행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ACSM)에서는 운동이 노쇠가 있는 노인에게 개선의 

효과 가져다준다고 보고했으며, 유산소 운동, 균형 감각 운동, 저항성 

운동을 권고하며 이처럼 신체적 노쇠는 적절한 중재를 통해 잠재적으로 

정상으로 돌이켜 질 수 있다고 동의 되고 있다.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저항성 운동으로는 하지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과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주로 사용됨. 횟수는 주당 3회, 

시간은 1회당 60분 이상 12주 이상 수 행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노인은 신체적 능력과 건강상태가 상당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집단운동을 획일화된 운동보다는 노인의 개별 체력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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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세분화하여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되고있다(Nick W Bray 2016) 

 

2.2. 저항성운동과 인지기능 

 

낮은 인지기능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제한 및 

입원 등이 증가하며(Rockwood & Mitnitski, 2007)) 인지장애와 노쇠가 

같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높고(Ávila‐Funes 등, 2009) 이로 인한 요양시설 수용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Davis & Rockwood, 2004). 대부분의 

대뇌피질의 기능적 가소성과 관련하여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가 많이 

증명되었으나, 최근에는 저항성 운동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Liu-

Ambrose, Nagamatsu, Voss, Khan, & Handy, 2012)는 노인에서 

12개월간의 주2회의 저항성운동이 기능적 가소성과 근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하였으며, (Vincent, Braith, Bottiglieri, Vincent, 

& Lowenthal, 2003)은 노인에서 중강도(50% of 1RM), 고강도운동(80% 

of 1RM)을 주 3회 24주간 실시하였을 때 두 그룹 모두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과 지단백수치(Lipoprotein levels)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Cassilhas et al., 2007)의 

연구에서도 6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중강도(50% of 1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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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운동(80% of 1RM)을 24주간 후, 두 그룹모두 인지기능향상에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Liu-Ambrose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15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주1회, 주2회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선택적 주의집중(Selective Function), 

문제해결(Conflict Resolution)능력 등의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s)의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Liu-Ambrose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의 인지기능과 뇌의 가소성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86명의 

70~80세 노인을 대상으로 총 연구기간 6개월 주2회 60분간의 

저항성운동(8RM), 유산소운동(40~80% of Vo2max), 밸런스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유산소운동에서는 심혈관계에서의 

향상뿐이 었지만, 저항성 운동그룹에서 뇌의 가소성이 향상하고, 선택적 

주의집중(Selective Function), 문제해결(Conflict Resolution)기능 

등의 실행기(Executive Functions)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Liu-

Ambros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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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igh-speed power training 

 

낮은 단축성 수축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갑자기 다가오는 자동차를 

피하거나 낙상, 계단오르기를 할 경우 빠른 움직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노인에게 이러한 근파워를 유지하는 것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지 의자 오르기, 낙상 등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측면인에서 매우 

중요하다(Arnold et al 2010.bonnefoy et al). 하지만 근파워는 60세 

이후로부터 근력에 비해 더 빠른속도로 감소된다고 보고 되며(petrella 

JK et al.,2005),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방법은 근력향상에는 효과가 

입증 되었지만 근파워 향상으로 인한 기능적은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High Speed Power Training은 근파워(힘 X 속도)를 이용한 

트레이닝 방법으로 단축성 수축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수축하고, 

중지(1sec), 신장성 수축 시(2sec)천천히 신장하도록 하며, 1RM의 

40%의 낮은 강도로 실시하여 근파워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다. 따라서 낮은 강도로 운동하지만 빠른 속도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운동강도로 하는 저항성 운동과 비슷한 파워를 산출해 노인들이 

수행하기에 안전하며, 적합한 운동방법이다.  

 Sayers(2010)에 의하면, 낮은 강도에서 비슷한 근파워 효과를 볼 

수 있는 HSPT과 낮은 속도의 저항성 운동과 비교했을 때 근파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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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수행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있다 (Sayers & 

Gibson, 2010). 또한 병원에서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의성, 휴대성이 높은 운동 도구로 알려진 

탄력밴드를 이용한 HSPT은 대상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며, 

근력, 근파워 근기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되고있다 (Yo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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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의 세팅은 자가운동(Home-based), 유료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운동, 건강보건시설을 기반으로 한 운동프로그램(Healthcare-

based),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school-based)프로그램, 직장 

내에서(worksite-based)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Bopp & 

Fallon, 2008). 여기서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인 유료피트니스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그룹으로 진행하는 점이 

비슷하지만 다른점으로 지역공동체나 복지회관, 교회 또는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인적자원(주민자치위원회) 조직자원, 

사회적 자본(시설, 경로당, 복지관)의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van der Werf et al., 2016) . 리더십을 개발하고 지역조직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새로운 지역사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지속시켜 지역사회 조직 자체 

힘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 있다 (Chaskin, 2001). 이러한 방법은 

노인들에게 적용했을 경우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며,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 또한 기대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접근하기가 쉬우며, 다른 운동프로그램 

세팅보다 대상들에게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하며, 같은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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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지속성 

또한 가정기반 혹은 유료시설이용 프로그램보다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Low, Yap, & Broda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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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기관은 전라북도 순창군의 읍, 면의 주민자치센터로 

