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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근력 운동이 노인의 활동에 미치는 효과

김현숙

여주대학 물리치료과

Abstract

The Effect of Progressive Exercise on the Activities

of the Elderly

Kim Hyun-sook, Ph.D., P.T., O.T.
Dept. of Physical Therapy,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disclosing the effects of progressive low intensity exercise on

the activity of the elderly, questionnaire survey and physical fitness examination

were performed on the subjects who were 65 years old or older. The subjects were

assigned into two groups using paired matching on gender and age: experimental

group (33 persons) and control groups (35 persons). The subjects in experimental

group was put on the low intensity exercise program (exercising upper and lower

limbs for 12 weeks using dumbbell and lead-packed weigh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of physical and social behavior scores among activities before and

after exercis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variabl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habits and status, perception, and physical fitnes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progressive low intensity exercise

improves the activities of the elderly, physical activity, self assessed activ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ocial behavior of the

elderly be affect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habits and status, perception,

and phys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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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의 발달은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평

균 수명을 늘이는데 기여한다. 인구의 노령화

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65세 이

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가 2030년에는 19.3%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1998).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현

상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활동량이 감퇴

됨으로써 의존성을 보이게 되어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비 부

담 능력은 일반적으로 낮아 의료 이용에 제

한을 줄 수 있다.

노인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 문

제들이 나타나며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기능 장애와 기능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된다. 노인에서 보여지는 가장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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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는 근육 및 골격계의 변화이며 노인

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이선자와

박홍식, 1990; Keller 등, 1991). 일반적으로

노인은 근력저하와 피로를 호소하게 되며, 자

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능력 저하와 더불어

운동성도 저하되어 내장, 근 골격계 등의 기

능이 감소하게 한다. 이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는 신진대사와 혈액 공급에도 영향을 주

어 노화를 촉진하게 되며, 노화로 약화된 근

육들은 결과적으로 노인의 운동 능력을 약화

시키게 된다. 신체 노화와 활동 저하는 근 위

축을 유발하는데 활동 저하에 의한 근 위축

발생 속도가 노화에 의한 것보다 빠르게 나

타나 노화 근육에 활동 저하가 겹치면 근 위

축은 더욱 심해지고 회복기간도 길어져(최명

애, 1993)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게된다(Jette

와 Branch, 1981).

노인은 생리적 예비력 저하로 예기치 않은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조그마한 사건에도 상해를 받아, 움직

임이 일정하지 않은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운

동은 노인에게 상해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의 폭이 작아지나(김의

수 등, 1991), 노인의 근력이 강화되어지면

얻어지는 생리적 이점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크다(김희자, 1994).

이전에는 운동이 지닌 많은 장점에도 불구

하고 노인에게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여 기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건강 상

태와 운동 능력을 고려한 운동이 노인의 건

강 증진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데 동의하

고 있고(Kligman과 Pepin, 1992), 노인의 건

강 문제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만성질병

의 발생률 감소와 근육 기능의 향상 등으로

노화의 방지 및 노화에 따른 체격의 변형을

최대로 방지할 수 있다(Haskell, 1986; Krall

과 Dawson-Hughes, 1994; Saltin과 Gollnick,

1983).

운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종류가 다양하

지 못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다(김

주희 등, 1998).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수행한 유산소 운

동은 심폐기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유익

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건강 체력의 요소가

배제되어 근육의 기능이 감소된 노인에게 이

운동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또한 체

력 단련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과 비

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에게 어떤 운동을 선

택해도 최종적으로 전신성 체력을 높이는 것

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근골격계의 강화와

건강 체력 요소를 감안하고 시설, 공간 및 경

제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운동의 종류를 선

택함에 있어 유산소 운동의 단점으로 지적된

근력과 근지구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저강도

점진적 근력강화 운동을 적용하되, 노인임을

감안하여 저강도의 점진적 근력운동을 적용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에 있는 2곳의 양로

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짝짓기 하였다. 이중 6개월 내

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노인과

운동과 보행이 불가능한 노인, 그리고 운동으

로 건강이 악화 될 것이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노인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에 각각 3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

