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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16-week The Upright Body Type Program on body balance

and plantar pressure balance in elderly women.

Method

: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elderly women in B Metropolitan city and they participated The Upright body type exercise

Program for 16 weeks twice a week. Physical characteristics (height, weight, BMI), Postures balance and foot plantar pressur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Results

: The Upright body type exercise Program showed positive changes in posture balance and foot plantar pressure balance of

seven elderly female’s

Conclusion

: Consequently,

It was suggested that Upright body type exercise program(ver.2) with improvement and prevention for

Posture’s unbalance of elderly male. This program could be utilized for improvement of elderly person posture balance and foot balance.

Keywords : The Upright Body Type Exercise Program, Elderly Female, Posture Balance, Foot Planta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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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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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되었으며,

society), 203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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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Silla University, 140, Baekyang-daero 700beon-gil, Sasang-gu, Busan

예상된다(Korea

Tel : +82-51-999-5336 / Fax : +82-51-999-5576

세로 이는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대수명인

E-mail : 1 jslee@silla.ac.kr

Statistics, 2015).

2018

노인인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3

82.3

(2016년

태로 거의

기준)보다
10년

9.3년

낮다(WHO,

2016).

이는 아픈 상

간 질병과 싸우며 노후를 보낸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척추측만도와 요통지수가 각각
36.6%, 54.8%로

고 있다.

되고 있으며,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신체능력 감
소로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Kim,

Lee, & Lee, 2010).

노인들의 독립적 신체능력 감소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
제점은 노인의 낙상사고 증가이다(Regterschot

et al., 201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이와 같이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세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바른체형운동 프로그

낙상은 노화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노인의 대표

램(ver.

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타박상, 염좌와 같은 작은 상해에서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 노인의 낙상 방지 및 신체건강

부터 골절, 탈구 등과 같은 심각한 상해로 이어진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Rubenstein, 2006).

2)을

실시하여 여성노인의 자세균형 및 족저압에 미

골반골절과 같은 심각한 골절을 당한 노

Ⅱ.

인들의 경우에는 대게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 될 수 없
고(Tinetti,

Speechley & Hinter, 1988)

3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orea

2015)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Statistics,

1.

연구대상자 선정

낙상문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WHO,

2008).

본 연구의 참여한 대상자는 B광역시에 거주하며

PAPS

자

세평가 진단기를 사용하여 경추 기울기, 어깨 높이, 골반 높
특히, 여성 노인들은 남성에 비해 하지근력의 저하가 조
기에 발생하여(Cushnaghan,

Janet & Dieppe, 1991),

관절염과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서 신체부정렬을 가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24명은

의사

같은 근골격계 질환비율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

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고관절 등의 주요관절 및 신체균형의 문제가 높게 나타난다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이 중 연구과정에 불성실하게 참

(Nevitt et al., 1994).

신체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발의 건

강은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과 독립적 활동에 필수적이므로
주요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Kim,
Bang, 2011).

여한

10명을

제외시켰으며, 최종

1>.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통증과 발목 약화로 인해 계단 오르기나 신체활동 능력이 낮
아지고 신체 균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Menz,

Hylton,

기능적 제한을 일으켜 보행의 기본기능 수행

이 어려워진다(Dunn

et al., 2004).

신체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의 구조에 문제가 발
생하면 신체의 균형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된다(Eric,

Subject

Age
(year)

Height
(㎝)

Weight
(㎏)

BMI
(㎏/㎡)

Excercise
group
(N=7)

64.57v5.62

153.24±7.63

61.79±10.72

26.31±4.13

64.14±4.87

155.33±4.11

58.29±7.76

26.14±2.91

Control
group

2003).

하중을 받고 있는 발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면 몸통이 돌아가

(N=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M)±standard(SD) deviation

거나 골반이 틀어지는 등 신체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는 신체

2.

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게 되며 연쇄적으로 무릎, 허
리, 골반, 등, 목에 이르는 사슬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ho, 2010).

노인의 균형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근력과 관절

정적 기립자세로 측정하였다.
1)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자세균형 유지
et al., 1995).

바른체형스포츠를 이용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최소한
운동으로, 저항운동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정렬에 도움이 되
며,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Son,
2015).