각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 이장단에 먼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운동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 8개의 읍면 중 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운동군/대조군 그룹선정은 운동시설 미비 및 

농업패턴의 차이로 무작위 할당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S군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제한이 없으며, Fried 

의 frailty criteria에 따라서 체중감소, 정서적 고갈, 낮은 신체활동, 

보행속도, 근력 5가지 항목의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MMSE-K 점수에서 18점 이하인 확정적 치매 노인과 

균형능력이나 인지 능력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 심한 

근골격 장애, 그리고 심한 만성질환 등을 가진 대상자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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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디자인) 

 

2.1 사전조사 및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Figure 2 Intervention Mapping 

Intervention mapping 이란 증거 기반의 중재 방법 개발 및 구현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다(Leerlooijer et al., 2011).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4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29 

1단계. 요구도 사정  

 

 

Figure 3 프로그램 참여 지역 조사 및 현지 현황조사 

 

 

요구도 사정 단계에서는 농촌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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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적 원인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순창군 

순창읍, 인계면, 복흥면, 쌍치면, 동계면, 적성면, 구림면, 풍산면 총 

8개의 읍면의 주민자치소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과 운동 시설 장비와 각 지역의 농업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2년차 연구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2단계.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기대되는 변화를 선행 

운동 중재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1단계 요구사정에서 

도출된 농촌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요구도를 변화 목표에 반영하여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 보급 방법을 조사하였다.  

 

3단계. 이론기반 중재 방법 및 수행 전략 선택 

이론적 방법 및 실제 적용방안 선택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조사된 

현재 농촌 지역의 농업패턴과 운동시설 장비여부의 환경적인 요인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토대로 

영상운동프로그램 보급 방법을 선택하였다.  

Chaskin(2001)의 지역사회 역량 이론에서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전략의 

리더쉽개발(운동군의 운동리더 선정), 파트너쉽 형성(노화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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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조직개발(프로그램 진행 읍,면 주민자치소와 그룹 형성), 

지역사회 조직화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운동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는 자조 능력을 강화 시켰다.  

 

Table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전략 

영역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전략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강리더 선출 

파트너쉽 형성 

협력관계 구축  

- 노화고령화 사회 연

구소 

- 순창군 

- 서울대학교 건강운

동과학실 

- 주민자치 위원 

- 순창군 이장단 

네트워크 형성  

- 군청(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신문사(전북일보) 

- 방송사(SBS ‘생로병사의 

비밀’ 

조직개발 주민자치센터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설 

지역사회 조직

화 

건강리더와 참여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의 도움으로 운동프로

그램을 운영 

 

 

4단계. 프로그램 내용 개발 

프로그램 내용 개발 단계에서는 앞 단계의 내용을 토대로 

운동시설이나 장비, 전문지도자가 없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운동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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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들이 운동기구나 전문가 없이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도시에 거주하는 동일한 

연령대의 대상자와 농촌(순창읍)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동작을 구성하였다.  

 

5단계. 프로그램 수행계획 개발 

 

 

Figure 4 프로그램 소개 

 

순창군내 이장단 회의 참석 및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장들을 통해 홍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중 본 연구의 적합성이 높은 5개소 

주민자치센터(순창읍, 인계면,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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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생과 장소 협조를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운동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을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의 진행은 

운동전문가가 주도하는 도입기와 리더와 주민들이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유지하는 유지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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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대상자 모집 홍보지 및 이장단 회의 참석 

 

6단계. 프로그램 평가계획 개발  

프로그램 평가계획 개발은 1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타당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노인운동 전문 교수와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 변인의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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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udy Design 

 

 

Figure 6 연구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중재 전 기본 인적사항, 신체조성, 신체계측, 혈액검사, 

노쇠기준 검사, 근력, 신체수행능력, 근육두께, 신체활동량 

인지기능검사를 하였고 운동그룹, 대조군 그룹으로 나누어 중재를 

실시하고 사후 검사에도 사전과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하였다. 

운동그룹은 12주간 주 2회 준비운동 10분, 본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 운동프로그램 1회에 50-60분 정도 운동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운동 처치가 없었으며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도록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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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법 

Table 3 Measurement 

 

검사항목 측정 항목 측정장비 

대상자 

특성 

신체조성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WHR 

Inbody 370 

혈액검사 

공복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 

녹십자 랩셀 의뢰 

신체계측 대퇴둘레, 허리둘레 줄자 

신체 

노쇠 

근력검사 

하지근력 Manual Muscle Test(MMT) 

상지근력 악력 

신체수행 

능력 

균형검사,의자일어서기, 

보행속도(4m걷기) 

노인신체기능검사 

(Senior phiscial performance 

battery, SPPB) 

근육두께 하지, 상지 근육 두께 Ultrasound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 

국제 신체활동량 측정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IPAQ)) 

인지기능 

Global Cognition MMSE-K 

Executive 

Function 

Processing Speed Trail Making Test(A) 

Cognitive flexibility Trail Making Test(B) 

Working Memory Digit Span Test(Forward) 

Attention Digit Span Test(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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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Recall Rey 15 item memory test 

Recogniton Rey 15 item memory test 

 

 

3.1. 기본인적사항 및 특성 신체계측 혈액변인 

 

1) 기본 인적사항 : 나이, 사는 마을(거주지) 운동프로그램 

운영지역과의 거리 이동수단, 흡연, 음주 여부 , 교육 년수 

주관적 건강상태, 병적상태(질병여부)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신체조성 : 대상자들은 수동 신장계를 사용하여 신장을 

측정하였고, 생체전기 저항 측정법을 이용한 Inbody 370 

Biospace,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Body Mass Index), 체지방률, WHR(Waist hip ratio)를 

측정하였다.  

