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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nge of motion (ROM) of ankle dorsiflexion in older women was associated with gait abnormal-

ities and the risk of fa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stretching ex-

ercise on the flexibility of the plantar flexors of the ank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it in healthy eld-

erly women. Fifteen participants were assigned randomly into an exercise (n=8) or control (n=7) group.

The exercise group attended a self-stretching program approximately 30 minutes for 3 days per week for

4 weeks. The active ankle dorsiflexion ROM and gait measurements were taken prior to beginning the

stretching program and 1 day after the last stretching day.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e ankle dorsi-

flexion RO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ercis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e stretch-

ing program (p<.05). However, gait parameters, including gait speed, cadence, and stride lengt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05). The results suggest that a 4-week self-stretching

program is capable of provok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ankle dorsiflexion ROM in elderly, commun-

ity-dwelling wome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it-specific exercise com-

bined with stretching exercise on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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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질 높은 노후의 삶

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건강관리 중의 하나가 낙상이다

(Tinetti 등, 1988). 해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적어

도 30∼50% 정도가 낙상을 경험하였다(Sheldon, 1960).

노인의 낙상은 2/3가 뜻하지 않는 손상과 사망을 초래하

였고(Moreland 등, 2003), 그에 따른 의료비지원 증가로

(Meyer 등, 2005)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낙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또는 내재

적인 것과 환경에 관계된 외재적인 요인으로 나뉘며(정

낙수와 최규환, 2001), 노인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젊은 성

인과는 달리 특정 질병에 의하기 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퇴행성 과정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Felsenthal 등, 1994; Hindmarsh와 Estes, 1989).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보행동안에 가장 높고 방향 전환

등의 회전시에 주로 발생한다(권오윤 등, 1998).

노인들에서의 보행은 젊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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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속도(velocity), 활보장(stride length)의 감소, 넓은

기저면(base of support)과 같은 안정된 보행 전략들을

이용하며(Hageman과 Blanke, 1986; Ostrosky 등,

199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서는 특히 더 불안정

한 보행양상을 보인다(Barak 등, 2006). 이것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리의 근력(Daubney와 Culham, 1999)

과 관절가동범위 감소(Mecagni 등, 2000) 등의 근골격

계의 변화로 인해 보행과 같은 기능적인 활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노인들에서 나타나는 다리의 관절가동범위 감소는

특히 노인의 균형과 보행 능력 및 낙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cagni 등(2000)은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노인 여성들에서 발목관절의 가동범위와 균형 사

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emoun 등(2002)

은 낙상 경험이 없는 건강한 노인들의 보행 변화에 대

해 1년 동안의 전향적 연구(prospective trial)를 하였다.

그 결과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에서는 비낙상자들과 비

교하여 발목관절의 가동범위가 감소되어 있었고, 특히

발등굽힘(dorsiflexion) 가동범위의 감소가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Begg와 Sparrow(2006)는 성인과

노인의 보행 동안 나타나는 무릎과 발목관절의 가동범

위를 보행 주기 각 단계에서 비교하여 성인에 비해 노

인의 가동범위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들

은 노인의 보행에서 특히 유각기(swing phase) 동안 나

타나는 발등굽힘 가동범위 감소로 인해 발가락이 지면

이나 장애물에 접할 위험성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선행 연구자들은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치료

전략을 제안하였다(Mecagni 등, 2000; Menz 등, 2006).