였다. 그러나 연구수행 기간 중에 실험군 3명

과 대조군 1명이 탈락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2월 26일

까지 12주간의 운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적용한 운동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참고

하고(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1993; 아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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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군(n=33) 대조군(n=35) χ2 p

일반적 특성 연령(세) 74 이하 9(27.3) 10(28.6) .014 .905

75 이상 24(72.7) 25(71.4)

거주기간(월) 70 이하 25(75.8) 21(60.0) 19.270 .165

71 이상 8(24.2) 14(14.0)

성별 남 15(45.5) 14(40.4) .207 .649

여 18(54.5) 21(60.6)

표 1. 대상자의 운동프로그램 적용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습관 및 상태 (단위: 명)

교와 서울대학교, 1998; 이상년, 1991; Brill

등 ,1998; Evans, 1999),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 수정 보완하여, 준비 운동 10분과 근 관절

운동과 함께 적용되는 근력 강화 운동으로

교대로 팔 들어올리기(alternate military

press), 견관절 앞으로 올리기(front shoulder

raise), 견관절 옆으로 올리기(lateral raise),

이두박근 굴곡(biceps curl), 삼두박근 신전

(triceps extension)의 상지운동과 쪼그려 앉

기(squats), 다리 굽히기(leg curl), 무릎 들기

(knee raise), 발 가락 올리기(toe raise), 옆으

로 발 차기(leg kick to side)의 하지운동을

20분간하고, 정리운동을 10분간 실시하는 저

강도의 운동훈련을 1999년 11월 29일부터

2000년 2월 18일까지 12주간 적용하였다.

근력강화운동은 강도에 따라 12주를 4주씩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스트레칭과

등척성 운동을 적용하였고, 2단계에서는 .5

㎏～1.0 ㎏의 아령과 .5 ㎏의 납 주머니를 각

각 장착하고, 3단계에서는 1.0 ㎏～2.0 ㎏인

아령과 .5 ㎏～1.0 ㎏의 납 주머니를 사용하

여 운동을 하되 8회부터 시작하여 매주 마다

2회씩 증가시켰으며, 마지막 4주에는 14회의

상․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반복 시행하며

각각 3 set씩 적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신체활동(Schuit 등, 1997; Washburn 등,

1999), 자가평가 활동(Brill 등, 1998), 일상생

활동작(Katz 등, 196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김희자, 1994) 그리고 사회행동(Dastoor 등,

1975)에 대한 설문지와 체력측정을 통하여 대

상자의 활동량을 운동 전․후에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C/SAS 6.12(1999)를 사용

하여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한 후 χ2 검

정과 t-검정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군에 운동을 적용한 후 일반적 특성과

건강 습관과 상태, 인지 지각, 체력과 활동과

의 관련성을 단변량 분석을 통해 그 유의성

을 검정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운동 전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짝비교 t-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모든 변수와 건강 습관 및

상태의 규칙적인 운동과 만성질환을 제외한

변수 모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표 1). 또한 인지지각, 활동

량과 체력에서는 사회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

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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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군(n=33) 대조군(n=35) χ2 p

결혼상태 사별 18(54.5) 26(74.3) 2.898 .089

기타 15(45.5) 9(25.7)

교육경험 있다 11(33.3) 10(28.6) .180 .671

없다 22(66.7) 25(71.4)

종교 있다 26(78.8) 25(71.4) .491 .484

없다 7(21.2) 10(28.6)

건강습관

및 상태

규칙적 운동 한다 11(33.3) 21(60.0) 4.848 .028
*

안함 22(66.7) 14(40.0)

만성질환 있다 23(69.7) 13(37.1) 7.225 .007
*

없다 10(30.3) 22(62.9)

치료약 복용 한다 19(57.6) 12(65.7) 3.714 .054

안함 14(42.4) 23(34.3)

흡연 한다 20(60.6) 17(48.6) .992 .319

안함 13(39.4) 18(51.4)

음주 한다 17(51.5) 16(45.7) .229 .632

안함 16(48.5) 19(54.3)

건강을 위한

노력
한다 14(42.4) 17(48.6) .259 .611

안함 19(57.6) 18(51.4)

