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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8 Weeks Combined Exercises on 

Functional Performance After Stroke in Elderly Women

       

Jeong, Mi-Ji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n 8-week 

combined exercise on functional performance(grip strength, sit and 

reach, chair stand, and timed up and go) in elderly women over 65 

years of N. District, G. Metropolitan City for the sake of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elderly.

Healthy elderly women(N=40) were recruited and randomly assigned 

to an exercise group(N=20) and a control group(N=20). While the 

exercise group completed the combined exercise program 40 minutes a 

day and 3 days a week, the control group maintained a usual daily life 

pattern for the duration of 8 weeks. Both a paired and an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ver. 23.0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5.   

As a result, the exercise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left 

grip strength, chair stand, and timed up and go. The control group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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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hair stand and timed up and go.

In conclusion, applications of combined exercise, which can be easily 

carried out in one’s daily life for elderly women, would be helpful for 

their healthy living by improving functional performance.

key words: Combined Exercise, Elderly Women, Functional Performance,

            Gait, Phys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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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인구대비 14%)가 될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노년의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인간수명 연장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고령사회 현상은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익렬, 2004).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사람의 평

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최윤정, 2010). 더욱

이 한국의 2015년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 높고, 여자의 기대수명은 남

자보다 6.2년 더 길게 확인되어 여성노인의 증가가 남성노인보다 많은 실정이다

(통계청, 2016; Spirduso & Cronin, 2001) 이렇듯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부

양비는 2010년도에 15.2%, 2017년에는 18.8%로 약2년 간 2.6% 높아졌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6).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 근골격계 및 신체조성에 따른 신체활동의 불

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질병

에 노출되고 있다(이병옥, 최종환, 이규문, 200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급격한 기능수행 저하 현상을 보이고 

그 격차 또한 커지므로 성별이 기능수행 저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현주, 강상경, 2011). 그리고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노인의 연령, 대인관계, 건강상태, 신체활동 등의 요인

들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인체력이 향상되면 신경세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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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세포생성, 신경교세포생성 등 기능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최윤정, 2010). 

신체활동은 노화에 따른 부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심리적, 정신적 

여유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 위험률을 낮추며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ACSM, 2010). 그리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신체

적, 정신적 기능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운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추연경, 손준

호, 2012). 이러한 신체활동의 증가는 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증

가로 학습과 기능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예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인성, 2007). 이렇듯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력, 주

의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기능수행 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손준호, 류호상, 2010) 리듬운동(권태

원, 조문식, 2014; 김대권, 양은혜, 2013) 등이 기능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기능이나 체력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화 된 운동도 중요

하지만 일상생활체력과 신체구성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의 운동

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복합운동이 보다 효과적이다(박제웅, 2001). 그리하여 기

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유산소 근력 운동, 평형성 운동의 복합운

동을 실시한 결과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그리고 보행능력이 향

상되었으며(한윤수, 이선장, 2008) 복합운동은 최대산소섭취량을 증가시켜 심폐

기능을 개선시키며,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감소시켜 신체구성의 변화를 이끌고 

더불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영숙, 2018; 박상

갑, 권유찬, 김은희, 2007).

유산소성 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12주간 운동 

후 체력 특히 근력의 경우 운동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유산소성 

운동집단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경

태, 조지훈, 2017).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복합운동을 통해 신체기능과 체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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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만 노인들의 체력과 기능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복자(2015)의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에 따르

면 노인의 기능수행 감소는 치매로 연결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기능수행과 

체력간의 관련성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운동을 

실시하여 여성노인들의 체력과 기능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고 추후 여성노인의 기능수행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

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복합운동을 적용 후 기능 수행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향후 여성노인이 운동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각 집단 간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악력(좌측, 우측)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각 집단 간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각 집단 간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각 집단 간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의자에 앉아 3미터 표적 돌아오

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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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1) 피험자는 G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부터 75세 이하 여성노인으로 한정하

였다.