3) 신체계측 : 허리둘레는 정면을 바라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늑골최하단부와 장골능 

최상단부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엉덩이 둘레는 측정자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엉덩이 뒷부분 중 가장 돌출된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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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 한명의 동일한 측정자가 측정 하였다.  

4) 혈압 및 혈액채취 :  대상자가 측정장소에 도착 한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안정상태가 되었을 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측정 12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한 후 측정 당일 오전에 채혈하였다. 녹십자랩셀에 채혈과 

혈액분석을 의뢰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였다.  

 

3.2. 노쇠  

 

노쇠의 기준은 Fried가 CHS연구에서 개발한 5가지 항목을 통해서 

0 : Robust, 1~2 : pre-frail, 3~5 : frail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1) 체중감소(unintentional weight loss) : 지난 1년간 고의 혹은 

계획적인(운동 혹은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감량)이외의 체중의 

5%이상 혹은 4.5kg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는 경우  

2) 낮은 보행속도(Slowness) : 보조기 없이 4m 걷기에서 1초당 

0.8sec 이상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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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력(Weakness) : 악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Fried 가 

제시한 성별과 BMI 값의 하위 20%에 속하는 경우  

4) 피로/정서적 고갈(Exhaustion) : 한국판 우울척도 검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evised) 중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항목과 

‘무슨 일이든 도무지 해 낼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주(3-4일정도) 또는 항상(5-7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 

5) 낮은 신체활동(Low physicalactivity) :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단축형 버전을 사용하여 신체활동량 레벨이 Low 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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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쇠 관련 신체적 변인 

 

3.3.1 Muscle Strength 

 

1) 상지 근력 : 대표하는 악력 측정방법은 대상자를 제자리에 차렷 

자세로 서서 양발을 어깨넓이로 편하게 서게 한 후, 양팔을 살짝 

올려 악력계(digital dynamometer,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Niigata, Japan)를 이용하여 좌, 우 교대로 

2번씩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사용 하였다.  

2) 하지 근력 : 동력측정기(Hand-Held Dynamometer[HHD]; 

medel 01163, Lafayette Instrument Company, Lafayette, In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동일 한 

의자를 벽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 대상자의 다리 

각도를60°로 맞춰 숙련된 측정자가 두번 반복측정하여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HHD reading (kg) x 9.81 x 

lever (m) = torque (Nm)힘값을 구하기 위해 대상자의 무릎 

축과 발목의 힘 점까지의 거리(m)를 곱한 뒤 중력가속도를 

고려하여 토크(torque)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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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하지근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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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Muscle Thickness 

 

근육의 두께와 지방의 두께 변화 측정을 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인 (Ultra sound)Body Metrix(intela Metrix Inc., USA)장비를 

사용하였다.  

1) 상완이두근 : 대상자는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휴식 한 채로 팔을 

놓고,  측면의 어깨와 팔꿈치 가운데 어깨와 팔꿈치의 가운데 

부분의 앞쪽에 위치하는 부분에서, 팔의 힘을 주지 않고 휴식한 

상태로 대상자의 옆면에 서서 , 상완 이두근 앞부분 피크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장비를 시작하고 팔꿈치 쪽으로 수직으로 천천히 

긁어 내려간다.  

2) 허벅지(Quadriceps): 동일한 의자에 앉아, 슬개골(무릎) 사이의 

허벅지(Quadriceps) 중간의 앞쪽 중간 선 및 엉덩이의 끝지점을 

찾아 50%의 지점에서 무릎까지 천천히 긁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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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Ultra sound를 이용한 각 부위의 근육과 지방의 면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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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신체수행능력(Physical Function) 

 

신체 수행능력은 미국의 미국의 NIA(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서 개발한 노인 하지기능을 평가 할 수 있는 Senior Physical 

Performance Battery로 평가 하였다. SPPB는 균형감각, 보행속도, 

하지근력 3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총 12점으로 실시한다. 

1) 균형 검사(Balance Test)  

양팔을 편하게 편 상태에서 양발을 붙이고 선 일반자세, 발이 

반만 겹치게 붙이고 선 반일렬자세, 다리를 일렬로 붙이고 선 

일렬자세에서 측정을 실시 하였다.  

