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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태극권이 노인의 균형과 센서 USN을 이용하여 발목  근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36명을 태극권을 시행한 실험군과 태극권을 하지 않은 

조군을 각각 18명씩 무작  배정하 다. 실험군은 태극권을 주 3회 6주 동안 18회 실시하 다. 모든 상자

는 실험 과 실험 후에 정   동 균형검사와 센서 USN을 이용하여 발목  근활성도 변화를 측정하

다. 정 균형은 기능  뻗기 검사, 동 균형은 외발서기검사 그리고 발목  근활성도 측정은 을 감고 발을 

모아 서있는 자세에서 안뜰계에 평류안뜰 자극을 용한 상태에서 측정하 다. 연구결과, 정   동 균형 모

두 두 집단 간 통계 인 차이를 나타냈고, 발목  근활성도 분석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태극권이 노인에게 균형과 발목  근활성화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ffect of Tai Chi on balance and muscle activity of ankle joints with USN sensor in elderly people. 

Thirty six elderly participated and randomly assigned to a experimental group with Tai Chi and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trained using a Tai Chi through 3 times per a week over 6 weeks. For all subjects, their balance such as functional reach test and one 

leg stance test, the change of muscle activity of ankle joints with USN sensor wireless-electromyogram during leg closed stance with eye 

closed were measur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The results were of a signigicant changes to the balance in group and between 

group as well.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left tibialis anterior and left gastrocnemius i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right tibialis anterior and right gastrocnemius i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between group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dditional results indicated that, elderly people who received Tai Chi in 

one study, improve balance control and muscle activity ankle joint. so it is anticipated that improvement in clinical utilization for the 

elderly who's gait ability and balance abilit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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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노인에게 편리함과 안 한 

생활을 제공하고, 신체기능이 하된 노인에게는 유비

쿼터스 헬스 어(U-health care)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다[1]. 이러한 기술

의 발 에도 불구하고 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서

의 문제 은 낙상과 그로 인한 2차  손상이다[2]. 노

인에게서 낙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으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균형조 능력

의 감소와 동반되는 기능  운동성 장애를 들고 있다

[3-4].

균형조 은 안뜰감각(Vestibular sense), 시각(Vis-

ion), 고유수용성감각(Proprioception) 등으로부터 온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동요에 따

르는 균형조 의 회복에는 발목  략이나 엉덩

 략, 는 두 략을 함께 사용해서 서 있는 균형

을 유지한다[5]. 발목  략은 견고한 지지면에서 

은 동요가 있을 때 일상 으로 사용되며, 제일 먼  

나타나는 자세조  략으로써[6], 발목 의 근육 

수축을 통해 바로 서기 균형을 일차 으로 회복하

는 것을 말한다[7]. 엉덩  략은 발목  략이 

과도한 흔들림 조 이 유용하지 않을 때에 발목

의 역회 을 이용하여 크고 빠른 동작에 반응하여 균

형을 회복하는데 이용한다[6-7].

발목 의 모든 움직임은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

는 것과 련이 있으며 발과 지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 하므로 걷기와 균형에 필수 인 요소이다[8]. 

한 인체의 구성  발목 과 발의 일차  기능은 

자세 동요에 한 균형조 과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

고, 하지의 진행을 제공하는 것이다[7]. 이를 해서는 

충분한 발목  가동범 와 근력  고유수용성 감

각이 필요하다[9]. 특히 노인에게서 발목 의 발등 

굽힘근이 약하면 노인의 균형유지 능력은 크게 감소

된다[10]. 따라서 노인에게 발목 의 가동범 를 증

가  주변근육을 강화시켜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그러나 다수의 노인은 운동 로그램 참여 기

회가 없어서 노화가 빨리 오고 기능이 더욱 축된다

[11].