2) 복합운동프로그램 기간은 8주로 운동기간을 제한하였다. 

3) 피험자의 표본 수가 적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일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시

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성노인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4) 실험기간 중 피험자의 심리적 요인과 신체활동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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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노인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려는 능력이 감퇴 되어가고 환경적인 변화에 적절

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며 정신적으로 점점 쇠퇴 되어가고 있는 사

람으로 정의한다(오주희, 2009).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는 다양한 건강문

제를 야기하며 그 중 근골격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은 삶의 질을 위협

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Berry & Miller, 2008). 노인 낙상

의 위험은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되어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된다(유인영, 이정애, 2009). 신체적 요인의 체력요

소 중 근력, 유연성 및 평형성의 기능약화는 낙상위험 요인의 증가와 관련이 있

으며(이미숙, 2008; 강주성, 2005; Gauchard, Gangloff, Jeandel, & Perrin, 

2003)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지의 근력, 관절의 유연성, 평형성을 포함한 감

각 기능 협응력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Lord, & Dyhew, 2001).

미국 공중위생국의 보고서인‘신체활동과 건강(physical activity and health)(U.S. 

Surgeon General, 1996)’에서 가벼운 운동은 허약한 사람들이 상실한 기능, 독립

성, 건강, 행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신체활동은 허약한 

노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이경옥, 진행미, 임호남, 전혜자, 2005).

고령자의 체력과 활동능력은 고령자 자신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필요한 조건

이다(최민동, 2005). 노인에게 운동에 대한 궁극적 효과는 체력 향상에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능력을 보유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양선, 정제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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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특징

인간은 신체 각 부위에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적절히 움직이고 사용하면 

건강해지고 신체기능 또한 발달하여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천천

히 늙어 갈 수 있다(박영아, 2016). 또한 노인들의 활동능력과 체력은 곧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인의 체력을 유지 또는 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윤찬호, 2001).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심혈관계 기능 및 근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며(박기

덕, 2011) 신체의 전반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심장병, 근력약화, 만성피로, 

만성질환 등의 부정적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Hur, Song, & Roh, 

2005).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를 시작으로 남성보다 근육량과 근

력의 소실이 가속화되는 특징이 있다(Lindle, Metter, & Lynch, 1997). 

홍지완, 신창호, 손연희, 서영환(2009)은 폐경 후 골다공증은 전체 골다공증

의 약 90%를 차지하며 폐경 후 여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골절을 쉽

게 일으키는 주요인자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남성보다 근감

소증이 쉽게 수반되어 체온조절의 어려움, 대사 장애, 일상생활 장애 등이 나타

나게 된다. 또한 근육의 감소는 근력약화, 체력의 약화, 활동성을 감소시켜 운동

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키게 되어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 장애를 나타나게 한다

(임창훈, 고유민, 2015). 이러한 신체활동은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노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된다(Nair, 2005).

노화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중추신경

계의 크기와 신경세포수와 신경전달 속도가 감소되면서 신체적으로 피로를 쉽게 

느끼며 신체활동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정신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기억력 감퇴

와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박래준, 권혁철, 배성수, 1992).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는 자세 유지 능력을 저하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하여 

모든 장기와 기관의 작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근력감소는 부정적인 

변화를 주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서영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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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환, 손연희, 2009; 설민신 등, 2000). 

Stump, Clark, Johnson, & Wolinsky(1997)은 근력 감소는 노인들의 평상시 

일상생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하체근력은 계단 오르기나 장거리 보

행,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활동 그리고 상체근력은 물건 나르기, 가방 들기, 

젓가락질하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노화

가 시작되면서 이런 기능을 손실하는 것이 근력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larke, Hunt, & Dotson(1992)은 좌업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박수, 

혈압, 최대산소섭취량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속보와 조깅, 스트레칭 

운동을 4개월간 병행하여 실시한 노인들은 비운동군에 비해 심박수 및 혈압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심박수 60-70%

의 중강도의 운동 그룹과 30-40%의 저강도 운동그룹으로 나누어 자전거 타기 

운동을 9개월간 실시한 결과 운동 강도와 상관없이 심박수, 혈압, 최대산소섭취

량 등이 향상됨을 보여 규칙적인 운동으로 노인의 심혈관 기능이 향상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Stevenson, & Topp, 1990; Morris, Everitt, & Pollard, 1980). 