2) 의자에서 일어서기  

동일한 의자를 사용하여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로, 일어섰다 앉기를 가능한 빠르게 5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3) 보행 속도  

보행 속도는 지정된 선 앞에 서서 평소 걸음 속도로 4m를 2회 

측정 하여 최대값과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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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신체수행능력 측정 

 

3.4. 노쇠 관련 인지기능 

 

Table 4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Function TEST 

Global Cognition MMSE-K 

Executive Function 

Processing Speed Trail Making Test(A) 

Cognitive Flexibility Trail Making Test(B) 

Working Memory Digit Span Test(Forward) 

Attention Digit Span Test(Backward) 

Memory 

Recall Rey 15 item memory test 

Recogniton Rey 15 item mem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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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Global Cognition 

 

MMSE-K :  Folstein 등(1975)이 개발하고 권용철과 박종환(1989)이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는 신경심리검사로써 단시간 내에 

간단하게 노인의 인지기능, 치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선별검사 

도구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 s ɑ)는 .86로 신뢰도로 임상적 

진단에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MMSE-K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기억회상(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실행능력(3점), 언어력(3점), 시공간 

구성능력(1점), 판단 및 이해력(2 점)을 측정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점은 30점이고 점수가 높을 수록 인지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무학이면서 시간 지남력과 언어 항목에서 

만점이 아닌 경우 1점씩 가산하고, 주의집중 및 계산 항목에서 만점이 

아닌 경우 최고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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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ecutive Function 

1) Trail Making Test(A/B)  

 

Figure 10 Trail Making Test 

전두엽의 집행기능 중 과제 수행속도와 주의 집중 전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Trail Making Test(A)와 Trail Making Test(B)를 사용하였다. 

TMT(A) : 1-25까지 무작위로 배열되어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검사 도중 순서가 틀리게 숫자를 잘못 연결하면 바른 

순서로 수정해주고 300초 이전에 성공하면 반응시간과 오류수를 

기록한다. TMT(B) : 1-13까지 숫자와 가-나-다 문자를 번갈아가며 

연결 하는 것으로(1-가-2-나-3-다) 파트A와 동일하게 검사 도중 

순서가 틀리면 바른 순서로 수정해주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며 300초 이전에 성공하면 반응시간과 오류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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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git Span Test(Forward/Backward) 

 

Figure 11 Digit Span Test 

 

숫자 외우기 검사는 즉각적인 숫자회상 능력의 폭을 측정하는 검사로, 

주의 집중력과 작업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이다(Ryan, 

lopez & paolo, 1996:). 숫자외우기 검사는 청각적으로 제시된 숫자를 

그대로 따라 외우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와 제시된 순서의 역순으로 

따라 외우는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9점 

만점으로 점수를 통해 평가한다. 각각의 테스트는 서로 다른 숫자 

배열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맞을 경우 다음 단계로 틀릴경우 동일한 

숫자 갯수로 한번 더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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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Memory 

 

1) Rey 15- item test 

 

Figure 12 Rey 15-item Test 

Rey신경학자에 의해 기억력 손상에 대한 사병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15개의 대상을 10초동안 외우도록 한 후 모양과 위치를 

같게 그리도록 한다. 항목의 중복성으로 3-4개의 개념만 회상한다면 

15개의 대상을 회상 할 수 있다. 검사는 간단한 단기기억 및 즉시적인 

시각기억을 요하는 검사호서 검사시간이 짧고 실시가 간단하다. 첫번째 

파트는 즉각적인 회상검사로 15개의 대상을 10초간 외우도록 한 후 

정확학 위치에 정확한 모양을 그리도록 한다. 점수는 알맞은 개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15점 만점으로 실시한다. 두번째 파트는 유사한 간섭 

자극 15개 대상이 섞여 있는 과제 중 15개 대상을 골라내는 재인 

수행을 수행한다. 앞서 첫번째에서 본 것을 재외하고 보지 못한 항목을 

골라 적도록 한다.  



 

50 

3.5. 운동프로그램 

 
1) 출석률 : 운동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출석률은 

참여횟수/전체 운동횟수 X 100(%)로 산출 하였다.  

2) 운동프로그램 만족도 : 12주 운동프로그램 진행 후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운동프로그램  

만족도를 5점척도을 이용하여 설문하였다.  

3) 주관적 건강 상태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 전 후에 5점 척도를 통해 

설문하였다.   

4) 운동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 12주 운동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예/아니오로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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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강도 

 

Figure 13 운동 강도 측정 Team Polar(USA) 

 

운동프로그램 제작 시 설정 된 운동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안정시 

심박수와 목표심박수프로그램의 총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해 

Team Polar(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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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프로그램 

 

4.1. High Speed Power Training 

 

 

 

Figure 14 운동프로그램 

운동 중재 방법은 본 연구실에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한 연 

구의 High-Speed Band Based Power Training(HSPT) 운동 

프로그램을 농촌의 특이적인 농번기와 농한기 환경을 고려해 농번기 

동안 움츠려 있던 근육의 신장성 수축 비 중을 선행연구보다 늘리고 

스트레칭성 운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하였음.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 남녀 각 개인들의 운동 수준을 고려해 4주마 다 

운동 동작들을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 12-

13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였고, 녹색 탄력 밴드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강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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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gh Speed Power Training  

Intervention Characteristic 

12wk,  2d/wk, 50min/session Green(Band) RPE 12-13 HRmax60-65% 

  Week 1-4 Week 5-8 Week 9-12 

Warm-up 5min 5min 5min 

HSPT 40min 40min 40min 

1 이두 컬 (밴드)  이두 컬 (밴드)  이두 컬 (밴드)  

