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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동적 균형운동이 발목의 근 수축개시 시간에 미치는 효과

이정원
여주대학 작업치료과

Abstract1)

The Effect of Dynamic Balance Exercise on Onset Time of the Ankle Muscle

Activity in Older Persons

Jeong-weon Lee, Ph.D., P.T.,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Reductions in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in older persons have been associated with decreased func-

tional mobility and risk of fal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nsive

dynamic balance exercise (DBE) during 8 weeks on onset time of medial gastrocnemius and tibialis ante-

rior muscle contraction after perturbation in older women. Thirty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DBE group or control group. The DBE group participated in 50 minutes 3 days a week for 8 weeks.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activity was recorded from the medial gastrocnemius and tibialis ante-

rior muscles of left side. Outcome data were collected both groups at the pre-exercise and post-exercise.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were used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difference. Results showed that

the passive range of motion and functional reach tes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DBE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t the post-exercise (p<.05). The onset time of both muscles and discrepancy of onset

tim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DBE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t the post-exercise (p<.05). The on-

set time of both muscl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post-exercise than the pre-exercise in the

DBE group (p<.05). The discrepancy of onset time in the DBE group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post-exercise than the pre-exercise (p<.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nsive dynamic balance ex-

ercise for the eight weeks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ostural control with older persons.

Key Words: Dynamic balance exercise; Older persons; Onset time.

Ⅰ. 서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흐트러진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은 다양한 감각기능, 운

동기능, 인지기능, 정신사회 기능 그리고 환경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Tinetti, 2003). 노인은 균형회복 능력이 감

소되고 최대근력과 근력생성 반응시간이 지연된다

(Mackey와 Robinovitch, 2005).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3분의 일, 80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일 년 이내에 적어

도 한번 이상 넘어진다(Campbell 등, 1981). 노인에 있

어서 넘어짐은 사고관련 손상의 첫 번째 원인이며 사고

관련 사망의 두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노인에서 넘어짐

을 예방하는 균형운동은 매우 중요하다(Bonnie 등, 1999).

자세동요에 따르는 균형의 회복에는 발목관절 전략

(ankle strategy)이나 고관절 전략(hip strategy), 또는

두 전략을 함께 사용해서 서 있는 균형을 유지한다

(Horak과 Nashner, 1986). 발목관절의 근육 수축을 통해

똑바로 서기 균형을 일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발목전략

이라 말한다(Horak 등, 1989). 견고한 지지면에서 적은

동요가 있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제일 먼저 나타나

는 자세조절 전략이다(Shumway-Cook과 Woollacott,

1995). 20대 여성과 70대 여성의 발목관절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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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형회복 능력을 비교해 보면, 20세부터 70세의 건강

한 113명의 자세동요 시 발목관절 전략의 사용은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지만,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

으면 발목관절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

면 발목관절 전략의 사용이 감소된다(Rogind 등, 2003).

전ㆍ후 방향으로의 교대적 흔들림에 대한 균형유지

는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과 내측비복근(medial

gastrocnemius)의 교대적 활성에 의존되며, 몸이 수직

선을 넘어 전방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측비복근의 활성

이 시작되고, 다시 후방으로 몸을 세우기 전에 전경골

근의 활성이 시작되며, 슬관절과 고관절의 전방에 있는

근육은 협력작용(co-activation)을 하여 몸의 안정성을

제공한다(Almeida 등, 2006). Wilson 등(2006)은 실험적

으로 요부 신전근을 피로하게 하였더니 고관절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신경근(neuromuscular)의

피로가 자세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안하였

다. 피로는 자세 동요의 증가를 유발하며(Yaggie와

McGregor, 2002), 발목관절의 각도 변화가 증가하고 힘

의 생성이 늦어지고 힘도 감소됨에 따라 발목관절 전략

만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 고관절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Wilson 등, 2006). 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발

목관절의 유연성 감소, 발바닥 촉각 민감도 감소, 발바

닥쪽 굽힘근의 근력 등이 감소되며, 더 심한 모지 외반

기형을 가지고 있다(Menz 등, 2006).