또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노인에게는 체력증진, 심장혈관의 기능 강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상태를 호전시켜주게 되며, 불면증, 우울증 해소, 사

회적 접촉의 증가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보고를 

하고있다(Teixeira, Going, & Houtkooper, 2003; Vincent, Braith, & 

Feldman, 2002; 이평숙, 장성옥, 2001; Bemben, Fetter, & Bemben, 2000). 

이러한 노화는 건강의 신체기능 감퇴와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근대에는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향상 만성질환 예방이 중요시 되고 특히 현

대사회의 노화에 대한 관심을 노인들의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 연장에 관점을 둔 

의학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인간의 삶의 질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변

화되고 있다(김현수, 김재호, 차광석, 송종일, 1996). 노인 개인의 건강과 윤택

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신재신,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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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동

1) 근력(악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근력은 단일 근육의 최대 수축을 통해 낼 수 있는 힘의 양을 의미한다. 하나의 

근섬유는 많은 근원섬유(myofibrill)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들은 수 천 개의 근

절(sarcomere)로 이루어진다. 근육의 성장과 비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하고, 반복적으로 고강도의 요구에 놓이면 근육의 크기와 

근력이 강해지므로 이에 적응하게 된다(조광석, 2016; 오재근, 김상훈, 김영주, 

김호성, 이정필, 윤진호, 2008).

근력은 근육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최대의 힘으로 근력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서 자세유지와 보행, 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근력은 한 번의 최

대 노력으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이며, 관절을 고정하거나 체중을 지탱

하고 외력에 대항하며 움직임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신체활동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력증진은 특히 노인에게 활동과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정경인, 2017). 

2)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은 관절의 전체 동작 범위에 걸쳐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이며,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연성의 저하는 관절의 각도, 

변화성,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저하된다. 노인들은 유연성이 감소하여 결국 균형 

유지능력이 저하된다(Lewis, 1990). 유연성은 효율적인 신체운동과 좋은 자세

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노인이 습관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

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요통의 주된 원인이 된다(전미양, 2001). 또한, 유연성이 

좋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지더라도 심각한 상황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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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으

므로 효율적인 동작이 어렵고 근육파열과 같은 상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노인에

게 유연성은 필요한 체력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경인, 2017).

3) 평형성(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평형성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자세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움직이

거나 자세를 유지할 때 또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반응할 때 자세가 동요

되는 정도를 최소로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최병찬, 2009). 또한, 

균형은 신경계 처리, 감각 정보의 통합, 생체 역학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자세반응은 하지와 체간의 근육들이 협동적으로 작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수

빈, 2018). 

즉, 어떤 공간 내에서 안정성(stability)과 정향성(orientation)을 유지하기 위

해 신체를 의지대로 제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자세의 안정성이란 신체의 

무게 중심을 특정한 공간 영역 내에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적균형

(static balance)과 동적균형(dynamic balance)라고 한다(이수빈, 2018).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

고(Bergin, Bronstein, Murray, Sancovic & Zeppenfeld, 1995) 반응시간

(Patla, Frank & Winter, 1990)과 인지능력이 저하되며(Kollegger, Baumgartner, 

Wober, Oder & Deecke, 1992) 근수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근 수축 잠

복기가 길어지게 됨으로써(옥정석, 박우영, 2004) 넘어질 때 균형을 다시 유지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의 경우 근수축의 순서가 원위부에서 근위부 방향으로 일

어나지만 반대로 노인의 경우 근위부에서 원위부 방향으로 근육의 수축이 정상

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Shumway & Woollacott, 1990).  