2 삼두 익스텐션 (밴드) 삼두 익스텐션 (밴드) 삼두 익스텐션 (밴드) 

3 숄더 프레스 (밴드) 양팔 벌리기 (밴드) 오버헤드 리프트 

4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프론트 레이즈 (밴드) 레터럴 레이즈 (밴드) 

5 굿모닝 (밴드) 스텝밀기 (밴드)  스텝밀기 (밴드)  

6 맨몸 스쿼트 굿모닝 (밴드) 맨몸 런지 

7 시티드 로우 (밴드) 맨몸 런지 굿모닝 (밴드) 

8 요추 운동 (밴드) 시티드 로우 (밴드) 스쿼트 (밴드) 

9 브리지 요추 운동 (밴드) 요추 운동 (밴드) 

10 레그 레이즈  시져스 킥 시져스 킥 

Cool down 5min 5min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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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mmunity-Based Exercise Program  

 

 

 

Figure 15 운동프로그램  

 

12주간 운동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으며, 운동프로그램 시작 첫2주 

도입기에는 전문운동지도자가 각 그룹의 리더를 선정하고, 영상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정확한 운동동작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나머지 유지기인 10주간 선발된 리더와 유선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운동프로그램 영상은 농촌환경에 맞게 개발되어 검증된 운동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쉬운 설명과 동작구성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영상의 

세부 구성 내용은 figure에 보는 것 같이 영상운동프로그램의 구성을 

준비운동(5분), 본운동(30분), 정리운동(5분)으로 구성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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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운동에서는 각각의 동작마다 밴드를 잡는법, 운동자세까지 별도의 

지도자 없이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동작의 설명 후에는 동작당 12회씩 3세트를 반복하고 

동작과 세트간에 휴식시간 또안 영상으로 녹화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6 운동 영상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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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운동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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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데이터 값은 Windows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온동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12주간의 운동 중재 후 시간과 그룹 간 노쇠 발병유무에 대한 

효과 검증하기 위해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GEEs)을 사용하였다(p<0.05). 

4) 12주간의 운동 중재 후 그룹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p<0.05).  

5) 그룹 내에서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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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1.1. 기본 인적사항 

Table 6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t Study Inclusion  

 

BMI: Body Mass Index(kg/m2) 

WHR Waist Hip Ratio 

  Control (n=26) Exercise (n=24) p 

Gender, n(%) 
  

.161 

   Male 8(30.8) 7(29.2)  

   Female 18(69.2) 17(70.8) . 

Age, year 71.65±5.32 71.79±4.42 .406 

Living alone, n(%) 
   

   Spouse 12(46.2) 12(50) 
 

   Alone 3(11.5) 9(37.5) 
 

   Children 1(3.8) 1(4.2) 
 

Education, year 4.23±4.56 5.79±3.93 .470 

Conditions, n(%) 
   

   Smoking 
  

.051 

      no 25(96.2) 24(100) 
 

      yes 1(3.8) 0(0) 
 

   Alcohol 
  

.018 

      no 15(57.7) 18(75) 
 

      yes 11(42.3) 6(25) 
 

   Chronic disease 
  

.572 

      no 14(53.8) 15(62.5) 
 

      1> 10(38.5) 9(37.5) 
 

   Job 
  

.172 

      no 9(34.6) 11(45.8) 
 

      yes 17(65.4) 13(54.2) 
 

   Perceived health scale 3.85±0.89 4.2±0.77 
 

Frailty, score 1.46±1.20 1.45±1.28 .578 

Fried frailty criteria 1.92±0.56 2±0.65 .553 

   Robust 5(19.2) 5(20.8) 
 

   Prefrail 18(69.2) 14(58.3) 
 

   Frail 3(11.5) 5(20.8) 
 

Anthropometrics    

Height(cm) 152.19± 7.26 152.39± 9.22 .956 

Weight(kg) 55.10± 8.08 57.42± 7.63 .357 

Skeletal muscle mass 19.61± 4.11 20.08± 5.98 .155 

Fat mass 18.39± 6.20 18.07± 7.23 .692 

BMI 23.83± 3.46 24.79± 3.32 .438 

Fat(%) 33.13± 9.22 31.11± 10.98 .748 

Abdominal girth(mm) 90.5± 19.47 93.70± 9.60 .784 

Leg girth(mm) 84.98±19.54 89.54± 7.24 .912 

WHR 0.90±0.19 0.96± 0.1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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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체 조성 및 신체계측 

 

Table 7 Effects of Intervention on Body composition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신체조성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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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혈액 변인 

 

Table 8 Effects of Intervention on Blood Profiles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혈액변인에서 HDL

에서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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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쇠(Frailty)  

 

Table 9. Effects of Intervention on Frailty score and status 

 
Control group Intervention group 

p 

 

 
pre post pre post 

Frailty Score 1.46(1.20) 2.19(0.63)** 1.45(1.28) 0.87(0.79)** 
0.00

0 

Frailty Status,  1.92(0.56) 2.19(0.63)*** 2(0.65) 1.58(0.50)*** 
0.00

0 

   Robust n(%) 5(19.2) 3(11.5) 5(20.8) 10(41.4) 
 