동적 균형운동에는 몸을 구부리지 않은 채 전ㆍ후ㆍ

좌ㆍ우 방향으로 스스로 흔들림을 만들어 내는 동요

(self-initiated sway), 둔부나 어깨에 제공되는 외력에

의한 동요로부터 균형을 회복하는 것(recovery of bal-

ance), 선행적 자세조절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을 하

게 하는 것(anticipatory postural control) 등이 있다

(Shumway-Cook과 Woollacott, 1995). 지금까지 노인에

있어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

으나 균형운동이 근 수축개시 및 근 수축개시 시간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인체 동작의 특성은 근전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

써 신경근육계의 기능과 장애를 이해하고 (Soderberg와

Knutson, 2000) 근전도의 시간적 특성이나 주파수 특성

을 분석하여 근육의 기능은 물론 체간의 자세와 움직임

을 평가하는데 흔히 사용된다(Carey 등, 1983). 권오윤

과 고은경(2002)은 고관절 신전 시 요통환자에서 근 수

축개시 시간의 지연을 보고하였다. DiFabio (1987)의

실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근육의 돌발 개시시간 결정

방법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정이정 등(2003)은 질

높은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근 수축개시 시간 결정 시

객관적인 컴퓨터 판정법과 훈련된 시각적 판정법을 동

시에 비교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근 수축개시 결정

에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근전도 평

가를 위해 컴퓨터 판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판정

을 참고하였다. 지역사회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운동군으로 나누어 8주 동안의

집중적인 동적 균형운동이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 및 근 수축개시 시간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운동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신경학적 질환이나 심각한 근

육성 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

여성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을

운동군,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실험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

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하게 하였다.

2)3)4)5)

2. 실험기기 및 자료 분석방법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힘근과 발바닥쪽 굽힘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 측정을 위해 각각 3개의 EL500 표면근

전도 전극
1)
을 사용하였다. MP150시스템

2)
으로 들어온

근전도의 아날로그 신호와 스위치의 디지털 신호를

Acqknowledge 3.7.3 소프트웨어
3)
로 저장한 후 측정된

자료를 MatLab 6.5 프로그램4)을 사용하여 근 수축개시

시간을 분석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60 ㎐의 노치 필터

(notch filter)를 하였으며 표본수집률은 1000 ㎐이었다.

스위치 신호의 표본수집률은 50 ㎐이었다.

1) EL500, BIOPAC System Inc., CA, U.S.A.

2) MP150 BIOPAC System Inc., CA, U.S.A.

3) BIOPAC System Inc., Boston, MA, U.S.A.

4) Math Works Inc.,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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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 발등쪽 굽힘 근육과 발바닥쪽 굽힘 근육의

근력 측정은 Commander Power Track II™5)로 측정범

위는 약 .5～250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40회까지 측

정된 자료의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근력계를 사용하였

다. 측정 방법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의 슬관절

을 펴고 발목을 중립위 상태에서 4～5초 동안 최대 등

척성 수축을 하도록 지시하여 측정하였다(Bohannon,

1999). 측정자료는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대상자

의 근력으로 정하였다(Gras 등, 2004).

발목관절 수동가동범위의 측정은 360° 측각계
6)
를 사

용하였다. 측정방법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의 발

바닥의 회내를 방지 한 다음 가쪽 복사뼈와 경골 골두

선상에 고정자를 두어 측정하였다(Petty 등, 2000). 측

정 자료는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대상자의 가동

범위로 정하였다.6)7)

3. 실험방법

가. 실험설계 및 장치8)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집단 통제 설계(pretest-postt-

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다. 30명을 무작위로

운동군과 대조군에 15명씩 할당하였다. 실험장치는 근전

도 측정계, 디지털 스위치, 안전 멜빵, 무게 공
7)

그리고

위치표식 등을 현수하는 틀(frame)로 구성 된다.