복합운동(Circuit training)은 영국의 Morgan과 Adamson(1968)이 근육과 

호흡 순환 기능의 점진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만든 트레이닝 방법이며 훈련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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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국재원, 1980). 미리 선정해 놓은 여러 개의 

운동종목 또는 과제들을 배열하여 종목과 종목 사이에 휴식을 두지 않고 순서에 

따라 돌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근육 군을 번갈아 훈련하는 형태로 몇 가지 체력 

요소 특히,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순환 훈련 프로그

램은 10~12종목 이상의 각기 다른 운동 종목으로 구성된다(Zatsiorsky, 1995). 

순환 훈련은 전면적인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할 때 매우 적합한 훈련 방법으로

써 비교적 낮은 부하 강도를 가지고 운동 종목 사이에 휴식 없이 실시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에 유익한 훈련이고 운동 형태가 다양하고 시설이나 장비

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 형태나 운동 종목의 수를 용이

하게 조절할 수 있고 훈련 목표에 따라 다양한 운동 종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대

한 육상 경기 연맹, 1997). 

운동의 양과 질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실행 할 수 있고 자

신의 향상된 체력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운동내용의 구성에도 신체 부위나 체력 

요소 등 훈련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

시에 실시할 수 있다(Plowman, 1980). 

훈련 대상자가 자기 자신의 처방된 운동량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에 전반적인 체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화된 방법으로 부하량의 증진을 

가져 올수 있음은 물론 각 훈련 대상자의 성공도를 기대할 수 있다(Getchell, 

1976). 

복합운동을 구성할 때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이 단순히 개별적인 동작의 근력

의 개선보다 일상생활활동과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동작이 포함된 체력개선과 

관련된 운동의 구성이 필요하다(임창훈, 고유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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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표 1. 복합운동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참 고 대상자 방 법 기 간 결 과

정경인

(2017)

실험군15명/

대조군14명

70세노인여성

4개의 작업장

각각 5세트 수행, 반복횟수와 

과제의 복잡성으로 수행 향상

12주,

주 2회,

회당 70분

신체조성, 

기능체력,

평형성 향상

김동현 

등

(2012)

실험군10명/

대조군10명

중년 여성

2개의 작업장

무산소운동 5세트,

유산소운동 20분 수행

12주,

주 4회,

회당 80분

건강관련체력,

인슐린 저항성 

향상

신흥섭

등

(2013)

실험군74명/

65~84세 

4그룹

여성노인

9개의 작업장

무산소운동 5세트,

유산소운동 20분 수행

12주,

주 3회,

회당 70분

체력요인 향상

남성실

(2016)

실험군20명

65세여성노인

9개의 작업장

무산소 운동 5세트,

유산소 운동 20분 수행

12주,

주 3회,

회당 60분

신체조성, 

기초체력, 

혈액성분의 향상

황수택

(2006)

실험군26명

여성노인

8개의 작업장

유산소운동 40-50% HRmax,

무산소운동 RPE 7-10

12주,

주 3회,

회당 40분

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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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에서 75세 이하의 여성노인으

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0명을 임의로 선정해 운동집단 통제집단

에 각각 20명씩 우선배정을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연구의 목적, 방법, 실험을 

이해하고 참가동의서에 동의를 얻어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Item Age(yrs) Height(cm) Weight(kg) BMI(kg/m2)

EG(n=20) 72.65±2.60 153.09±4.72 54.95±6.71 23.39±2.29

CG(n=20) 70.95±2.82 155.65±5.25 57.80±6.60 23.81±2.04

BMI: Body Mass Index,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2. 연구 절차

선정 기준에 의해 선별된 40명의 대상자들을 선정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운동그룹 20명과 통제그룹 20명으로 나누었으며 <그림 1>과 같다. 연

구 기간은 총 8주간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기능수행(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 3미터 표적 돌아오기) 검사를 통

해서 평가하였다. 측정 시점은 중재 전·후 두 번 측정 하였다. 운동그룹은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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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복합운동을 3회/주, 40분/1일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8주 동안 일상적인 생

활을 하였다.