   Pre- frail n(%) 18(69.2) 15(57.7) 14(58.3) 14(58.3) 
 

   Frail n(%) 3(11.5) 8(30.8) 5(20.8) 0(0) 
 

Frailty  

Criteria, n(%)      

   Weight loss 7(26.9) 6(23.1) 4(16.7) 4(16.7) 
 

   Weakness 16(61.5) 11(42.3) 14(58.3) 2(8.3) 
 

   Exhaustion 6(23.1) 9(34.6) 3(12.5) 3(12.5) 
 

   Slowness 2(7.7) 6(23.1) 5(20.8) 5(20.8) 
 

   Low activity 7(26.9) 18(69.2) 9(37.5) 7(29.2) 
 

Mean (SD)  

Two-way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 <.05 

*p<0.05 compared with pre, **p<0.01 compared with pre, and ***p<0.001 compared with pre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노인의 노쇠단계

를 정하는 노쇠점수(Frailty Score)에서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노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운동군에서는 통계

적으로 노쇠 점수가 감소되었다(p<0.01). 

노쇠상태에서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p<0.001), 운동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쇠 단계가 감소하였

다(p<0.001). 



 

62 

Table 10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frailty after Intervention 

  Robust 
Pre-frail + 

Fail 
Total 𝐱𝟐 p RR 

Intervention group, 

n(%) 
10(41.7) 14(58.3) 24(100) 

6.108 0.013 0.608 Control group, n(%) 3(11.5) 23(85.5) 26(100) 

Total, n 13 37 50 

RR, Relative Risk , x2, Pearson Kai  

Mean (SD)  

Two-way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 # p<.05 

*p<0.05 compared with pre, **p<0.01 compared with pre, and ***p<0.001 compared with pre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6.108, 유의확률이 0.013으로 연구가설을 채택

한다. 따라서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이 노쇠 발병

에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운동중재를 할 경우 노쇠가 

발병할 가능성이 대조군에 비해 60.8%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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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revalence of Frailty 

 

노쇠 발병룰이 사전에 대조군(80.7%) 운동군(79.1%) 12주 지역사회 

기반 운동 중재 후 대조군(88.5%), 운동군(58.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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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쇠 관련 신체적 변인 

 

3.1 Muscle Strength 

 

Table 11 Effects of Intervention on Muscle Strength 

 

 

 

 

Figure 19 Knee Exe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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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Hand Held 

Dynam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Knee extensor(Nm)가 통계적으로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3.2 Muscle Thickness 

 

Table 12 Effects of Intervention on Muscle Thickness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Muscle Thickness 운

동군의 Biceps와 Quadriceps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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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체수행능력(Physical Function) 

 

Table 13 Effects of Intervention on Physical Function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신체수행 능력 

검사 중 4m걷기 항목에서 대조군의 유의하게 보행속도가 느려졌으며

(p<0.01), 운동군은 보행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또한 

앉았다 일어서기 항목에서도 운동군의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1). 설문지를 통하여 신체활동량을 MET로 환산한 신체활

동량 또한 운동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대

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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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쇠 관련 인지기능 

4.1 Global Cognition 

4.2 Executive Function 

4.3 Memory 

 

Table 14 Effects of Intervention on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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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전반적인 

인지기능 검사인 MMSE에서 향상 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적 노쇠와 관련이 있는 실행기능, 기억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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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프로그램 평가 

 

12주간 지역 사회 운동프로그램 출석률은 도입기(75%), 

유지기(71%)로 총 운동프로그램의 출석률 은 73%였다.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운동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운동프로그램 

5점척도 중 평균 4.62 이였고, 95% 대상자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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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노쇠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 짓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임상의학에서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특히 노쇠는 조기 진단 

될 경우 적절한 중재를 통해 회복 및 관리가 가능하여 조기에 노쇠 

상태를 진단하고 중재하는 것이 임상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Tarazona-Santabalbina et al., 2016). 노쇠 노인에게 

운동 중재를 하여 효과를 검증한 Systematic Review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검증된 노쇠의 기준으로 대상자의 노쇠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으며 ( Cadore el 2013, Theou o stathokostas 

2011, Chin AP 2008, Vries nm 2012), 노쇠를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중재 후 노쇠의 단계 변화에 대해서 보고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선행 연구와 달리 대상자를 단순히 노쇠 노인이라고 

명명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기준을 통해서 노쇠 상태를 진단하고 운동 

중재가 노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대상 지역인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쇠 표현형 중 피로, 

근력의 저하로 인해 노쇠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운동시설, 프로그램, 장비,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환경적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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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접근방법을 통해 운동프로그램이 지속 가능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비슷한 

대상자의 도시와 농촌에서 근감소증 중재에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지역사회 환경에 맞게 영상으로 수정 보완되어 제작되었다. 12주 

중재기간 중 2주 동안은 운동전문연구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비교적 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참여 의지가 높은 주민을 

건강리더를 선출하였고, 남은 10주동안은 전문지도자 없이 지역거주 

노인들과 주민자치 위원회 도우미가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주간 실시함으로써, 