또,

Kim, Yang, Lee(2013)도 Cobb’s

나타난 척추측만증 여중생

20명을

각이

대상으로

2013; Park,
10°이상으로

12주간

바른체형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 실시 전 자세 및 족저압은

가동범위의 상실은 추락과 같은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가 매우 중요하다(Province

구성하였다<Table

Kim, &

그러나 노인의 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발의

& Lord, 2001),

14명으로

자세균형 측정

자세

측정은

System(PAPS)

먼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자세 측정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전

신자세분석기에

입력하여

결과를

Innovation System(PA200, Japan)

도출하였다.

Shisei

측정 장비는 전, 후, 좌, 우

방향에서의 전신자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신체균형 분석과
목

·

골반 높이차이, 정중앙선에서 벗어난 수치와 상반신

·

회전,
1>.

O다리, X다리

등을 분석 할 수 있다<Figure

Table 3. Plantar pressure

본 연구에서는 머리기울기, 어깨높이 및 골반높이를 운

동 실시 전, 후에 각각 측정, 분석하였다<Table
2)

Subjects

Measurement

Plantar balance

Standing up over the whole foot
pressure measurement sensors

Right foot pressure

Standing up over the right foot
pressure measurement sensors

Left foot pressure

Standing up over the left foot pressure
measurement sensors

2>.

족저압 측정

족저압 측정기(GHF-550,

G,Hi. Well, Korea)는

형을 측정하는 장비이다<그림

3>.

신체 발 균

족저압력, 발란스 센서가

있어 발바닥의 압력분포를 단계적으로 표시하며, 전·후, 좌·
우의 중심비율과 선회 각도 및 발바닥의 중심 형성을 수치와
하여 발의 압력 분포 균형을 분석 할 수 있는 장비이다. 발
의 압력 기준은 각각
측정방법은

비율로 하였다. 측정항목 및

50 : 50

<Table 3>, <Figure 2>, <Figure 3>, <Figure 4>

와 같다.

Table 2. Body alignment measurement
Measuring items
Head

Pelvis

Knee

Measurement point
middle of the
forehead

Glabella
Anterior Superior
Spine
(ASIS)

Iliac

Front lower body

Figure 2. Foot Checker

Front body
projection
of the iliac bone

3.

Center of patella

2인 1조로

Figure 3. Plantar pressure

프로그램(ver.2.0)
실시되는 바른체형운동은 신체교정 기술을 응

용하여 개발되었으며(Kim,
Park, 2015)

2013; Son, 2014; Woo, 2014;

특히 체형의 신체불균형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Kwon(2011)의

근, 고관절 굴곡, 내
유연성 운동과

·

척추 안정화운동에서 복횡

외측광근, 중둔근 등의 강화운동 및

Son, Lee, Kim(2014)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

기 위한 경추, 골반 및 하지의 근육신전을 근거로 준비운동
과 정리운동을 3인의 관련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였다. 바른체
형운동 프로그램(ver.2)은 주 2회, 1회당
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였다. 본 운동강도는
Figure 1. Shisei Innovation System PA200

각성 운동강도(Rate

60분씩(준비운동 10

10분), 16주간에

Borg’s scale에

걸쳐서 실시하

의해 개발된 주관적 자

of Perceived Exertion, RPE)로써

시행자

가 운동강도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고, 1차 설정으로
1~4주의

운동 강도는

동 강도는

RPE 11～12, 2차

RPE 13～14, 3차

RPE 15～16으로
<Table 4>와

9~12주는

5~8주의

같다.

Borg(1998)의

운

운동 강도

설정하였다. 운동자각도의 운동강도는

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의

설정으로

설정으로

6~20

운동자각도는 다음

Table 4. . The upright body type exercise Program(1~4 weeks /
5~10 weeks/ 10~16 weeks)
Division

Workout type

Warming
up

Transverse abdominis
rotation
Hip flexion
Internal/External
Oblique
Side-lying leg lift
Half Squat

Main
exercise

Cooling
down

duration

Neck exercise
Back exercise
Shoulder exercise
Lumbar build
Pelvis exercise
Hip joint exercise
Abdominis exercise
Knee exercise