숙면 한다 19(57.6) 20(57.1) .001 .971

못함 14(42.4) 15(42.9)

표 1. 대상자의 운동프로그램 적용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습관 및 상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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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인지지각 주관적 건강상태 6.97± 1.07 6.40± 1.79 1.34 .183

자기 효능성 30.24±15.75 30.71±15.34 - .13 .900

운동에 대한 정서 5.94± 1.99 6.60± 2.21 -1.29 .201

우울 21.21± 6.92 20.86± 7.72 .19 .842

인지기능 18.58± 5.68 21.60± 5.21 -2.28 .025

활동 신체 활동 14.39± 2.91 14.40± 2.58 - .01 .992

자가평가 활동 8.48± 2.59 7.69± 2.23 1.37 .176

일상생활동작 17.33± .85 17.57± 1.09 - .99 .32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12.48± 3.32 10.91± 3.81 1.80 .075

사회 행동 16.58± 2.25 18.29± 1.36 -3.82 .000
*

체력 악력 18.05± 6.91 16.71± 5.67 .86 .389

무릎 신전력 10.80± 3.65 9.43± 3.59 1.56 .122

무릎 굴곡력 6.90± 3.16 5.86± 2.96 1.37 .174

팔굽혀펴기 5.67± 8.75 7.26± 5.19 .81 .419

*p<.05

표 2. 대상자의 운동프로그램 적용전의 인지지각, 활동량과 체력

가 없어 두 군은 비교적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표 2).

2. 운동 효과에 대한 활동과의 관련성

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운동 전후 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의 차이

는 표 3과 같다. 신체 활동과 사회 행동은 일

반적 특성 변수 모두에서 유의하였고(p<.05),

자가 평가 활동에서는 74세 이하 노인 군과,

거주 기간이 70개월 이하인 군, 남자, 교육을

받은 군 및 종교가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5). 그러나 일상생활 동작은 여자와

종교가 없는 군에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은

거주 기간이 71개월 이상인 군, 여자, 교육을

받은 군 및 종교가 없는 군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 사이에 유의성이 있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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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체활동 자가평가활동 ADL 수단적 ADL 사회행동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74 이하 실험 5.11±3.22

*
1.89±3.06

* .22± .44 3.00± .71 2.33±2.29
*

대조 - .70±3.02 -1.70±2.71 - .30± .95 .90±4.20 .14±2.23

75 이상 실험 3.25±4.19* -0.08±2.72 .13± .99 2.20±4.28 2.54±1.84*

대조 -3.20±2.84 -1.56±2.86 - .52±1.85 .20±4.31 - .76±1.42

거주기간

(월)