신장 운동(stretching exercise)은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soft tissues)의 가동성 향상과 관절가동범위를 증

가시키기 위한 치료적 중재의 하나이다. 수행되는 방법

에 따라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신장운동들이 있으며 수

행된 신장운동의 방법에 상관없이 단축된 근육이 이완

되고, 제한된 결합조직들을 가능한 쉽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Kisner와 Colby, 2002).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어 온 가장 흔한 신장 기술들로는

정적 신장(static stretching)과 능동적인 자가 신장

(active self stretching) 및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신장

운동이 소개되고 있다(Davis등, 2005; Kisner와 Colby,

2002; Youdas 등, 2003). 그 중 자가 신장 운동은 대상

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신장 방법으로 철저한 교육

과 감독된 연습 후 관절가동범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

키는데 대상자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신체

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 운동 프로

그램에 필수적이다. 또한 여러 가지 근골격계 및 신경근

장애의 장기간 자기 관리(self-management)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이다(Kisner와 Colby, 2002).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이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대해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신장 운동 방법들을 보고하였다

(Davis 등, 2005; Spernoga 등, 2001, Youdas 등, 2003).

그러나 대부분이 젊은 성인에서의 적용 결과였고 단지

몇몇 연구에서만 노인들에서의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관

계한 신장 운동 방법을 보고하여(Gajdosik 등, 2005;

Johnson 등, 2007; Petty 등, 200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신장 운동 방법의 소개가 미흡한 실정이

다. 노인에서의 낙상이 다리의 관절가동범위 감소와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에서의 관절가동범위 증

진을 위한 운동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중요

한 문제 중의 하나인 낙상 예방의 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낙상에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발목관절의 등쪽굽힘 관절가동

범위 증가를 위해 노인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신장 운동 방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관절가동범위 증가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한 이러

한 자가 신장 운동 적용이 노인들의 보행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65세 이

상의 노인 15명으로 하였다. 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모

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한 후 시험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들

의 연령은 67세부터 79세까지였으며 대조군은 평균 73

세, 자가 신장군(이하 운동군이라 칭함)은 평균 71세였

다. 대상자들의 운동군과 대조군 배정은 대상자들의 자

발적인 참여에 따라 나뉘었으며 운동 시작 전에 운동군

에 8명, 대조군에 8명으로 나뉘어졌다. 운동 동안 대조

군에 포함된 1명의 대상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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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운동 후의 측정은 운동군 8명,

대조군 7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

2) 연구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수준

이 있는 노인

3) 최근 6 개월 이내에 신체 내장기계와 정형외과적

인 문제 또는 수술한 경험이 없는 노인

4) 균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노인

5) 균형이나 보행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노인

6)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노인

2. 측정 도구 및 방법

가. 관절가동범위 측정(Range of motion measurement)

관절가동범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도수

각도계를 사용하여 자가 신장 운동 전과 후에 대상자의

오른쪽 다리에서 능동적인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과 발바

닥굽힘 범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급간내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는 발등굽

힘이 .83이고 발바닥굽힘은 .87이다(Youdas 등, 1993).

또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측정자가

측정하였다.

나. 보행분석2)

각 대상자의 보행 분석은 3 차원 동작 분석 측정 도

구 Vicon Systems
1)
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Vicon workstation software(version 5.0)와

Polygon(version 3.1)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그리고

대상자의 골반과 다리에 부착된 표식자(marker)를 인식

하는 6대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상자의 보행

분석을 위해 보행전에 대상자의 신장, 체중, 양측 다리

의 길이, 양측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너비(width)를

측정하였고 직경 2.5 ㎝의 구형으로 된 표식자를 Vicon

systems의 사용 지침서에 따라 대상자의 골반과 다리

에 부착하였다. 표식자가 부착된 정적인 기립 자세에서

Vicon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으로 정적 검사를

시행한 후, 대상자들에게 10 m 복도를 따라 처음에는

평소의 편안한 보행 방법으로 3회 걷게 하고, 그런 다

음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전하게 3회 걷도록 하였다.

Vicon optical motion capture system을 통해 얻은 자

료는 Vicon workstaion software와 Polygon 프로그램

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동작 분석 측정 도구를 이용하

여 보행속도(velocity), 활보장(stride length), 분속수

(cadence)를 측정하였다.

각 대상자의 관절가동범위와 보행분석 측정은 자가

신장 운동 전과 후 2회 시행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동일한 연구자가 측정하였다.