C-spine, Pelvis, Ankle
extension exercise

10 min

Remarks

∙
∙

Frequency/
Period

머리 기울기는 중력방향 기준선을 중심으로 하여 벗어난
거리를 측정하였고 운동군은 실시 전
시 후

7.42±7.89 ㎜로 7.29 ㎜

㎜로

1.00 ㎜

13.57±10.98 ㎜에서

실시 후

40 min

10 min

∙
∙

Alternately conduct all kinds:
Each 5~10 times 3 set
30 sec of break time
between sets
60 sec of break time
Two times a
between exercise
week/ 16
The first set(1-4 weeks)
weeks
Strength: RPE 11~!2
The second set(5~10 weeks)
Strength: RPE 13~14
The third set (11~16 weeks)
Strength: RPE 15~16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시 후

Two times a
week/ 16
weeks

7.42±7.89 ㎜로 7.86 ㎜

15.57±1.71 ㎜에서

실시 후

15.28±6.21 ㎜에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519,

p<.05).

통제군은 실시 전

15.14±2.26 ㎜로 0.43 ㎜

골반기울기의 변화는 운동군은 실시 전
서 실시 후

4.85±2.73 ㎜로 10.00 ㎜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728,
14.57±3.45 ㎜에서

실시 후

14.85±4.01 ㎜에

p<.05).

통제군은 실시

14.28±3.81 ㎜로 0.29 ㎜

4.
모든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0 Version으

로 전산처리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들
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전 검사
(Independent t-test)을

하였고, 동질성이 검

증된 변인은 사전․사후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의 유의수준
은 α=.05로 설정하였다.

Classification

Before

After

t

p

Exercise
group
(n=7)

Head

14.71±9.06

7.42±7.89

2.555

.043

Shoulder-height

15.28±6.21

7.42±7.89

3.519

.013

Pelvic

14.85±4.01

4.85±2.73

5.728

.001

Control
group
(n=7)

Head

13.57±10.98

12.57±5.62

.203

.846

Shoulder-height

15.57±1.71

15.14±2.26

.430

.682

Pelvic

14.57±3.45

14.28±3.81

.154

.88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M)±standard(SD) deviation

2.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의 실시 전 ․ 후 족저압
균형의 변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 실시 전․후 족저압 균형의
변화는

<Table 6>과

48.83±2.11 %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 실시 전․후 자세정렬의 변
화는

<Table 5>와

같다.

실시 후

실시 후
50:50에

51.17±4.30 %로

양쪽 다 이상적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좌․우 족저압 차이는
13.31±4.30%에서

균형의 변화

44.30±4.71 %에서

감소하였고, 오른발의 족저압 균형의 변화도

인 족저압 비율인

1.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 실시 전 ․ 후 자세

같다.

왼발의 족저압 균형의 변화는
55.70±4.71 ㎜에서

Ⅲ.

(Unit;㎜)

Subject

전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수치에 대한 변
인별 독립 t-검정

감소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Change of the body alignment

Figure 4. Rate of Perceived Exertion, RPE(Borg, 1998)

감소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
Alternately conduct all
kinds: Each 50 times 1 set
30 sec of break time
between exercise

p<.05).

12.57±5.62

감소하여 중심점에 가까워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어깨기울기의 변화는 운동군 실시전

∙
∙
∙
∙
∙
∙

실

감소하여 중심점에 가까워졌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55,
통제군은 실시 전

Alternately conduct all kinds:
Two times a
Each 50 times 1 set
week 16
3o sec of break time
weeks
between exercise

14.71±9.06 ㎜에서

실시 후

5.75±4.59%로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4.834,
압 비율인

50:50에

%에서

p=.002),

이상적인 족저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군에서는

왼발 족저압의 변화는 실시 전
47.30±2.12%

감소하여 통계적으

48.88±2.88 %에서

변화하였고, 우측 족저압은 실시 전

실시 후

52.69±2.12%로

실시 후

52.11±2.88

양쪽 족저압의 차이는 거의

좌․우 족저압 차이 또한

.