70 이하 실험 3.64±4.22* .64±3.15* .16± .94 1.80±3.97 2.76±1.89*

대조 -1.09±2.55 -1.57±3.01 - .29±1.90 .62±4.29 - .24±1.89

71 이상 실험 4.13±3.39
* - .18±2.03 .13± .64 4.38±1.30

*
1.63±1.92

*

대조 -4.57±2.62 -1.64±2.49 - .71±1.44 .07±4.27 - .93±1.33

성별 남 실험 4.00±4.39* 1.20±3.78* .27±1.09 2.13±3.66 2.20±1.82*

대조 - .86±3.48 -1.93±3.19 .07±2.06 2.00±2.91 - .36±1.82

여 실험 3.56±3.75* - .17±1.79 .06±0.64* 2.67±3.99* 2.72±2.05*

대조 -3.57±2.25 -1.38±2.52 - .81±1.21 - .67±4.68 - .62±1.66

결혼상태 사별 실험 4.27±4.38
* .67±4.06 - .07± .26 2.47±3.14 2.60±1.86

*

대조 -1.33±3.57 -1.89±3.44 .44±2.99 - .22±3.83 - .44±1.84

기타 실험 3.33±3.71* .28±1.49* .33±1.14* 2.39±4.15 2.39±1.97*

대조 2.88±2.85 -1.50±2.58 - .77±1.24 .62±4.38 - .54±1.65

교육경험 있음 실험 4.14±4.09* .68±2.98* .05± .58 2.86±4.11* 2.86±2.08*

대조 -2.40±2.87 -1.44±2.79 - .60± .85 .08±4.49 - .44±1.80

없음 실험 3.00±3.85
* .00±2.83 .36±1.29 1.55±2.50 1.73±1.42

*

대조 -2.70±3.68 -2.00±2.87 -1.10±1.29 1.20±3.55 - .70±1.49

종교 있음 실험 3.65±3.98* .35±2.83* .12± .95 2.00±3.82 2.62±1.94*

대조 -3.48±2.69 -2.00±2.83 - .28±1.77 .16±4.69 - .44±1.45

없음 실험 4.14±4.34 .86±3.39 .29± .49* 4.00±2.71* 2.00±2.00*

대조 .00±2.58 - .60±2.50 - .90±1.99 1.00±2.87 - .70±2.31
*
p<.0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 전․후의 활동량 비교

나. 건강 습관 및 상태와의 관련성

신체 활동과 사회 행동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자가 평가 활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

과 만성질환이 있는 군, 치료약을 복용하는

군, 흡연을 하지 않는 군, 음주를 하는 군, 건

강을 위해 노력하는 군 및 숙면을 취하는 군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은 변

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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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체활동 자가평가활동 ADL 수단적 ADL 사회행동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규칙적

운동

한다 실험 4.36±3.85* .50±3.05* .09± .53 2.41±4.07 2.45±2.18*

대조 -1.29±3.17 -2.79±2.94 - .29±2.09 .71±4.29 - .43±1.83

안함 실험 2.55±4.18* .36±2.73 .27±1.35 2.45±2.88 2.55±1.44*

대조 -3.29±2.79 -0.81±2.42 - .57±1.29 .19±4.29 - .57±1.66

만성

질환

있다 실험 3.65±3.54* .22±2.04* .17±1.03 2.30±4.07 1.96±1.74*

대조 -2.08±3.23 -2.00±3.08 - .31±1.03 .31±4.01 - .15± .99

없다 실험 4.00±5.69* 1.00±4.39 .10±0.32 2.70±2.68 3.70±1.89*

대조 -2.73±3.03 -1.36±2.63 - .55±1.92 .45±4.45 - .73±2.00

치료약

복용

한다 실험 4.00±4.47* 1.79±3.02* .14± .53 2.36±3.49 2.50±2.18*

대조 -2.96±2.98 -1.52±3.06 - .39±1.80 .35±4.39 - .87±1.98

안함 실험 3.58±3.72* - .53±2.46 .16±1.07 2.47±3.88 2.47±1.80*

대조 -1.58±3.18 -1.75±2.26 - .58±1.31 .50±4.10 .17± .58

흡연 한다 실험 3.69±4.03* .23±2.71 .38±1.12* 2.38±4.15 2.69±1.89*

대조 -3.06±2.15 -1.72±2.65 - .07±1.37 .17±4.00 - .39±1.65

안함 실험 3.80±4.07* .60±3.08* .00± .65 2.45±3.43 2.35±2.01*

대조 -1.88±3.79 -1.47±2.98 -2.35±1.89 .65±4.57 - .65±1.80

음주 한다 실험 3.13±4.09* - .06±3.11* - .19± .40 2.75±3.15 3.00±1.86*

대조 -2.84±2.62 -2.16±2.69 - .68±1.25 .32±4.26 - .74±1.79

안함 실험 4.35±3.92* .94±2.70 .47±1.07 2.12±4.17 2.00±1.94*

대조 -2.06±3.51 - .94±2.82 - .19±2.01 .50±4.34 - .25±1.61

건강을

위한

노력

한다 실험 5.26±3.49* 1.26±2.99* .16± .50 2.89±3.81 2.47±2.06*

대조 -1.22±2.66 -2.06±3.04 - .44±1.92 .22±4.31 - .67±2.09

안함 실험 1.71±3.81* - .84±2.47 .14±1.23 1.79±3.49 2.50±1.83*

대조 -3.82±3.00 -1.12±2.47 - .47±1.33 .59±4.27 - .35±1.22

숙면 한다 실험 4.63±4.00* 1.00±2.89* .26± .93 2.26±3.35 2.84±1.83*

대조 -2.30±3.09 -1.60±3.08 - .20±1.96 .20±3.25 - .45±1.73

안함 실험 2.57±3.79* - .29±2.87 .00± .78* 2.64±4.18 2.00±2.04*

대조 -2.73±3.13 -1.60±2.41 - .80±1.01 .67±5.38 - .60±1.72
*
p<.05

표 4. 건강 습관 및 상태에 따른 운동 전․후의 활동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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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체활동 자가평가활동 ADL 수단적 ADL 사회행동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실험 2.57±3.98* .09±2.55* .24± .99 1.19±3.97 2.52±1.91*