피험자 선정

․ 여성 노인 40명

․ 운동그룹 20명, 통제그룹 20명 선정 

↓

사전검사

․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 기능수행 능력(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 3미터 표적 돌아오기)

↓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복합운동

․ 운동 강도 : 40-60% HRmax

․ 운동 시간 : 4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 기능수행 능력(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 3미터 표적 돌아오기)

↓

자료처리

그림 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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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사전-사후 대조군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 하였다. 연구 집단은 

중재 방법에 따라 복합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을 무작위로 선출하고, 중재에 들어가

기에 앞서 사전 검사(O1. O3)를 하고 중재 이후 사후 검사(O2, O4)를 하였다.

O１ X O2

R 

O3 O4

O1, O3 사전검사

O2, O4 사후검사

X= 복합운동그룹

그림 2. 측정 도구

4.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총 9개 항목으로 

1) 주먹 쥐고 손목안쪽으로 구부렸다 펴기, 2) 테니스공을 쥐었다 펴기, 3) 앉

아서 양발을 90도로 벌리고 왼쪽으로 숙여서 발끝 닿기, 4) 다리 쪽 피고 앉기, 

5) 허리 앞으로 굽히기, 6) 바닥에 엎드려 양팔만 수직으로 세워서 허리 뒤로 

젖히기, 7) 누워서 양손으로 무릎 끌어당기기, 8) 제자리에 서서 무릎 올렸다 

내리기, 9) 스쿼트, 와일드 스쿼트, 싱글레그 스쿼트로 구성 되어 있다.



- 15 -

표 3. 복합운동프로그램

항 목 훈련 방법

주먹 쥐고 손목안쪽으로 

구부렸다 펴기

주먹을 쥐고 손목안쪽으로 구부렸다 펴기 10회 3세

트 반복한다.

테니스공 쥐었다 펴기 테니스공 쥐었다 펴기를 10회 3세트 반복한다.

앉아서 양발을 90도로 

벌리고 왼쪽으로 숙여서 

발끝 닿기

앉아서 양발을 90도로 벌리고 왼쪽으로 숙여서 발끝 

닿기, 오른쪽으로 숙여서 발끝 닿기 각각 10회씩 반

복한다.

다리 쭉 피고 앉기

마주보고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다리를 쪽 피고 앉는

다. 수건을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사람이 먼저 

앞사람을 끌어당겨서 허리가 숙여지게 하여 10초간 

정지 후 반대사람이 똑같이 10초씩 4회 반복한다.

허리 앞으로 굽히기

서로 등을 맞대고 반대방향을 보고 앉아서 한사람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뒷사람이 앞사람 허리가 더 

숙여질 수 있도록 등으로 10초씩 번갈아가면서 반복

하여 눌러준다.

바닥에 엎드려 양팔을 

수직으로 세워서 허리 

뒤로 젖히기

바닥에 엎드려 양팔을 수직으로 세워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한 뒤 10초씩 버티며 4회 반복한다.

누워서 양손으로 

무릎 끌어당기기

누워서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당겨 10초간 정지하고 

무릎 번갈아가면서 4번 반복한다.

제자리에 서서 

무릎 올렸다 내리기

제자리에 서서 양발을 번갈아가며 무릎을 허리 높이

까지 최대한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제자리 걷기 운동

을 20회씩 3세트 반복한다.