나. 실험과정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통과한 30명에 대하여 신상

기록부에서 나이를 조사하고, 운동 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근력검사, 기능적

팔 뻗기 검사, 수동관절가동범위 검사로 하였으며, 동요

시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내측비복근

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차를 측정하였다.

운동군에는 맨바닥에 서서 하는 운동, 겔 방석에 서

서 하는 운동, 불안정 판 위에 서서 하는 운동, 쿠션 볼

위에 서서 하는 균형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어떠한 운동도 제공하지 않았다. 8주 동안의 운동 과정

을 마친 운동군과 대조군에게 운동 전 측정과 동일하게

운동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본 실험

이 끝날 때까지 다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활동만을 허용하였다. 또한 알코올 섭

취와 약물 복용을 제한하였다.

다. 측정방법

동요 시 근 수축개시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표면근전도 신호는 전경골근과 내측비복근에서

수집하였다. 피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부위를 가

는 사포로 3～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하고, 소독

용 알코올로 피부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소량의 전해질

겔이 도포된 두 개의 활성전극(active electrode)을 수직

방향으로 피부에 부착하였다(Lamontagne 등, 2002). 접

지전극(ground electrode)은 활성전극과 삼각형이 되도록

부착하였다. 전경골근의 전극은 슬개골 하단으로부터 가

쪽 복사뼈까지 길이의 근위 ⅓ 지점에서 1 ㎝ 멀리, 내측

비복근의 전극은 경골 골두에서 발뒤꿈치까지 길이의 근

위 ⅓ 지점에서 근육의 위치를 확인 한 후 근복에 표면

전극을 부착하였다(Zipp, 1982). 검사 중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흉부를 감은 멜빵(harness)을 현수장치 틀에 고정

하였다. 실험적 동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충격

시점에 대한 디지털 신호를 얻기 위해 패널형 스위치

(29×21.5 ㎠)를 피험자의 견갑골 하단 높이에 위치하도록

끈을 조정하여 현수장치 틀에 매달았다. 동요를 유발시키

는 충격은 1.8 ㎏ 공을 사용하였다. 공은 고정대에 설치

된 스위치를 기준으로 20 ㎝ 거리, 위치 표식자는 60 ㎝

거리에 두었으며, 공의 위치는 고정대로부터 50 ㎝ 거리,

위치 표식자는 30 ㎝ 거리에 위치하도록 끈의 길이를 조

절하였다. 충격량은 공을 위치표식 높이까지 후진시켜

1～10초 사이에 무작위로 자유낙하 하는 진자운동력으로

일정하게 제공되었다. 대상자에게 2～3분 간격으로 3회를

측정한 후, 동요 신호 전 안정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기준

(baseline) 근 수축으로 사용하였다.

근 수축개시 시간차 분석에는 동요 신호 전ㆍ후 1초

동안의 근전도 신호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 후

MatLab 6.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근 수축개시 시간

의 역치는 동요 전 50 ㎳의 평균값 더하기 3배의 표준편

차의 값으로 정하였다. 동요 후 역치 이상의 신호가 2

㎳ 이상 지속되는 첫 번째 신호를 근 수축개시 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근 수축개시 시간차는 내측비복근의 수축개

시 시간과 전경골근의 수축개시 시간차로 정하였다.

5) JTECH Medical Co., Ltd., U.S.A.

6) SammonsⓇ Preston, U.S.A.