대조 -2.63±2.94 -3.00±2.85 - .06±2.14 .75±3.62 -1.19±1.94

나쁨 실험 5.83±3.19* 1.08±3.48 .00± .60* 4.58±1.56* 2.42±2.07*

대조 -2.37±3.25 - .42±2.14 -7.89± .98 .11±4.76 .05±1.27

자기

효능성

좋음 실험 3.19±4.31* - .37±2.65 .13± .50 2.56±2.34 1.88±1.82*

대조 -3.44±3.05 -1.89±3.10 .00±1.76 1.17±3.96 -1.06±1.43

나쁨 실험 - .06±1.29* 1.24±2.99* .18±1.13* 2.29±4.66 3.06±1.92*

대조 - .33± .84 -1.29±2.44 -1.00±1.32 - .41±4.47 .06±1.82

운동에

대한

정서

좋음 실험 2.95±3.82* 1.73±3.23* .18± .60* 3.91±3.86* 2.73±2.19*

대조 -3.47±3.36 -1.44±2.75 - .61±1.09 .11±4.03 - .44±1.89

실험 5.36±4.00* - .18±2.58 .14± .99 1.68±3.41 2.36±1.84*
나쁨

대조 -1.56±2.53 -1.76±2.88 - .29±2.08 .71±4.54 - .59±1.54

없음 실험 3.63±3.84* .29±3.04* .19± .96 2.56±3.91 2.29±1.92*

우울

증상
대조 -2.52±3.06 -1.40±2.92 - .56±1.89 .20±4.61 - .52±1.33

있음 실험 4.33±4.97* 1.17±2.32* .00± .00 1.83±2.48 3.33±1.97*

대조 -2.40±3.27 -2.10±2.47 -2.00±6.32 .90±3.25 - .50±2.51

없음 실험 3.52±4.19* - .17±2.04 .00± .00 3.67±1.12* 2.17±1.94*

인지

장애
대조 -2.16±2.95 -2.56±2.53 .01± .04 .13±3.84 - .69±1.54

있음 실험 4.83±2.99* .59±3.08 .19± .96* 2.15±3.98 2.56±1.97*

대조 -2.88±3.26 -0.79±2.78 - .84±1.26 .63±4.62 - .37±1.86
*p<.05

표 5. 인지지각에 따른 운동 전․후의 활동량 비교

다. 인지 지각과의 관련성

신체 활동과 사회 행동은 인지 지각의 모

든 변수에서 매우 유의성이 있었다(p<.01).

자가 평가 활동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군, 자기 효능이 나쁜 군, 운동에 대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우울이 없는 군과 우울이

있는 군에서, 일상생활동작에서는 주관적 건

강 상태가 나쁜 군, 자기 효능이 나쁜 군, 운

동에 대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인지 장애가

있는 군에서,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에

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군, 운동에 대

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인지장애가 없는 군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평균 점

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높았다(p<.05),(표 5).

라. 체력과의 관련성

체력 관련 변수 모두에서 신체 활동은 운

동 전과 후의 평균 점수 차이가 실험군과 대

조군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적 행

동은 팔굽혀펴기 정상 이하인 군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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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신체활동 자가평가활동 ADL 수단적 ADL 사회행동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악력 좋음 실험 4.41±3.47* - .18±2.90 .13±1.15* 2.44±3.93 2.38±1.82*