신체조성, 혈액변인, 노쇠상태, 노쇠 유병률, 근력, 근육두께, 

신체수행능력, 노쇠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노쇠를 중재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12개월 동안 진행 되었으며,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검사로서 

기본인적사항, 신체조성, 혈액변인검사, 노쇠진단, 근력검사, 신체계측, 

신체수행능력,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운동군은 12주간 

지역사회기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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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며 사후 검사 또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은 총 

50명 운동군 24명 대조군 26명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증거 기반의 

중재 방법 개발 접근방법인 Intervention mapping을 이용하여 중재 

방법 구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Leerlooijer et al., 2011). 총 

6개의 단계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4단계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요구도 사정 단계에서는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원인을 

조사하였다. 8개의 읍면 모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요가, 난타 등의 운동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에 주민자치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유산소성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단계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농촌의 노쇠 

유병률(17.4%)을 조사한 결과 도시에 비해 노쇠 유병율(10.3%)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Jang et al., 2016), 농촌지역의 노쇠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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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 보급 방법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V.Benavent-

caballer(2016)연구에 따르면 영상운동프로그램의 사용은 정확한 

시각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적 

지시사항과 배경음악을 활용 할 수 있어 대상자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Vestergaard(2008) 

Hashizume(2014)에 의하면 영상을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은 신체기능과 

신체활동량에 대해 유의한 향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3단계 

이론기반 중재 방법 및 수행 전략 선택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인 

리더쉽 개발, 파트너쉽 형성, 조직개발, 지역사회 조직화 영역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역량(건강리더,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 주민의 

자원)을 강화 시켜 운동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 운동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였다(Chaskin, 2001). 4단계 프로그램 내용 개발 단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동일한 연령대에서 검증된 운동프로그램을 지도자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동작을 수정하여 영상 운동프로그램을 제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지역사회 기반 영상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총 3가지 단계로 구성 되었으며, 전문 운동 지도자 없이 

지역사회 거주자들로 시행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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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쇠(Frailty Criteria)  

본 연구의 primary outcome인 노쇠의 단계를 진단하는 점수인 

frailty score로 12주간의 운동중재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에 운동군과 대조군에서 처치 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운동군에서는 frailty score가 사전 1.45(1.28)에서 

0.87(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에 

반하여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1.46(1.20)에서 

2.19(0.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Francisco(2016)과 Bertrand(2016)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운동중재를 통한 신체적 

변화가 frailty score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frailty 

score 변화 원인으로 운동군에서 중재 전에는 대상자의 58.3%가 

weakness 부분에 해당되었는데 중재 후 8.3%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근력저하 부분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선행연구 농촌 노인들의 

높은 노쇠 유병률 원인이었던 weakness를 개선하여 농촌 노인 

노쇠유병률(Jung, 201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Eva Luger, Thomas 2016에서 12주간 노쇠 노인에게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경우 노쇠의 유병률이 62% 에서 43%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노쇠 유병률 또한 운동 처치 전 

대조군(80.7%), 운동군(79.1%)에서 운동 중재 후 아무 처치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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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군은(88.5%)로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운동군은 (5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장기간 운동중재를 

진행 할 경우 노쇠 유병률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운동 처치 후 중재 여부에 따라서 노쇠가 발병 할 가능성 또한 대조군에 

비해 상대위험도가 60.8% 줄어 들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3. 노쇠 관련 신체적 변인 

노쇠한 노인에게 근력의 감소는 낙상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Li Ding(2015)의 연구에 따르면 

Knee Extensor 근력이 감소할 경우 미끄러져 낙상할 위험률(Odds 

Ratio)이 3.23배 더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있다. 12주간의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신체적 노쇠와 관련이 있는 Hand Held 

Dynamometer로 측정한 하지근력의 Extensor(Nm)에서는 통계적으로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Flexor(Nm)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atarone(1990)에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16주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할 결과 근력향상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근력의 증가는 

보행속도와 같은 기능적 향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수행능력 검사 중 4m 보행속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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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운동 중재 후 신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SPPB항목 중 

보행속도(p<0.001), 앉았다 일어서기(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PB scor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 대상자들의 베이스라인 자체가 

신체수행능력의 정상범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노인에게 운동 

중재를 통해서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한 연구는 약 40편 

이상이지만, 그에 반해 4개의 연구만이 노인의 노쇠 상태를 진단한 

것으로 나타내었다((N. K. Latham et al., 2003)), 그러나 이 3가지 

연구 중에서도 노쇠를 중재 후 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없으며, Tze Pin 

Ng(2015)의 연구에서 12개월간 주 3회 30-45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하였을 경우에 노쇠의 상태가 호전되며, 근력과 보행속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있다 (Ng et al., 2015).  

 

4. 노쇠 관련 인지기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노쇠한 노인은 잠재적으로 혹은 낮은 

인지수행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이미 노쇠를 

진단하는 구성요소에 인지기능 평가를 포함 하고 있다 (Davis & 

Rockwood, 2004). 대부분의 연구 동향은 인지장애 혹은 치매인 경우의 

노인은 신체적 노쇠의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있다.  