3. 신장 운동 과정

모든 대상자들의 운동 전 측정이 끝나고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운동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에 속한 대상자들에게는 시험기간 동안 평소의 활

동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였고 운동군에는 발목관절

의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신장 운

동 방법들을 교육하고 실행하였다. 신장운동은 실내에서

행해졌으며 대상자들에게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복

장을 갖추게 하였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상자에

게 각 조건의 자세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훈련된

보조 연구자들의 보조를 통한 연습 후 시행하였다.

발목관절의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 증가를 위한 자

가 신장 운동 방법 적용은 먼저 대상자들을 길게 앉은

(long-sitting) 자세로 하게 한 후, 발목관절의 발바닥굽

힘 근육들이 신장되도록 대상자의 무릎관절을 폄 상태

로 유지하면서 몇 초 동안 발끝 닿기를 시도하도록 교

육하였다. 그런 다음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발가락이나

발바닥을 잡고 무릎관절이 굽혀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몇 초 동안 발목관절을 발등 쪽으로 굽히도록 하였다

(그림 1). 두 번째 신장 방법은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의

양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각각 90° 굽히고 발바닥이

벽에 닿게 하여, 좌우 다리를 교대로 대상자가 벽면을

따라 발목관절을 발등굽힘 하면서 가능한 한 바닥면에

가깝게 하여 몇 초 동안 유지하도록 하였다(그림 2). 세

번째 신장 방법의 적용을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벽을 바

라보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게 하였다. 양쪽의

발 위치를 자신의 어깨 너비만큼 떨어져 놓이게 한 후,

첫 번째 발가락 끝이 벽과 평행하게 발의 위치를 고정

한 채로 벽면으로 신체를 기울이게 하여 몇 초 동안 유

지하게 하였다(그림 3). 이 신장 방법을 적용하는 동안

에 대상자의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굽혀지지 않도록 교

1) Vicon Systems, Oxford Metrics Ltd., Oxfor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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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길게 앉은 자세에서

발목관절의 발바닥굽근 신장.

그림 2. 누운 자세에서 발목

관절의 발바닥굽힘근 신장.
그림 3. 선 자세에서 발목관

절의 발바닥굽힘근 신장.

특 성 대조군(n1=7) 운동군(n2=8) t p

연령(세) 73.6±3.1a 71.9±3.4 1.00 .33

신장(㎝) 151.7±4.9 155.9±6.7 -1.37 .19

체중(㎏) 59.5±9.3 62.7±9.1 - .67 .51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5)

가동범위 대조군(n1=7) 운동군(n2=8) t p

운 무릎펴고 발등굽힘(°) 16.85±4.98a 13.00±4.34 1.60 .13

동 무릎굽히고 발등굽힘(°) 20.14±5.08 20.63±5.18 -.18 .86

전 발바닥굽힘(°) 41.00±8.58 42.00±9.67 -.21 .84

운 무릎펴고 발등굽힘(°) 13.86±6.22 20.38±4.17 -5.14 .00

동 무릎굽히고 발등굽힘(°) 20.86±3.80 28.50±4.84 -2.74 .02

후 발바닥굽힘(°) 47.57±8.40 49.63±4.07 -.22 .83
a평균±표준편차.

표 2. 운동 전・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발목관절 가동범위 비교 (N=15)

육하였으며 대상자의 수행 능력에 따라 무릎관절을 구

부리도록 하였다. 모든 신장 방법을 적용하는 동안 대상

자들에게 발바닥굽힘 근육들에 가해지는 신장 힘은 각

각의 수행 능력에 따라 증가시키도록 교육하여 지연발

생근육통(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DOMS)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운동군의 발목관절 발바닥굽힘근의 신장 운동 방법