대조 -1.85±3.78 -1.30±2.54 - .68±1.17 .05±4.16 - .55±1.82

나쁨 실험 3.06±4.49* 1.06±2.86* .18±0.53 2.41±3.52 2.59±2.09*

대조 -2.86±2.59 -2.00±3.21 - .08±2.22 1.00±4.45 - .46±1.56

무릎

신전력

좋음 실험 4.85±3.34* - .77±3.22 .23±1.24* 1.23±4.49 2.62±1.98*

대조 -1.73±2.84 -1.05±2.78 - .70±1.30 - .15±3.92 - .70±1.72

나쁨 실험 2.08±4.44* 1.25±2.45* .10± .55 3.20±2.88 2.40±1.96*

대조 -3.05±3.19 -2.33±2.69 - .13±1.99 1.13±4.64 - .27±1.71

무릎

굴곡력

좋음 실험 4.15±4.99* .20±2.39* .20±1.06* 1.90±4.29 2.65±1.84*

대조 .00±2.69 -1.42±2.53 - .77±1.24 -.19±4.68 - .54±1.56

나쁨 실험 3.30± .74* .85±3.63 .08± .49 3.23±2.35 2.23±2.13*

대조 -2.74± .54 -2.11±3.52 - .44±2.29 2.11±1.76 - .44±2.19

팔굽혀

펴기

좋음 실험 3.39±4.09* .13±2.83* .17±1.03* 2.30±3.79 2.22±1.88*

대조 -2.97±3.01 -1.37±2.49 - .53±1.17 .23±4.39 - .70±1.56

나쁨 실험 4.60±3.81* 1.20±3.08* 1.00± .32 2.70±3.53 3.10±2.02

대조 .40±1.52 -3.00±4.18 .00±3.54 1.40±3.29 .60±2.30

*p< .05

표 6. 체력에 따른 운동 전․후의 활동량 비교

모든 변수에서 매우 유의하였다(p<.01). 자가

평가 활동에서는 무릎의 신전력이 나쁜 군에

서 매우 유의하였고(p<.01), 악력이 나쁜 군

및 팔굽혀펴기가 좋은 군과 나쁜 군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일상생활동작에서

는 악력이 좋은 군, 무릎의 신전력과 굴곡력

이 좋은 군 및 팔굽혀펴기가 좋은 군에서 평

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평균

의 변화

인지 지각 변수에 대한 운동 전․후 평균

의 변화는 실험군에서의 자기 효능성이

97.7%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주관적 건강 상태를

제외한 인지 지각 변수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활동에 대한 평균의 변화는 실험군의 모든

변수에서 운동 후 평균이 증가되었으나, 대조

군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제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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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군 대조군

운동 전․후 평균차이 증가율(%) 운동 전․후 평균차이 증가율(%)

주관적 건강상태 .61 8.8 .29 4.5

자기 효능성 29.54 97.7 -6.37 -20.7

운동에 대한 정서 2.18 36.7 -1.91 -28.9

우울 -7.31 34.5 1.25 - 5.9

인지기능 7.97 42.9 - .57 - 2.6

신체 활동 3.76 26.1 -2.49 -17.3

자가 평가 활동 .46 5.4 -1.60 -20.8

일상생활 동작 .15 0.9 - .46 - 2.6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2.42 19.4 .40 3.6

사회 행동 8.38 50.5 - .52 - 2.8

악력 1.84 10.3 -1.05 - 6.2

무릎 신전력 3.53 32.7 .21 2.5

무릎 굴곡력 2.25 32.6 .17 2.9

팔굽혀펴기 1.26 22.2 .17 2.3

표 7. 운동 후 대상자의 인지상태, 활동량, 체력의 변화

수 모두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은

악력, 무릎의 신전력, 무릎의 굴곡력에서 실

험군은 운동 후 각각 10.2%, 32.7%, 32.6%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Ⅳ. 고찰

노인에서의 체력저하는 신체 활동이나 규

칙적인 운동으로 늦출 수 있으며 건강을 유

지할 수 있다(김춘길, 1995).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과 유연성, 균형 능력을 증진시키나

(Kauffman, 1985; Naso 등, 1990), 노인에게

유산소 운동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McKelvie 등, 1995), Mills(1994)는 스트레칭

