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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self-paced walking exercises in eld-

erly women with hypertension, hyperglycemia, and hypercholesterolemia. Thirty-eight elderly women with

hypertension, hyperglycemia, and hypercholesterolemia (16 hypertension, 11 hyperglycemia, 11 hyper-

cholesterolemia), aged between 65 and 80,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Each subject partici-

pated in a self-paced walking exercise five times a week for twelve weeks from 26 June to 16

September 2006. The changes between pre- and post- exercise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of a

paired t-test with the SPSS version 12.0 package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systolic

blood pressure (p<.01)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p<.05), blood glucose (p<.05), and cholesterol in the

blood (p<.01). These results show that self-paced walking exercises may be helpful in treating elderly

women with hypertension, hyperglycemia, and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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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사회, 경제 및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생활수준

의 향상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

을 연장시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증가시킴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 시대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3년에는 8.3％, 2010년에는 10.7％, 2019년

에는 14.4％, 2026년에는 20.0％, 2030년에는 23.1％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

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단기간

에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 비해 203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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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 70세 이상 인구는 3.9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2000년에는 75.9세(남 72.1세, 여 79.5

세)이며, 향후 2030년에는 81.5세(남 78.4세, 여 84.8세),

2050년에는 83.0세(남 80.0세, 여 86.2세)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01). 이렇게 증가하는 노년층의 인구

구조를 보면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의 6

0％에 이르고, 8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인구수가 남성의

인구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나이가 들수록 노인층의 문제는 주로 여성 노인의 문

제라 볼 수 있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인 개

개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

하게 된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산업화, 정보화는 영

양의 과잉 섭취, 신체활동의 부족, 과중한 신체적 및 정

신적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여 비만, 심장병, 고혈압, 뇌

졸중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다

(박진기 등, 2000). 이러한 사실과 일치하게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병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정경희 등, 2001), 60세 이상 고령자에

서 볼 수 있는 주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을 보면 고혈

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간질환, 위암의 순으로 나

타났다(통계청, 2003). 이러한 질환은 만성적이고 복잡

하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결

국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는 노인의 정상적인 기능과 일

상생활을 방해하여 노인의 삶에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Roy와 Thomas, 1986).

이로 인해 노인에게 나타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가 보건 정책도 치

료보다는 예방중심으로 변화되어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서영준 등, 2004). 생활습관을 형

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신

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영양 섭취의 질적, 양적인 측면은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국민 중 만 20세 이상 성인의 규칙

적인 운동 실천율이 20.6％에 불과할 정도로 신체활동

측면에서의 개선은 미비한 수준이다(최정수 등, 2002).

따라서 운동 실천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

며,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볼

때, 걷기 운동은 운동의 효율성과 간편성 및 낮은 상해

가능성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누구에게나 권고할만한 운동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임 등, 2003; Wennberg 등, 2006).

본 연구는 가정이나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경

제적으로 쉽게 할 수 있어 운동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걷기 운동 프로그램 가운데, 스스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여성 노인에게서 볼 수 있

는 성인병인 고혈압, 고혈당증 그리고 고콜레스테롤혈

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논산군 소재 9개 면지역에 소속

된 65세 이상 여성 노인으로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을 조사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 노인을 선별하여 연구

대상자로 정하였다. 고혈압 대상자는 수축기혈압이 140

㎜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Hg 이상일 때 고

혈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대한노인병학회, 2005), 최고

혈압이 140 ㎜Hg 이상인 여성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고

혈당증의 경우는 1997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당뇨병 기준 가운데,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다음 혈장

포도당 농도가 200 ㎎/㎗ 이상일 때(대한노인병학회,

2005) 고혈당증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후 2시

간이 지난 후 혈당이 200 ㎎/㎗ 이상인 여성 노인으로

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240 ㎎/㎗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에 따라(대한노인병학회,

2005)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240 ㎎/㎗ 이상인 여성 노

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

들 가운데 이전에 낙상의 경험이 없으며, 최근 2년 간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없었고, 복시나 시야에 문제가

없으며, 옥외 보행이 자립으로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으면서, 운동 수행에 제한을 주는 통증이 없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위에 열거한 기준을 근거로 총 38명(고혈압 16명, 고혈

당증 1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11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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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고혈압

(n1=16)

고혈당증

(n2=11)

고콜레스테롤

혈증(n3=11)

나이(세) 70.8±2.6a 66.7±1.5 72.3±3.7

몸무게(㎏) 58.8±9.1 62.6±7.5 57.2±14.0

신장(㎝) 149.0±4.5 153.8±4.2 150.9±4.8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8)

2. 실험설계 및 기간

본 연구는 실험군의 전후 설계(experimental group

pre-post test design)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걷기운동을 시

작하기 전, 면접 조사를 통해 선별된 연구 대상자 모두

에게 혈압과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사전

조사). 그 후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운

동을 종료한 다음 다시 연구 대상자 전원에게 재검사를

실시하였다(사후 조사).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은 주 5회,

12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9월 16일까지였다.