13.17±5.26%로

5.50±1.98%에서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와 어깨기울기 그리고 골반기울기를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
과적이고

자세균형에

Woo(2016)의

Table 6. Change of the plantar pressure balance
Subject
Exercise
group
(n=7)

Control
group
(n=7)

(Unit;%)

Before

After

t

p

Left foot

44.30±4.71

48.83±2.11

-2.332

.058

Right foot

55.70±4.71

51.17±2.11

2.332

.058

Difference values
of both foot

13.31±4.30

5.75±4.59

4.834

.002

Left foot

48.88±2.88

47.30±2.12

1.105

.311

Right foot

52.11±2.88

52.69±2.12

-1.105

.311

Difference values
of both foot

5.50±1.98

13.17±5.26

.395

.706

Classification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에서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정신장애

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신체건강을 위협하는 전방머리자
세와 둥근 어깨자세 등 경추의 불균형을 건강한 경추 C각으
로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골반 기울기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은

12주간의

Park(2015)

수동적 신체정렬운동인 바른체형운동을 남자 청

소년에게 적용한 결과 머리 기울기와 어깨 및 골반 높이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16주간의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통

해 여성 노인의 자세균형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실험군에서
는 머리기울기, 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의 변화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바른체형운동 프로그
램이 여성 노인의 머리기울기, 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의 개

Ⅳ.
1.

선에 매우 효과적이며, 중심점에 가까운 균형 잡힌 자세 개
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자세균형의 변화

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체형불균형인 여자 중학생들의 머리와 상지 및 자세의 변화

노인의 노화와 운동 부족 등은 근력의 약화와 자세의 불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Kim(2013)의

연구, 좌우체형불균형

균형을 초래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을 줄 뿐 아

인 여자 고등학생의 자세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

니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과 낙상 및 골절 등의 유발은 물

으로 보고한

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Lord,

기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Chapman, Munro & Tiedemann, 2002)

Murray,

일반적으로 노인은 호

르몬 변화, 운동신경 저하, 근.골격계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골격계의 변형과 신체의 변화가 나타난다(Jeon,

et al., 2005).

대표적인 신체의 변화로는 척추의 압박으로 점차 척추의 길

Son(2014)의

연구와 정신장애인의 경추와 골반
Woo(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신체부정렬을 가진 남자 청소년의 자세균형에 효
과적이라 보고한
10주간

Park(201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필라테스운동이 여중생의 머리, 상지 및 자세변화에

효과적이라는

Kim(2012)의

연구와

12주간

척추운동 프로그

이가 감소하며 허리가 굽거나, 흉추와 경추의 만곡이 심해져

램이 척추측만증 학생의 허리와 골반의 자세교정에 효과적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전방전위 자세가 된다(Frontera

라는

2000).

et al.,

척추의 변형은 상·하체 길이 비율이 달라지거나 키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어 자세불균형을 일으키고, 근골격계의
노화로 다리가 휘어지는 하지의 변형 증상도 나타난다(Lee,
2008).

노인의 무릎 굽음증 또한 상·하체의 자세변형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되며, 자세불균형을 초래한다(Kim,

2015).

자세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영양공급 프로그
램, 약물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그 중 운동 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Kim,
Kim(2012)은 10주간

& Yang, 2009)

필라테스 운동을 S시 여중생 6명을

Han(2004)의

연구, 그리고 성인 남성의 머리와 골반의

자세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Hwang(2012)의

연구와

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
여 분석한 결과

16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필라

테스 운동이나 척추운동 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
로써 바른체형운동이 자세불균형 개선에 있어 다른 운
동과 동일한 운동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16주간의

바른체형운동이 필라테스와 척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머리와 상지 및 자세의 변화에 효과적

추운동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자

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2013)은 12주간

세불균형 개선에 동일한 운동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로그램을 척추

각이

바른체형운동 프
여

이러한 결과는 여자 중학생, 여고생은 물론 정신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중생의 체형불균형 개선에

와 남자 청소년들의 자세불균형 변화 개선에 효과적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라는 선행연구들(Kim,

Cobb's

10°

이상으로 진단된
Son(2014)은

20명의

바른체형운동

이 체형의 좌우 대칭 불균형이 나타난 여고생들의 머리기울

Park, 2015)도

2013;

같은 결과이다.