스쿼트, 와일드 스쿼트, 

싱글레그 스쿼트

스쿼트 동작, 와일드 스쿼트 동작, 싱글레그 스쿼트 

동작을 각각 15회 3세트씩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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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항목

1) 신장 및 체중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체중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직립자세를 

취하고 발뒤꿈치, 엉덩이, 등, 어깨가 세움대에 닿도록 맨발로 올라가 양팔은 자

연스럽게 허벅지에 대고 양발의 끝을 30-40도로 벌려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

를 이용해 신체질량지수(BMI)는 체중/신장2
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상지근력(악력)

근력은 악력을 측정하였는데 성인과 노인의 공통항목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발을 어깨너비 만큼 벌린 채 악력계(GRIP_D 

5101; TAKES, Co., Japan)의 손잡이를 손가락 둘째 마디로 잡은 후, 팔을 곧

게 펴고 몸통과 팔을 15도로 유지하면서 힘껏 잡아당기며 5초간 자세를 유지하

였다. 좌·우 각각 2회씩 실시하여 최고치를 0.1kg 단위로 기록하였다(국민체육

진흥공단, 2018; 박세정, 2016). 

3)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측정으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시행하였는데 성인과 노인의 

공통항목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바닥에 무릎을 펴고 앉아 발바닥을 

측정 기구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나란히 뻗은 다음 허리를 서서히 구부리

며 손끝으로 측정 판을 최대한 밀어내도록 하였다. 2회 측정값 중 최대값을 

0.1cm 단위로 기록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박세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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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근력(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의자의 중앙에 

앉아 양발바닥이 지면에 닿게 하고,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한 상태에서‘시작’구호와 

함께 30초의 끝에서 연구 참여자가 중간쯤 일어선 상태라면 일어선 횟수로 인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박세정, 2016). 

5) 평형성(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고깔의 뒷부분에서부터 의자 앞부분의 모서리 위치까지 측정하여 정확히 3m 

떨어진 지점에 고깔을 설치한 후 고깔과 마주보게 의자를 벽에 받쳐놓는다. 피검

자는 등을 곧게 편 상태로 의자의 중앙 부분에 앉고 이 때 양 발을 바닥에 편평

하게 대고 양 손은 허벅다리 위에 얹어 놓는다.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으

로 향하게 하고 몸통은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피검자는 시작 신호와 함께 의자

에서 일어나 가능한 한 빨리 걸어서 고깔을 돌고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박세정, 2016). 

6.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항

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복합운동에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그룹의 중재 효과의 처리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였으며, 각 그룹 내의 실험 전․후 차를 보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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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대상자는 운동그룹에서 20명, 통제그룹에서 20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하였으

며,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사 결과는 <표 4>, <그림 3>과 같다.

평균 연령은 운동그룹 72.65±2.60세, 통제그룹 70.95±2.82세로 나타났으

며, 평균 신장은 운동그룹 153.09±4.72cm, 통제그룹 155.65±5.25cm로 나타

났다. 평균 체중은 운동그룹 54.95±6.71kg 이고 통제그룹 57.80±6.60kg 

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는 운동그룹 23.39±2.29kg/m2, 통제그룹 

23.81±2.04kg/m2 로 나타났다. 모든 범위에서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Item EG(n=20) CG(n=20) t p

연령(세) 72.65±2.60 70.95±2.82 -1.982 .055

신장(cm) 153.09±4.72 155.65±5.25 1.618 .114

체중(kg) 54.95±6.71 57.80±6.60 1.347 .186

BMI(kg/m2) 23.39±2.29 23.81±2.04 .611 .545

BMI: Body Mass Index, Values are Means±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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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변화  

2) 연구 대상자의 기능 수행력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는 복합운동군 20명과 대조군 20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하였고 중

재를 실시하기 전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운동그룹의 악력의 좌측은 운동그룹에서 20.82±4.03kg, 통제그룹 22.30± 

6.44kg으로 나타났으며, 악력의 우측은 운동그룹에서 22.23kg, 통제그룹 

25.04±5.51kg 으로 나타났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운동그룹 16.69 

±8.01cm, 통제그룹 17.62±7.51cm로 나타났으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에

서 운동그룹 15.85±3.67회, 통제그룹 17.10±3.29회로 나타났다.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는 운동그룹 7.01±0.08, 통제그룹 6.75±0.72초로 나타