을 적용하기 전에 좌우 방향으로 목 회전, 양측 손가락

을 엇갈리게 잡고 팔과 함께 앞으로 뻗치기 및 뒤쪽으

로 뻗치기, 양측 팔을 머리위로 펴 올리기, 한 쪽 팔을

머리위로 펴 올리고 다른 쪽 팔 손은 엉덩뼈가시 위에

놓고 다른 쪽 팔 방향으로 옆굽힘하기, 손목 및 발목 돌

림하기, 좌우 방향으로 몸통돌리기의 준비 운동을 실시

하였다. 세 가지 신장 운동 방법을 적용한 후의 정리 운

동으로는 머리위로 양팔을 펴 올리면서 깊이 호흡하기,

양 팔과 다리 흔들기, 손목 및 발목 돌리기를 실시하였

다. 운동 수행 시간은 10분 정도의 신장 운동 시간과 준

비 운동 및 정리 운동 그리고 각 신장 운동 사이에 간

단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

가 신장 운동 적용은 4주 동안 주 3회 실행하였다.

4. 분석방법

발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측정값은 3회 측정하여 평

균값을 취하여 분석하였고 시공간적 보행 변수들의 측

정값은 오른쪽 다리에서 편안한 보행 3회, 빠른 보행 3

회의 평균값을 취하였다(Sadeghi 등, 2000). 각 군에서

얻은 자료들로 K-S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정규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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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변수 대조군(n1=7) 운동군(n2=8) t p

운

동

전

보행속도(㎧) 1.03±.11a 1.06±.09 -.62 .55

분속수(steps/min) 113.05±7.58 120.13±5.69 -2.06 .06

활보장(m) 1.09±.08 1.06±.09 .66 .52

운

동

후

보행속도(㎧) 1.06±.12 1.06±.10 1.41 .18

분속수(steps/min) 114.81±8.18 120.44±5.31 .82 .43

활보장(m) 1.10±.07 1.05±.10 .98 .35
a평균±표준편차.

표 3. 운동 전・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편안한 보행 비교 (N=15)

가동범위 운동전 운동후 t p

대

조

군

무릎펴고 발등굽힘(°) 16.85±4.98
a

13.86±6.22 1.64 .15

무릎굽히고 발등굽힘(°) 20.14±5.08 20.86±3.80 -.53 .62

발바닥굽힘(°) 41.00±8.58 47.57±8.40 -1.93 .10

운

동

군

무릎펴고 발등굽힘(°) 13.00±4.34 20.38±4.17 -7.26 .00

무릎굽히고 발등굽힘(°) 20.63±5.18 28.50±4.84 -3.70 .00

발바닥굽힘(°) 42.00±9.67 49.63±4.07 -2.30 .05
a
평균±표준편차.

표 5. 대조군과 운동군의 발목관절 가동범위 변화 (N=15)

보행변수 대조군(n1=7) 운동군(n2=8) t p

운

동

전

보행속도(㎧) 1.36±.19a 1.41±.11 -.69 .50

분속수(steps/min) 130.76±8.26 140.83±6.63 -2.62 .02

활보장(m) 1.24±.12 1.21±.08 .74 .48

운

동

후

보행속도(㎧) 1.40±.17 1.47±.16 -.18 .86

분속수(steps/min) 134.90±10.22 143.38±6.54 .43 .68

활보장(m) 1.25±.10 1.20±.14 .20 .85
a
평균±표준편차.

표 4. 운동 전・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빠른 보행 비교 (N=15)

성, 운동 전의 발목관절 관절가동범위 및 보행 변수들

의 차이 그리고 운동 전과 후의 관절가동범위 및 보행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운동군에서 운동 전․

후의 발목관절 관절가동범위 및 보행변수들의 변화는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윈도용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운동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1). 운동 전 대상자들의 발

목관절 가동범위에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2). 운동 전 대조군과 운동군의 편안한 보행 동안의 보

행속도와 분속수 및 활보장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5)(표 3). 운동 전 대조군과 운동군의빠른 보행 동

안의 보행 변수들 중 보행속도와 활보장에는 두 군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분속수에서는차이가 있었다(p<.05)(표 4).