7) Medi Ball, SammnsⓇ Prest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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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대조군(n1=15) 운동군(n2=15) t p

연령(세) 76.0±3.9
a

75.9±6.2 .035 .972

신장(㎝) 148.8±9.5 151.5±9.2 -.794 .432

체중(㎏) 58.5±9.1 60.3±8.4 -.582 .566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4. 균형운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형운동은 딱딱한 맨바닥에 서서

하는 운동, 겔 방석 위에 서서 하는 운동, 불안정 판 위

에 서서 하는 운동, 쿠션 볼 위에 서서 하는 균형운동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운동 1)은 딱딱한 맨바닥에 서서 하는

운동으로 천천히 양 발의 발뒤꿈치 들어 올리고 내린 다

음 양 발의 앞쪽을 들어 올리고 내린다. 그리고 교대로

한 발 서기를 한다. 운동 2)는 겔 방석 위에 서서 하는

운동으로 전ㆍ후, 좌ㆍ우,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

는 운동 다음에 교대로 한 발 서기를 한다. 운동 1)과 2)

는 5분씩 2세트를 실시하였고, 1세트는 눈을 뜨고, 2세트

는 눈을 감고 실시하였다. 운동 3)은 불안정 판 위에 균

형을 유지하고 정적으로 서 있는 운동과 전ㆍ후, 좌ㆍ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이다. 운동

4)는 쿠션 볼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정적으로 서 있는

운동과 전ㆍ후, 좌ㆍ우,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흔드는 운

동이다. 운동 3)과 4)는 4분씩 2세트를 실시하였고, 눈을

뜨고 안전을 위하여 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가볍게 잡고

실시하였다. 각 세트 운동 후에는 의자에 앉아 2분 동안

휴식을 하였다. 운동시간은 총 50분이 소요되었다.

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으며, 집단 간 일반적 특성, 운동 전 및 운동 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신체적 특성, 근전도 신호의 특성

(근 수축개시 시간, 근 수축개시 시간차)에 대한 변화는

독립된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운동군에서 운동 전ㆍ

후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의 수축개시 시간의 변화, 그

리고 대조군과 운동군에서 운동 전ㆍ후 전경골근과 내

측 비복근의 수축개시 시간차의 변화는 대응표본 t-검

정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 이었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75.9세이었고, 평균 신장

은 150.1 ㎝이었고, 그리고 평균 체중은 59.4 ㎏이었다.

각 군의 연령, 신장, 체중을 비교해보면, 대조군과 운동

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1).

2.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신체적

특성 비교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신체적 특성을 비교

해보면, 운동 전에는 대조군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운동 후에는 대조군보다 운동군에

서 기능적 팔 뻗기는 평균 3.6 ㎝ 증가하였고, 발등쪽 굽

힘 수동가동범위는 평균 1.2° 증가하였고, 그리고 발바닥

쪽 굽힘 수동가동범위는 평균 2.8° 증가하였으며 대조군

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표 2).

3.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근전도

신호 특성 비교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근전도 신호 특성을

비교해보면, 운동 전에는 대조군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운동 후에 근 수축개시 시간

은 대조군보다 운동군에서 내측비복근은 평균 16.2 ㎳ 감

소하였고, 전경골근은 평균 23.2 ㎳ 감소하였다(p<.05).

근 수축개시 시간차는 평균 6.3 ㎳ 감소하였으며 대조군

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표 3).

4. 운동군에서 운동 전ㆍ후 내측비복근과 전경

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 변화

운동군에서 운동 전ㆍ후의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내측비복근은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평균 15.8 ㎳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전경골근은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평균

24.9 ㎳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그림 1).

5. 각 군별 운동 전ㆍ후의 근 수축개시 시간

차 변화

각 군별 운동 전ㆍ후의 근 수축개시 시간차를 비교

해보면,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운

동군에서는 운동 전보다 운동 후 평균 5.5 ㎳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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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대조군(n1=15) 운동군(n2=15) t p

운

동

전

내측비복근 수축개시 시간(㎳) 109.7±11.2
a

109.9±18.3 -.048 .962

전경골근 수축개시 시간(㎳) 129.1±16.6 132.2±20.7 -.385 .703

근 수축개시 시간차(㎳)
†

19.5±7.0 20.8±5.9 -.755 .457

운

동

후

내측비복근 수축개시 시간(㎳) 110.3±9.7 94.1±3.8 6.042 .000

전경골근 수축개시 시간(㎳) 130.5±16.0 107.3±5.7 5.274 .000

근 수축개시 시간차(㎳) 21.6±6.8 15.3±3.4 3.733 .001
a
평균±표준편차
†
내측비복근 근 수축개시 후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까지의 시간차

표 3.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근전도 신호 특성 비교 (N=30)

그림 2. 대조군과 운동군의 근 수축개시 시간차의

변화(**p<.05).