태극권은 강도의 심신운동이고 조용하고 부드러

운 동작으로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며,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특별한 기구 없이도 쉽게 운동할 수 있

다[12]. 한 발목 의 가동범 를 증가시켜 주며

[13], 하지의 근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하

다[14]. 그러나 태극권이 노인에게 발목 의 근활성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선행연구가 부

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극권 운동 경험이 없는 65

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6주간의 태극권 운동 로

그램이 노인의 균형과 센서 USN을 이용한 발목

의 근 활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유비쿼터스 헬

스 어 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임상기 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자

연구 상자는 라북도에 소재한 A 경로당에 다니

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36명을 상으로 무작  

18명씩 추출하여 태극권을 용한 실험군과 태극권을 

용하지 않은 조군으로 배정하 다. 상자는 보조

도구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자, 운동수행에 제한을 

주는 통증이 없는 자, 균형 유지능력에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하

지 골  등의 정형외과 인 문제가 있는 자는 제외 

되었다. 한 본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으며 연

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perimental 
group(n=18)
M(SD)

Control 
group(n=18)
M(SD)

t p

Age 74.88(3.39) 77.39(4.27) -1.944 .06

hight(㎝) 163.4(4.56) 164.67(3.59) -.929 .359

weight(kg) 58.99(10.39) 61.31(8.75) -.722 .475

FRT(㎝)* 20.76(.64) 20.52(.63) 1.114 .273

OLST(sec)** 6.23(1.91) 5.25(1.86) 1.56 .128

* FRT : Function Reach Test

** OLST : One-Legged Stance Test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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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차  측정도구

2.2.1. 실험 차

연구자는 태극권 회에서 인정받은 우슈 체육  

문 강사에게 태극권 운동법을 한 달 동안 교육을 받

았다. 태극권 운동 로그램은 태극권 문 강사의 자

문을 받아 태극기공 18식을 선정하 다. 운동 첫날은 

태극권 문 강사가 직  참여 지도하 고, 그 이후로

는 연구자와 보조2명이 운동을 진행하 다. 운동방법

은 6주 동안 주 3회 1회에 55분간 실시하 다. 운동 

동작은 세분화하여, 시범, 찰과 반복 동작으로 습득

하게 도와주었고, 운동 횟수나 강도는 차 늘려가되, 

무릎을 구부리는 정도는 상자의 상태나 통증의 정

도에 따라 다르게 하 다. 운동은 태극권 음악에 맞추

어 진행하 고, 태극권 동작은 2-3회 반복하 다. 운

동구성  시간은 표 2와 같다.

Section Contents Time

warm up
breathing exercise
stretching and joint exercise

10 
min

Tai Chi 
exercise
(repeated 
2-3 
times)

1. raise arms 2. open arms 3. 
paint a rainbow 4. separate 
clouds 5. roll arms 6. row a 
boat 7. balance a ball 8. gaze at 
moon 9. turn waist and push 
palm 10. cloud hands 11. scoop 
the sea 12. push the waves 13. 
dove spreads wings 14. punch 
15. fly like wild goose 16. rotate 
the wheel 17. steps and bounce 
ball 18. close

35 
min

Cool 
down

stretching and joint exercise
breathing exercise

10 
min

표 2. 태극권운동 로그램
Table 2. Tai-Chi exercise programme

2.2.2. 균형측정 

본 연구에서 균형 측정은 동 균형과 정 균형으로 

나 어 측정하 으며, 동 균형능력은 기능  뻗기 검

사(Functional Reach Test: FRT)로 상자는 선 자세

에서 어깨 을 90도 굴곡하여 평행하게 앞으로 뻗

도록 하여, 시작 자세에서 최 한 앞으로 뻗었을 때의 

세 번째 수골두 끝가지의 거리를 한번 연습 후 이

동거리를 측정하 다. 정 균형 능력은 외발서기 검사

(One-Legged Stance Test: OLST)로 측정방법은 양

팔을 벌리고 외발로 서 있는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

다. 상자들로 하여  한 번씩의 연습을 하게 한 

후 오른발로 서있는 시간을 2회 측정하여 최 값을 

결과 자료로 채택하 다.