났다. 모든 범위에서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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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연구 대상자의 기능 수행력 특성과 동질성 검증

Item EG(n=20) CG(n=20) t p

악력(좌)(kg) 20.82±4.03 22.30±6.44 .871 .390

악력(우)(kg) 22.23±4.23 25.04±5.51 1.808 .079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6.69±8.01 17.62±7.51 .379 .707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회)
15.85±3.67 17.10±3.29 1.133 .264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초)
7.01±0.85 6.75±0.72 -1.010 .319

  Values are M±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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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대상자의 기능수행력 특성과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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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의 기능 수행력의 변화

1) 악력 좌·우측의 변화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의 악력의 좌측과 우측의 변화는 <표 6>,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악력의 좌측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20.82±4.03kg에서 

22.41±4.53kg으로 1.59kg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732, 

p<.05). 통제그룹은 22.30±6.44kg에서 22.38±6.68kg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악력의 우측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22.23±4.23kg에서 23.53±4.35kg

으로, 통제그룹은 25.04±5.51kg에서 25.15±5.61kg으로 두 그룹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악력(좌․우)의 전·후 변화                            단위: kg

Item Group pre post t p

악력

(좌)

EG 20.82±4.03 22.41±4.53 -2.732 .013*

CG 22.30±6.44 22.38±6.68 -.177 .861

악력

(우)

EG 22.23±4.23 23.53±4.35 -1.857 .079

CG 25.04±5.51 25.15±5.61 -.547 .591

*p<.05, Values are M±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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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악력 우측의 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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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변화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변화는 <표 7>, <그림 7>

과 같다.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16.69±8.01cm에서 17.92 

±6.46cm로 통제그룹은 17.62±7.51cm에서 17.92±6.97cm로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전·후 변화                   단위: cm

Item Group pre post t p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EG 16.69±8.01 17.92±6.46 -1.456 .162

CG 17.62±7.51 17.92±6.97 -.972 .343

  Values are M±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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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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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변화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변화는 <표 8>, <그림 8>과 

같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변화는 운동그룹 15.85±3.67회에서 22.95±4.81

회로 7.1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455, p<.001). 통제그룹에

서는 17.10±3.29회에서 18.10±3.11회로 1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3.249, p<.01). 

  표 8.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전·후 변화                       단위: 회

Item Group pre post t p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EG 15.85±3.67 22.95±4.81 -5.455 .000***

CG 17.10±3.29 18.10±3.11 -3.249 .004**

**p<.01, ***p<.001, Values are M±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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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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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변화

운동그룹과 통제그룹의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변화는 <표 9>, <그

림 9>와 같다.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변화는 운동그룹 7.01±0.85초에서 

6.30±0.56초로 0.71초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79, p<.001). 

통제그룹에서는 6.75±0.72초에서 6.47±0.80초로 0.28초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964, p<.01). 

  표 9.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변화                      단위: 초

Item Group pre post t p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EG 7.01±0.85 6.30±0.56 3.779 .001***

CG 6.75±0.72 6.47±0.80 2.964 .008**

**p<.01, ***p<.001, Values are M±SD,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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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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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의 복합 운동프로그램을 실

시하였을 때 기능 수행력(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

기, 의자에 앉아 3미터 표적 돌아오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노인은 노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릴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

는 자를 말한다. 노화란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감소되고, 세포의 활동력

이 쇠퇴하여 신체 적응력이 점차 손실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Spirduso, 

Francis, Eakin, & Stanford, 2005). 일반적으로 근력은 30대까지 증가하며 

50대에서 80대 사이의 근력은 30%정도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Larsson, 1978).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낙상 등의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켜 고령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함과 동시에 사회적 고

립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ontera, Meredith, O’Reilly, 

Knuttgen, & Evans, 1998). 홍용(2007) 또한 고령자들의 연령증가에 따라 근

력, 유연성 등의 유의한 저하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활동은 신체조성의 

개선과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기능저하

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백윤, 2008; 이형수, 신영일, 2007). 특히 