운동 후 유연성은 증가하였으나 균형과 근력

변화는 없었다고 하였다. 반면 중등도-고강

도 근력강화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하

고 신체 기능 능력을 높이나 위험요인이 많

다. 그러나 Larsson(1983)과 Brill 등(1998)은

고강도에서 얻는 이득을 저강도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저강도를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에서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득을 얻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강도의 근력 운동이 노인

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항 운동이 필수적이

며,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 강도

를 악력의 10%로 정한 Brill 등(1998)의 강도

를 기준으로 삼았다. 저항 훈련 계획에서의

무게 증가는 2～3주마다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으나(Evans, 1999),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4주로 정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자들(권용철과 박종한, 1989; 김희자,

1994; 정인과 등, 1998; Dastoor 등, 1975;

Washburn 등, 1993)이 사용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이용하였고, 근력운동은 상지와 하지

에 저강도의 아령과 납 주머니를 사용하여

12주간 실시한 후 사후 조사값과 사전 조사

값의 차이로 운동 효과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특성, 건강습관 및 상태, 인지 지각,

체력에서 실험군의 평균값은 신체 활동과 사

회 행동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

고, 자가 평가 활동,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대부분 대조군이 감소

되거나 유지되는 반면 실험군에서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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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진되어 Pollock과 Wilmore(1990)의 연

구와 일치하였다. Fisher 등(1990)은 일상생

활동작이 근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50세 이

후부터는 감소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대조군의 일상생활 동작이 2.6%가 감소되

었다. 운동 후 실험군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

작의 평균값의 증가는 19.4%로, 김희자(1994)

연구의 17.1%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가 평가

활동은 Brill 등(1998)의 연구에서 13.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5.4%

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 전 기본 값이

8.48점으로 선행연구의 6.00점보다 높아 증가

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평균 연령은 78.2세로 평균 악력

은 17.38 ㎏ 이었다. 이는 평균 72.8세 노인의

악력이 17.12 ㎏이었던 김희자(1994)의 연구

와 74.6세 노인의 악력이 16 ㎏ 으로 나타난

김춘길(1995)의 연구보다는 높았으나, 이현준

(1990)이 70～79세 노인의 평균 악력으로 제

시한 26.0 ㎏ 보다는 낮았다. 운동 후 악력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10.3%로 나타나, 김춘길

(1995)의 18.1%보다는 낮았으나, 73～95세 노

인의 악력이 18.9 ㎏에서 8주 동안 저강도의

운동 후 4.2% 증가 한 Brill 등(1998)의 연구

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의 운동 후 악력의 증

가율은 차영남(198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후 악력의 증가가 6.4%인 것

을 고려하면 낮은 증가율은 아니며, 이는 근

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도 약화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 Fisher 등(1991)의 연

구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또한 대조군의 악

력은 6.2%가 감소하여 선행연구에서 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근력이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과 일치하였다.

자기 효능은 신체 활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Hovell 등, 1989; Sallis 등, 1986),

운동 후 실험군의 자기 효능 점수는 97.9%

증가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35.2%, 36.1%

로 나타나(김춘길, 1995; 김희자, 1994), 본 연

구에서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희자(1994)의 연구에서는 운동에 대한 정서

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운동 후 각각 18.1%,

77.5%로 증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6.7%

와 8.8%로 운동에 대한 정서의 증가는 선행

연구보다 매우 높았으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증가율은 더 낮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

의 증가가 선행연구보다 낮은 이유는 선행연

구의 실험 전의 값이 3.87에서 실험 후 6.87

로 증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의 기

본값이 선행연구의 운동 후 결과보다 좋은

6.97로 증가의 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체력에 대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해

서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신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폐기능의 개선뿐만 아니

라 연령 증가에 따른 대사 질환, 근육과 관절

의 퇴행성 변화 과정이 지연되는 등 유익한

효과가 있어 노인에게 더욱 필요하다(김희자,

1994). 특히 노인층에서 흔한 사망의 주 원인

인 낙상은 골다공증과 근력, 유연성, 평형성

부족 등과 같은 자세 불안정이 주 요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Era와 Heikkinen,