그림 1. 무선근 도기(왼쪽 그림)와
평류안뜰자극기(오른쪽)

Fig. 1 wireless-EMG(left) and GVS(right)

그림 2. 무선 근 도를 이용한 USN 센서
Fig. 2 Block diagram of USN sensor with wireless- 

electromyogram

2.2.3. 센서USN을 이용한 발목  근활성도 측정

발목  주변근육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한 

센서 USN은 그림 1과 같이 무선 표면 근 도기

(Laxtha-LXM5308, Korea)를 사용하 다. 근 도

(Electromyogram: EMG)는 근육의 기  활동을 정

량 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2와 같이 신

호 달의 정보는 근 수축 시 생성된 운동신경원의 활

동 를 기록 극을 통해 얻어낼 수 있고, 표면 근

도는 신호의 진폭과 근섬유의 수, 탈분극화 된 섬유의 

크기를 운동신경원의 활동  신호합산으로 측정하

며, 측정된 근 도의 진폭은 운동단  탈분극 비율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15]. 근 도 부착부 는 앞 정



JKIECS, vol. 10, no. 3, 425-432, 2015

428

강근(Tibialis anterior)과 장딴지근(Gastrocnemius)으

로 하 으며, 피부 항을 최소화하기 해 극 부착

부 를 알코올로 닦고 완 히 마른 후에 극을 부착

하 다. 근 도의 신호는 실효치 진폭(Root Mean 

Square: RMS) 처리를 하 다. 실효치 진폭은 1  동

안 1000개의 신호를 상으로 수집된 근 도 신호로

부터 실효치 진폭값은 window length 0.125 , 

window overlap 0.0625 를 분석변수로 하는 moving 

widow를 사용하 으며 구하는 공식은 (1)와 같다. 근

도 신호를 상자간 비교나 근육간의 비교를 하기 

해 표 화과정을 실시하 고, 근 도 신호를 표 화

하는 방법은 특정 동작의 근수축을 기  수축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으로 삼아 

이를 기 으로 표 화하 다. 양발을 모아 서있는 자

세를 기 으로 하 고(RVC*), 을 감은 상태에서 안

뜰계 교란을 이용하여 하지근 수축을 유도(Task 

Oriented: TO**)한 RMS 값을 산출하여 %RVC로 각 

근육들의 근 도 신호를 정규화 하 다. %RVC 공식

은 (2)와 같다.

 





(1)

 EMG values in RVC 
EMG values in TO 

×  (2)

상자의 안뜰계에 교란을 주기 해 평류안뜰자극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를 이용하

다. 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류에 하여 민

감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상맥동 류(mono- phasic 

pulsed current)를 사용하 으며, 자극기구는 그림 1과 

같이 기자극기(Endomed 582, Netherlands)를 사용

하 다. 자극강도는 1.0㎃, 맥동시간은 200ms, 맥동간 

간격은 700ms, 맥동기간은 2.5sec로 하 고, 극배치

는 음극을 우측 유양돌기부에 부착하 다. 자극시간은 

30 의 조건으로 상자가 양발을 붙이고 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용 SPSS 18.0

을 이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동질성 비

교를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 고, 균형과 근활성도의 집단 내 변화 비교를 

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 으며, 

균형과 근활성도의 집단 간 변화 비교를 해 공분산

분석(ANC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Ⅲ. 결 과

3.1.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분포

실험군과 조군에서 평균연령, 평균신장, 평균체

, FRT, OLST의 모든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연구변수는 없었으므로, 두 집단이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1).

3.2 정 균형과 동 균형의 집단 내 변화 비교

집단 내 정 균형에서는 실험군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1), 동 균형에서도 실험군에서만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1),(그림 3).