다양한 운동 및 신체활동 중 복합운동의 경우 유산소 능력 및 근 기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운동 형태로, 고령자들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권오준, 2009; 박상갑, 권유찬, 김은희, 2007; 김규호, 박승

한, 김도진, 2007). 또한 김태왕, 양점홍, 정선태(2004)의 보고에 따르면 4주라

는 비교적 단시간의 복합운동을 통해서도 일부 일상생활 관련 체력요인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기간 운동에 제한적인 고령자들에게 

있어 복합운동이 제안되고 있다(정경인, 2017). 일상생활에 관련한 체력요인 중 

악력, 하지 근지구력, 민첩성 및 유연성의 경우 인체의 중심을 유지하며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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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의 활동 및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낙상과 관련된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Fuller, 2000). Kang, Hwang, Klein and Kim(2015)의 연구

에서는 4주간의 평형성 운동, 근력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건강한 여성 노인 21명을 대상으로 하체근력, 상체근력, 하체유연성, 동적평형

성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수단으로 증명되었다. 홍용(2007) 등의 선행

연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력 좌측 검사에서 운동그룹은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1.59kg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악력 우측은 운동그룹과 통제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집단 내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은 16.69±8.01cm

에서 17.92±6.46cm로 통제그룹은 17.62±7.51cm에서 17.92±6.97cm로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에서 운동그룹은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7.1회 증가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통제그룹은 중재 전·후 시

간 변화에 따라  1회 증가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넷째,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검사에서  운동그룹은 중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0.71초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통제그룹은 중

재 전·후 시간 변화에 따라  0.28초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선행연구의 김정우, 김미영(2006)은 12주간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에게 복

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근력, 유연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한지연, 이만균, 

성순창(2009)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줄넘기와 걷기의 복합운동 트레이

닝을 통해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실

(2016) 연구결과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변화는 운동 전 15.12±6.21cm, 

운동 후 17.87±5.89cm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김동현, 임승택, 정현훈, 

김세희(2012)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운동을 통해 앉아윗몸앞으로굽

히기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김형희(2015) 연구결과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

기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정경인(2017)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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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운동그룹 중재 전 15.64±3.53에서 중재 후 20.00±3.9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임창훈, 고유민(2015)의 40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복합운동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와 의자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신진형(2016)은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과 체간 안정화 운동을 통해 운동 전 14.20±3.49회에서 운

동 6주 18.10±4.28로 운동 12주 20.40±6.00회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통

제그룹의 측정항목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p<.01)에서 선행연구와는 반대되

는 결과를 나타냈었으며, 그 원인으로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이 기능체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노인들이 체력을 유지

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 29 -

Ⅵ.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인의 복합운동 적용 후 기능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총 4가지 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

을 8주간, 주 3회 회당 40분씩 실시하였으며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능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력의 좌측의 집단 내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은 20.82±4.03kg에서 

22.41±4.53kg으로 1.59kg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732, 

p<.05). 통제그룹은 22.30±6.44kg에서 22.38±6.68kg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악력의 우측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22.23±4.23kg에서 23.53±4.35kg으

로, 통제그룹은 25.04±5.51kg에서 25.15±5.61kg으로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집단 내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은 16.69±8.01cm

에서 17.92±6.46cm로 통제그룹은 17.62±7.51cm에서 17.92±6.97cm로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의 집단 내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 15.85±3.67

회에서 22.95±4.81회로 7.1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455, 

p<.001). 통제그룹에서는 17.10±3.29회에서 18.10±3.11회로 1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249, p<.01). 

넷째,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의 집단 내 비교한 결과는 운동그룹 

7.01±0.85초에서 6.30±0.56초로 0.71초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3.779, p<.001). 통제그룹에서는 6.75±0.72초에서 6.47±0.80초로 

0.28초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964, p<.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합운동이 여성노인의 기능수행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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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지만 추후 보다 많은 인원과 다양한 연령, 체력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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