Son,

2014;

Woo,

2016;

향후 자세불균형인 남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본 연구에서도

16주간의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여성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노인의 족저압 균형의 변화에서 오른발, 왼발 족저압 균형의

이 남자 노인들의 신체 정렬을 통한 균형능력 강화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족부

및 근력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균형이 이상적인

되며, 하체근력이 약화된 노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50%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은 체형
불균형인 여고생의 족저압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한
Son(2014)의

연구와 6주간

PNF

운동이

20대

의 족저압력 균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부정렬 증후군

Choi, & No(2011)

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필라테스 운동이
2.

균형의 변화

렵게 하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Liu

& So, 2008).

나이

가 들어감에 따라 역학적 특성상 관절가동범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발목관절의 굽힘, 발바닥의 안쪽 번짐, 가쪽 번
굽힘의

관절가동범위가

노화로

인해

감소된다

(Vandervoort, Chesworth, Cunningham, et al, 1992).

특히 건

강상의 문제가 없는 노인일지라도 노화로 인해 발목의 관절
가동범위는 변화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남자노인보다 여자노
인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Choi, 2001).

Jeong, &

노인의 발에 문제가 생기면 발의 통증과 발목

약화로 인해 계단 오르기나 신체 균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Menz,

& Lord, 2001),

보행의 기본기능 수행 및 보행

기능의 제한을 일으킨다(Dunn

et al., 2004).

발의 균형은 자세의 균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비정상
적인 무게 중심의 이동에 따라 자세불균형 및 척추변형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척추의 측만 정도가 클수록 좌우 신체의
불균형은 커져 족저압에도 영향을 미친다(Lim,

2014).

자세불

균형 및 족저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족부 통증환자 등
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균형감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각종 발 관련 질환에 따른 변형과 영향을 분석하는 다
양한 분야로 사용되고 있다(Park
Cho(2010)는

여성의

좌, 우측의 족저압력 균형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

하지 근골격계의 기능 저하는 정상적인 보행을 어

짐,

20대

& LEE, 2007).

필라테스 운동을

20대

여성에게 진행한 결과

자세 개선에 효과적이였으며, 족저압력의 좌, 우측의 발 균형
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은 발반사요법과 정맥이완요법을

33명의

고한

Cho(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발반사요법과 정

맥이완요법이 여성노인의 족저압력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한

Yoo(2013)의

연구와 요부 안정화 운동

이 족부 불균형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음을 보고 한
Kim, & Lee(2010)의

따라서

16주간

Lee,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은

PNF

운동이나

필라테스 운동, 발반사요법과 정맥이완요법, 요부 안정화 운
동 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족저압의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바
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발의 균형과 자세의 균
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불균형의
개선으로 인한 무게 중심의 바른 이동이 신체의 좌우 족저압
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넘어짐 옆
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자세 불균형, 근력 저하, 근육 불균
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의 낙상 예방
과 안정적인 보행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해 볼 때 머리기울기와 어깨기울기의 개선이 척추의
안정화 및 상체정렬을 개선시켜 자세균형이 향상되었다고 사
료된다. 또한 골반기울기의 변화가 하지의 안정화 및 정렬에
도 도움을 주어 족저압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Yoo(2013)

Ⅵ.

여성노인을 대상에

게 실시한 결과 족저압력 분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족저
압력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Lee,

Kim, & Lee(2010)도

요부

신체부정렬을 가진 환자

10명에게

본 연구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자세균형 및 족
저압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성노인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족부 불균형 및 요부 각도에 있

명을 대상으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을

어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고,

회, 1회

12주간

Son(2014)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양쪽 발 모두 이상적인 균형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50%

60분씩,

총

36회로

16주간,

14

주2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비율에 가까워진
첫째,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여성노인들의 머리, 어깨,

자세균형의 변화에서 모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상

·

하체 자

세균형의 변화 및 척추와 골반의 불안정성을 개선시키고 하
지근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자세불균형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ver.2)이 여성노인의 족저압
균형의 변화에서 왼쪽 족저압과 오른쪽 족저압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바른체형운동 프
로그램이 여성노인들의 족저압 균형에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
하며, 자세균형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족저압력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여성노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개선뿐만 아니
라 하지근력 강화를 위한 노인운동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신
체적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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