1985; Lord 등, 1994), 이러한 위험 요인을 관

리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규칙적이고 적

당한 운동을 하게 하여 자세의 안정성을 높

이는 것이 중요하다(Allison과 Keller, 1997;

Wolf 등, 1996). 노인에게 있어 근력과 균형

의 유지는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Fiatarone 등

(1993)은 낙상과 관계 있는 항목으로 기능 상

태, 의학적 상태, 정신의학적 변수, 영양 상

태, 신체 구성, 근육 기능, 보행 및 균형들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들과 연구

측정자가 이중맹검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실

험 결과의 측정을 제한된 인력에 의해서 수

행하여, 연구의 본질적인 속성인 측정자 편견

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가 12주간 실시되었으나 실

제 근력 강화 운동은 8주 동안 이루어져, 노

인에 대한 최대 기능 수준 향상에 어느 정도

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 어느 정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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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장기간의

운동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노인들에게 점진적 근력운동을

적용하여 노인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W시의 양

로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성별

과 연령을 짝짓기 한 실험군 33명과 대조군

35명이었다.

실험군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

완한 점진적 운동 훈련을 4주씩 3단계로 구분

하여 12주간 상지와 하지운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운동 훈련 적용 전과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설문지와 체력측정을 시행하여

운동효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동효과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

성은 신체활동과 사회행동은 모든 변수

에서 유의하였고(p<.05), 자가평가 활동

에서는 74세 이하 노인군과 거주기간이

70개월 이하인 군, 남자, 교육을 받은

군 및 종교가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5). 그러나 일상생활 동작은

여자와 종교가 없는 군에서, 수단적 일

상생활 동작은 거주 기간이 71개월 이

상인 군, 여자, 교육을 받은 군 및 종교

가 없는 군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에 유의성이 있었다(p<.05).

2. 건강 습관 및 상태와의 관련성에서는 신

체 활동과 사회 행동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1), 자가 평가 활동은 규칙적인 운

동을 하는 군과 만성질환이 있는 군, 치

료약을 복용하는 군, 흡연을 하지 않는

군, 음주를 하는 군, 건강을 위해 노력하

는 군 및 숙면을 취하는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그러나 수단적 일

상생활 동작은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3. 인지 지각과의 관련성에서 신체 활동과

사회 행동은 인지 지각의 모든 변수에

서 매우 유의하였으며(p<.01), 자가 평

가 활동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

은 군, 자기 효능이 나쁜 군, 운동에 대

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우울이 없는 군

과 우울이 있는 군에서, 일상생활 동작

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군, 자

기 효능이 나쁜 군, 운동에 대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인지 장애가 있는 군에서,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주

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군, 운동에 대한

정서가 좋은 군 및 인지장애가 없는 군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후 평

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높았다

(p<.05).

4. 체력 관련 변수 모두에서 신체 활동은 운

동 전과 후의 평균 점수 차이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

적 행동은 팔굽혀펴기 정상 이하인 군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p<.01). 자가 평가 활동에서는 무릎의 신

전력이 나쁜 군과 악력이 나쁜 군 및 팔굽

혀펴기가 좋은 군과 나쁜 군에서 유의하였

고,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악력이 좋은 군,

무릎의 신전력과 굴곡력이 좋은 군 및 팔

굽혀펴기가 좋은 군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

가 유의하였다(p<.05). 그러나 수단적 일상

생활 동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인지 지각 변수에 대한 운동 전후 평균의

변화는 실험군에서의 자기 효능성이

97.7%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평균값

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주관적 건강

상태를 제외한 인지 지각 변수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활동에 대한 평균의 변화는

실험군의 모든 변수에서 운동 후 평균이

증가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수단적 일상

생활을 제외한 변수 모두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체력은 악력, 무릎의 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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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굴곡력에서 실험군은 운동 후 각

각 10.2%, 32.7%, 3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인에 적용한 점

진적 근력운동은 신체활동과 자가평가 활

동, 일상생활 동작,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및 사회행동의 모든 활동을 증진시키며 아

울러 인지기능 및 체력도 증가되어 보다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연구

대상자들과 연구 측정자가 이중맹검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 근력 강화 운동은 12주 중 8

주 동안 이루어져 장기간의 운동 효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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