선행 연구인 인지기능의 구성요소와 쇠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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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le, Buchman, Wilson, Leurgans, & Bennett, 2010) (Langlois et 

al., 2013) (Macuco et al., 2012) . Rush Memory and Aging Study에 

따르면 노쇠은 전체적인 인지기능 감퇴와 연관성이 있으며 일화성 

기억(episodic memory), 의미기억(semantic memory), 

작업기억(working memory), 지각속도(perceptual speed)와 시공간 

지각력(visuospatial ability) 5가지의 인지기능 항목과 관련이 

있었다((Boyle et al., 2010) . 최근 FIBRA 단면연구에 의하면 노쇠는 

MMSE, 시간 지남력, 낮은 즉시회상 점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Macuco et al., 2012) 언어 유창성, 인지기능점수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Yassuda et al., 201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12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전반적인 인지기능 항목 중  

신체적 노쇠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실행기능 항목을 평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다.  

 

5. 운동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지역별 특성과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12주간의 전반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중재보단 그룹단위의 리더를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도입기와 유지기로 나누어 자조그룹을 형성시켜 

운동중재를 실시하였으며, 각 도입기의 출석율(75%), 유지기의 

출석율(71%), 총 출석율(73%)로 지도자 없이 자조그룹을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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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입기와 유지기의 출석율에 차이가 

없었다. 출석률이 높았던 이유는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지역사회역량 

강화전략의 효과로 생각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대상자는 “이웃과 

친밀감 생성”, “대인관계가 좋아짐”, 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Chaskin 등(2001)이 지역사회역량의 속성인 지역사회 인식(sense of 

community)과 지역사회 헌신(commitment)에 해당되는 변화로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우 높은 출석률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Francisco(2016) 연구에서 노쇠한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중재 한 결과, 총 출석률은 47.3%였으며, 

50%이상의 출석률을 보인 그룹에서는 노쇠의 단계와 신체기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Tarazona-

Santabalbina et al., 2016).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5점척도로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62점으로 

매우 만족하였으며, 95%가 재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는 영상으로 제작된 

운동프로그램이 전문 지도자 없이 운영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노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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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12

주간 지역사회 기반 운동프로그램이 신체적 노쇠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방안

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

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의 강점은 기존의 운동프로그램과는 달

리 지역사회의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이론 기반 중재 방

법 개발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으며, 현재까지와 달리 운동 

중재 효과로서 노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노쇠의 5자기 

표현형인 체중감소, 근력, 정서적 고갈, 보행 속도,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쇠 단계가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저항성 운동을 할 경우 중재를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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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가 발병할 상대 위험률 또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2. 12주간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하지 근력의 

향상으로 인해 보행 속도가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3. Intervention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기반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지도자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만으로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과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역사회 역량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된 영상 저항

성 운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스스

로 시행 할 수 있는 노쇠 중재 운동프로그램으로써, 신체적 노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보급 및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한다.  

건강, 복지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농촌 맞춤형 노쇠 중재 운동프로

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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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쇠 노인에게 (12주)단기간

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항성 운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의 운동중재 후 효과 분석이 필요

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파트너

쉽을 구축하고 조직화한다면 중재의 지속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의 노쇠 단계에 따른 저항성 운동의 명확한 효과를 분석 

한다면, 개개인에 맞는 노쇠 노인 운동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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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on Physical Frailty and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 Community-Based Exercise Progra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Hwang Su Se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and Exercise Science 

 

 

Background Clinical diagnosis of frailty is important as this can be 

on indicator to represent the disability with aging. Also, there is a 

current consensus that a physical frailty is potentially reversible 

with exercise interven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community-based resistance exercise program and examine the 

effects of 12 weeks resistance training on frailty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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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is study based on the intervention mapping methodology. 

115 Participants were recruited who were over 65 years old and 

lived in a town out of 5 different areas in S district. Subjects were 

excluded if they were MMSE-K scored <18. Then they were 

divided into exercise group (EX, n=24) and control group (CON, 

n=26) (Single Blind). Customized exercise program for frail elderly 

was recorded and distributed to the subject. The 12 weeks of 

exercise program proceeded to supervise exercise for 2weeks and 

they were self-directed exercise for rest of 10weeks. Frailty 

status was diagnosed with Fried’s criteria. Muscle strength was 

measured in upper and lower extremity strength. Also, physical 

function was measured with SPPB and the cognitive test was 

included MMSE-K, TMT-K, DST, and Rey-15 item.  

Results After 12 weeks program, the EX and CON wer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ailty status (p<0.001), frailty score 

(p<0.001), HDL (p=0.025), gait speed (p=0.038), knee extension 

(p=0.004), sit to stand (p=0.049) and IPAQ (p=0.001).The EX 

improved the frailty status than CON (p<0.001 ). The CON 

decreased the frailty status (p<0.01). The gait speed (p<0.001), 

lower muscle extension (p<0.001), IPAQ level (p<0.001)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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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improved in EX. 12 weeks of EX program decreased 

the relative risk of frailty prevalence in Ex group significantly 

compared to CON (p=0.013) 

Conclusions The community-based exercise program improved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function in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Also, it improved physical activities and reversed the frailty 

status.  

 

Keyword  frailty, cognitive function, resistance training, 

communit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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