2. 발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는 본 연구의 운동에 참여한 운

동군의 모든 신장 운동 과정이 끝나고 24시간 후에 모든

대상자들의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발등굽힘 가동범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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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변수 운동전 운동후 t p

대

조

군

보행속도(㎧) 1.03±.12a 1.06±.12 -1.67 .15

분속수(steps/min) 113.05±7.58 114.81±8.19 -2.55 .04

활보장(m) 1.09±.08 1.10±.07 .73 .50

운

동

군

보행속도(㎧) 1.06±.09 1.06±.10 .14 .89

분속수(steps/min) 120.13±5.69 120.44±5.32 -.20 .87

활보장(m) 1.06±.09 1.05±.10 .67 .52
a평균±표준편차.

표 6. 대조군과 운동군의 편안한 보행 변화 (N=15)

보행변수 운동전 운동후 t p

대

조

군

보행속도(㎧) 1.36±.20a 1.40±.17 -1.17 .29

분속수(steps/min) 130.76±8.26 134.90±10.21 -2.05 .09

활보장(m) 1.24±.12 1.25±.10 -.10 .92

운

동

군

보행속도(㎧) 1.41±.11 1.47±.16 -1.21 .27

분속수(steps/min) 140.83±6.63 143.38±6.54 -.84 .43

활보장(m) 1.20±.08 1.20±.14 .18 .87
a
평균±표준편차.

표 7. 대조군과 운동군의 빠른 보행 변화 (N=15)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표 2).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는

무릎관절 폄 상태에서 대조군이 평균 -3.0°, 운동군은 평

균 7.4°이었고, 무릎관절 굽힘 상태에서 대조군은 평균

.7°, 운동군은 평균 7.9°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발바닥굽힘 관절가동범위는 대조군이 평균 6.6°,

운동군이 평균 7.6°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보행 변수에 대한 자가 신장 운동 효과

운동군과 대조군의 보행분석은 모든 대상자의 발등굽

힘 가동범위를 측정한 후 실행하였다. 신장 운동 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들의 편안한 보행과 빠른 보행에서

의 보행속도, 분속수 및 활보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편안한 보행에서 운동군의 보행 변수들은 대조군에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표 3), 빠른 보행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4. 각 군별 운동 전・후의 발목관절 가동범위 변화

각 군별 운동 전・후의 발목관절 가동범위 변화를 비

교해보면,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운

동군에서는 운동 전보다 운동 후 모든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5. 각 군별 운동 전・후의 편안한 보행 변화

각 군별 운동 전・후의 편안한 보행 변화를 비교해

보면, 운동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대조

군에서는 운동 전보다 운동 후 분속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6).

6. 각 군별 운동 전・후의 빠른 보행 변화

각 군별 운동 전・후의 빠른 보행의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두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7).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에게 발목관절

의 등쪽굽힘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 방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노인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

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신장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운동군의 등쪽굽힘 관절가동범위는 무릎관절의 상

태에 관계없이 대조군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가 정상 보행에 중요한 하나

의 요인이기 때문에(Mecagni 등, 2000; Muell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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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노인에서 발등굽힘 관절가동범위의 유연성을 유

지시키는 것이 노인의 낙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Mecagni 등(2000)은 지

역사회 거주노인 여성에서 발목관절 가동범위와 균형사

이의 상관성을 조사하였고 발목관절의 가동범위 증진이

노인여성에서 균형을 증진하고 낙상을 감소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

낙상의 위험요인에 속해 있는 노인들(평균 나이 72.3세)