그림 3. 정 균형과 동 균형의 집단 내 비교
Fig. 3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balance in 

group

그림 4. 정 균형과 동 균형의 집단 간 비교
Fig. 4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balance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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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 균형과 동 균형의 집단 간 변화 비교

두 집단 간 정 균형와 동 균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그림 4).

3.4 을 감은 상태에서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변화 비교

을 감은 상태에서 우측 앞정강이근과 장딴지근의 

집단 내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1),(p<.05),(그림 5), 좌측 앞정강이근과 장

딴지근 집단 내 비교에서도 실험군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1),(p<.05),(그림 6).

그림 5. 을 감은 상태에서 우측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변화비교

Fig. 5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right tibialis 
anterior and right gastrocnemius during eyes closed 

in group

그림 6. 을 감은 상태에서 좌측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변화비교

Fig. 6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left tibialis 
anterior and left gastrocnemius during eyes closed in 

group

3.6 집단 간 을 감은 상태에서 근활성도 비교

을 감은 상태에서 집단 간 근활성도 비교에서 앞

정강이근과 장딴지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p>.05),(그림 7).

그림 7. 집단 간 을 감은 상태에서 근활성도 
비교

Fig. 7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during eyes 
closed between groups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노인들을 상으로 태극권을 

6주간 실시한 결과, 운동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발목

 근활성도는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으므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균형능력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 결과는 평균 70세의 여성

노인들에게 주 3회 1시간씩 12주간 태극권을 실시 한 

후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김종휴[11]의 보고와 일

치하며,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주1회 50분씩 

8주간 태극권을 실시하여 균형능력이 향상 되었다는 

김숙자[16]의 보고와도 일치 하는 결과 다. 따라서 

태극권이 균형능력 향상에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ckstein 등[17]의 연구에서 자세조 이나 균형 조

을 한 자세동요 유발이 안뜰계 자극과 을 뜨거

나 감는 등 시각 자극이 효과가 있다고 하 으며, 황

태연 등[18]의 연구에서는 당뇨성신경증 환자를 상

으로 안뜰계 교란을 한 상태에서 을 뜨고 감은 상

태에 따라서 자세동요에 차이가 있었으나, 안뜰계 교

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을 뜨고 감은 상태에 따른 

자세동요차이가 없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세조 에 따른 발목 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해 EMG와 더불어 상자에게 을 감은 상태에서 

GVS를 용하 는데, 이는 상자에 안뜰계를 교란

하고 자세동요를 좀 더 유발함으로써 발목 의 근

활성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정선[19]은 태극권이 

앞정강근과 뒤넙다리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고, 이방원[20]은 20  은이들에게 태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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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 을 때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백명화[21]는 발목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력과 유연성이 감소

하여 높아진 낙상 험도를 태극권 용 시 하지 운동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결과로 태극권은 노인들에게 균형능력증가 

뿐만 아니라 발목  근활성도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태극권은 비용이 게 들며 장소

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고 안 하게 할 수 있

다[16].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건강 리를 

해서 특정한 장소에 직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과 

같은 편리한 장소에서 모니터링  헬스 어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어[22], 앞으로는 개인건강을 해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태극권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65세이상 노인 36명을 상으로 태극권

을 용한 실험군(18명)과 태극권을 용하지 않은 

조군(18명)으로 2개의 군을 설정하여 태극권이 노

인의 균형과 발목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해 실

험군에게 6주간 태극권 훈련을 용하 다. 측정항목

은 실험 , 실험 후에 기능  뻗기 검사, 외발서기검

사, 그리고 센서 USN을 이용한 발목 의 근활성도

는 앞 정강근과 장딴지근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 균형과 동 균형 모두 두 집단 간 통계

인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발을 모으고 을 감은 상태에서 평류안뜰자

극을 용한 발목  근활성도 분석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나 나타났다.

태극권을 용한 결과 태극권을 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균형능력과 발목 의 근활성도가 향상

되었다. 따라서 노인에게 유비쿼터스 헬스 어 시스템

을 이용한 낙상 방 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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