특성 대조군(n1=15) 운동군(n2=15) t p

운

동

전

발등쪽 굽힘근력(㎏) 5.3±1.0
a

5.1±.9 .352 .149

발바닥쪽 굽힘근력(㎏) 7.1±1.0 7.0±1.3 .322 .478

기능적 팔 뻗기(㎝) 13.7±2.6 15.0±2.3 -1.486 .884

발등쪽 굽힘 수동가동범위(˚) 13.0±1.1 12.7±1.0 .718 .728

발바닥쪽 굽힘 수동가동범(˚) 33.9±1.5 33.9±.9 .148 .750

운

동

후

발등쪽 굽힘근력(㎏) 5.3±.9 6.0±.9 -2.036 .051

발바닥쪽 굽힘근력(㎏) 7.2±1.0 7.8±1.1 -1.457 .156

기능적 팔 뻗기(㎝) 13.9±2.7 17.5±2.2 -4.005 .000

발등쪽 굽힘 수동가동범위(˚) 12.9±.8 14.1±.6 -4.667 .000

발바닥쪽 굽힘 수동가동범(˚) 33.8±1.5 36.6±1.1 -5.983 .000
a평균±표준편차

표 2. 운동 전ㆍ후에 대조군과 운동군의 신체적 특성 비교 (N=30)

그림 1. 운동군에서 운동 전ㆍ후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 변화(**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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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노인에서 넘어짐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넘어짐으

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넘어짐에 대한 두려

움이 증가되어 활동성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근력을

감소시키며 일상적 활동에서 독립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이 된다(O'Loughlin 등, 1993). 노인에게 동적인 운동으

로 균형회복 능력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에게 8주 동안의 균형운

동이 운동군과 대조군에 비해 근전도 특성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고자 정적으로 선 자세에서 동요를 주었을

때 균형회복에 작용하는 근육의 근 수축개시 시간 및

근 수축개시 시간차를 측정하였다.

근 수축개시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Di

Fabio(1987)의 방법이 사용된다. 근전도 신호를 전파정

류 과정을 거친 후 안정된 .5초 동안의 신호에서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한다음, 평균에 2배의 표준편차를 더

하여 역치로 설정하는 방법(권오윤과 고은경, 2002)과

Matlab 연산에 의해 계산된 값에 의해 자동으로 근 수

축 시간을 구하는 방법(정이정 등, 200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 프로그램으로 평균값에 3배 표준편

차를 더하여 역치선(threshold line)을 구한 다음 시각

적인 검사를 더 해서 역치값을 결정하였다. 역치선 이

상의 신호 중 2 ㎳ 이상 지속되는 첫 번째 신호를 역치

값으로 기록하였다.

Bandinelli 등(1999)은 노인의 하지 근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손으로 잡고 측정하는

근력측정계(hand-held dynamometer)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날에는 급간내 상관계수 r=.8 이상, 1주

일 뒤에는 r=.7 이상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2회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측정치로 하였다

(Gras 등, 2004). 발목관절의 수동가동범위는 표준형 측

각계를 사용하였으며, 구애련과 이충휘(1995)는 정상인

을 대상으로 한 측정자 간 신뢰도가 우수하며 측정자내

신뢰도는 ICC(2.1)=.90 이상으로 훌륭하다고 하였다.