에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발목

관절 등쪽굽힘을 위한 자가 신장 운동을 4주 동안 주 3

회 적용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교하여 무릎관절 상태에

따라 평균 8.6°가 증가되었다. Gajdosik 등(2005)은 10

명의 노인 대상자들에게 하루 한번, 일주 3회, 8주 동안

수동적인 가동범위 끝 자세에서 수동적인 신장 운동을

적용한 결과 발등굽힘의 가동범위가 5.1°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Petty 등(2000)의 연구에서는 7명의 대상자

들에게 4주 동안 하루에 2회씩 신장 운동을 적용하여

평균 6.4° 발등굽힘의 가동범위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독립 거주 13명 노인(평균 연령 83.8세)에서 6주

동안 일주일에 5일간 하루에 총 4분씩 정적 신장 운동

을 적용하여 12.5°의 발등굽힘 가동범위 증가를 보고하

였다(Johnson 등,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

에서의 결과 정도에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각 연구에서 운동전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

성들과 신장 운동의 적용 방법 및 적용 기간에 따른 차

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여겨진다. 발목관절의 발등굽힘

가동범위는 노인 여성에서 현저하게 감소됨을 보이고

(Gajdosik 등, 1999) 이것은 노인들에서의 균형 능력과

연관되며(Mecagni 등, 2000; Petty등, 2000), 보행 동안에

발바닥굽힘 근육의 힘(force)과 출력(power)에 영향을 주

어(Muller 등, 1995) 낙상의 가능성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장 운동 적용 방법은 Petty 등(2000)의 연

구를 제외한 선행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6주

와 8주 대 4주)이었지만 골격근의 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연부조직(soft tissues)의 탄력성(compliance)과 연속적인

근육원섬유마디(sarcomeres)를 증가(Williams, 1990)시키

는데 부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 증가에 따른 보행 특성 변화들을 제시하는 많

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연구자들마다 그 결과들이 일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보행에 있어서 노화로 인한 궁극

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발

등굽힘의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위한 자가 신장 운동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운동의 전이성(transference) 효과

로 운동 전과 후의 보행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발등굽힘 유연성에서 현저한 증가가 있었지만 그 증가

의 정도가 보행속도와 분속수 및 활보장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o 등(2007)은 지

역사회 거주 노인들(65∼79세)에게 12주 동안 1주일에

2회 각각 2시간가량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적용한 후 발목관절의 가동범위와 보행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는 증

가하였으나 보행속도, 분속수 및 활보장의 보행 변수에

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함을 보였다. Buchner 등(1997)은 또한 노인들(평

균 75세)에게 24∼26주 동안 주 3회 하루 1시간씩 지구

력, 근력,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하여 적용하였을

때, 운동한 노인들에서의 낙상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보행속도와 보행 길이(step length)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Coa 등(2007) 및 Buchner 등(1997)의 연

구 결과를 볼 때 각각의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

통점은 노인들에게 적용한 운동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 전과 후의 보행 변화를 보았으나 차이가 없었고,

운동 중재 방법에 있어서 노인들의 보행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보행 훈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동

적용에 대한 이러한 운동 효과는 운동 특이성

(specificity) 이론에 부합될 것이다. 즉 운동 프로그램

에서의 효과는 선택된 운동방법에 따라 높은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Kisner와 Colby, 2002), 훈련 부분에 집중

적인 보행 훈련을 포함시킨다면 보행에서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가

신장 운동과 보행에의 집중적인 훈련 방법을 함께 적용

하여 관절가동범위 증가 여부와 그에 따른 보행에서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주 3회의 자가 신장 운동을

발목관절의 발바닥굽힘 근육들에 적용하여 그에 따른 발

등굽힘 관절가동범위와 보행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서의 발등굽힘 관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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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범위를 위한 4주 동안의 자가 신장 운동은 대조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편안한 속도

와 빠른 속도의 보행 동안 보행속도, 분속수, 그리고 활

보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발목관절에 대한 자가 신장 운동은 그 관절에서의

유연성만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운

동 결과는 운동의 특이성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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