Fong과 Ng(2006)는 태극권 운동군과 태극권 운동을

하지 않은 군의 동요에 3 ㎏의 공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가

벼운 1.8 ㎏의 공을 사용하였다. 동요 유발에 사용된 충

격에너지는 20 ㎝ 높이에서 1.8 ㎏의 공을 자유낙하 시

키는 단진자 운동에너지 이었으며, 등의 흉추 10번 높

이에 충격을 주었다. 실험 중에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

나 발을 떼어 옮기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에서는 전형적으로 구심성과 원심성의 근육 활

동이 기능적으로 요구되며(Kaminski 등, 1999), 이동

(locomotion)과 같은 기능적인 과제의 수행능력에는 발

등쪽 굽힘근과 발바닥쪽 굽힘근의 근력약화와 관련이

깊다(Lamontagne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균형운동을

8주 동안 실시한 결과 운동 후에 근력에는 차이가 없었

으나, 수동가동범위와 기능적 팔 뻗기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Duncan 등(1990)은 기능적 팔 뻗기 검사에서

15.0～17.5 ㎝ 이하이면 기능적 균형에 제한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운동군에서 기능적 팔 뻗기는 평

균 15.0 ㎝이었고 운동 후에는 평균 2.5 ㎝ 증가하였다.

Li 등(2004)의 연구와 비교하면 태극권 운동 3개월 후

에 평균 .58 ㎝ 증가하였으며, 6개월 후에는 평균 1.28

㎝ 증가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기능적 팔 뻗기의 향상은 발목관절 전략에서 우세하게

작용하는 전ㆍ후 방향의 조절 능력의 향상을 반영한다

(Winter 등, 1998).

연령이 증가하면 넘어짐이 증가하고(Wolfson 등,

1995),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반응하는 시간이나 근육

의 힘을 생성하는 속도(Thelen 등, 1996)의 지연을 가

져온다. Shumway-Cook과 Olmscheid(1990)는 건강인

에서 전방으로 상실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발목전략

에 의한 비복근의 반사적 수축활동은 90 ㎳ 후에 시작

된다고 하였다. Mackey와 Robinovitch(2006)는 근 수축

개시 시간은 젊은 여성이 평균 73 ㎳이었으며, 건강한 할

머니가 평균 98 ㎳라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측비

복근의 수축개시 시간은 운동 전에는 평균 109.9 ㎳이었

으며, 운동 후에는 평균 94.1 ㎳로 감소되어 건강한 노인

의 근 수축개시 시간을 보였다. 또한 전경골근과 내측비

복근의 수축개시 시간차는 운동 전에는 평균 20.8 ㎳이었

으며, 운동 후에는 평균 15.3 ㎳로 수축개시 시간차가 감

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동적 균형능력을 반영하는 기능

적 팔 뻗기의 증가를 보였으며 집중적 동적 균형운동이

동요 시 균형회복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균형운동의 효과를 실험적 동요

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이므로 실제적인 생활환경에서도

균형증진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추적평가가 없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 여부를 단정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향후 넘어짐이나 동적 균형증진 효

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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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8주 동안의 집중적인 동적 균형운동이

근력, 수동가동범위, 기능적 팔 뻗기, 그리고 동요 시

근 수축개시 시간 및 근 수축개시 시간차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운동 전에는 대조군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운동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운동군의

근력은 유의한 증가가 없었고(p>.05), 기능적 팔 뻗기, 발

등쪽 굽힘 수동가동범위, 그리고 발바닥쪽 굽힘 수동가동

범위는 운동군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5).

2. 운동 전에는 대조군과 운동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운동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내측

비복근과 전경골근의 근 수축개시 시간, 그리고 근 수축개시

시간차는 운동군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5).

3. 내측비복근과 전경골근은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근 수축개시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5).

4. 운동 전ㆍ후의 근 수축개시 시간차는 대조군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운동군 에서는 운동 전보다 운

동 후 근 수축개시 시간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이상의 결과로 여성 노인에서 8주 동안의 동적 균형

운동이 동요 시 근 수축개시 시간 및 근 수축개시 시간

차를 단축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균형회복

능력의 향상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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