3. 운동방법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은 대상자가 살고 있는 논산군

소재 9개 면지역에 소속된 보건진료소에서 모여서 참여

자들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걷기운동을

하기 전에 보건진료소장이 인원을 점검한 후 걷기운동

의 방법을 다시 확인시켜 준 다음 준비운동을 하여 가

볍게 몸을 이완시키도록 하였다. 걷기운동의 거리는 4

㎞이었으며, 걷기 속도는 여성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

라 자신이 조절하도록 하였고, 가능한 일상생활을 할

때의 보행 속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걷기가 끝

난 후에 다시 함께 모여 가볍게 정리운동을 하여 몸을

이완시킨 후 해산하였다.

4. 측정방법2)3)

연구대상자의 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거주하는 논산군 소재 9개

면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이 모임을 갖고 측정 도구 및 방

법에 대해 논의를 거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도

록 하였으며, 측정 장소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혈압은 전자식 혈압

계
1)
를 이용하여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 활동에 의한 혈압상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검사 장소에 도착 후 심박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

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혈당과 혈중콜레스테롤을

측정한 혈액검사기2)는 혈당의 경우 20∼600 ㎎/㎗, 콜

레스테롤은 150∼300 ㎎/㎗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혈

액검사기이며,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다음, 보건진

료소장이 대상자들의 손가락 끝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

한 후 측정하였다.

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연구대상자들의 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운동 전과 운동 후의 혈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의

변화에 대해 대응비교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

계 처리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

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여성 노인의 일반적 특징

연구 대상 여성 노인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고혈압

대상자의 경우 연령은 70.8세, 체중은 58.8 ㎏, 신장은

149.0 ㎝이었다. 고혈당증대상자의 경우 연령은 66.7세,

체중은 62.6 ㎏, 신장은 153.8 ㎝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

증 대상자의 경우 연령은 72.3세, 체중은 57.2 ㎏, 신장

은 150.9 ㎝이었다(표 1).

2. 자기페이스 걷기 운동이 고혈압, 고혈당증,

고콜레스테롤증에 미치는 효과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여성 노인의 고혈압, 고혈당

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먼

저 고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운동 전에 최고혈압

은 148.2 ㎜Hg이었고, 운동 후에는 137.5 ㎜Hg로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최고혈압이 감소하였다(p<.01).

또한 최저혈압은 운동 전에 88.3 ㎜Hg이었고, 운동 후

에 80.5 ㎜Hg로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최저혈압

1) TM-2654, And Co., MA, U.S.A.

2) ACCUTREND GC., Roche Diagnostics Korea,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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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운동 전 운동 후 t p

혈압(㎜Hg)
수축기 148.2±8.1

a
137.5±12.6 3.104 .007

이완기 88.3±7.1 80.5±9.4 2.788 .014

혈당(㎎/㎗) 228.5±33.5 182.9±36.4 2.461 .034

혈중콜레스테롤(㎎/㎗) 256.3±18.7 196.2±42.4 5.437 .000
a
평균±표준편차.

표 2. 연구대상자의 실험 전과 후 혈압, 혈당, 혈중콜레

스테롤 비교 (N=38)

역시 감소하였다(p<.05).

고혈당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혈당이 운동 전에는

228.5 ㎎/㎗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82.9 ㎎/㎗로 감소

하였다(p<.05).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혈중콜레스

테롤이 운동 전에는 256.3 ㎎/㎗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96.2 ㎎/㎗로 감소하였다(p<.01)(표 2).

Ⅳ. 고찰

박용억(1982)은 노인을 인구학, 사회과학 그리고 노

인 복지법에서 기준 연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의 사람으로서,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

어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 보수적이

고 온건하며 의존성을 띠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어진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조유향(1995)은 보다 더

단순하게 노인을 노화로 인해 신체의 다면적 기능과 생

활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노화

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저하이다. 그리고 이러

한 기능 저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86.7％가 만성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만성질

환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65～69세

노인의 경우 85.2％, 70～74세 노인의 경우 87.6％,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87.8％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한노인병학학회, 2005).

우리나라 노인성 만성 질환 중 고혈압의 유병률은

남자 55％, 여자 60％ 이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

서 고혈압의 발생률이 높았고,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뇨병의 경우는 60세

이상 인구 중 약 9～12％, 심지어는 22％에서 당뇨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데, 20세～34세 사이의 여성 중 8％만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었던 것에 비하여 65세～74세 여성에서는 39％가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나타났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이러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학

자들은 적절한 운동을 추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

천되는 운동으로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웨이

트 트레이닝 그리고 걷기를 포함한 운동프로그램이 있

다. 이러한 운동은 최대하 유산소 운동능력, 심박수, 근

육의 유연성, 복근의 강화와 같은 유익한 효과가 있다

(최종환, 2003). 따라서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과

같은 저강도 혹은 중강도의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 근

력 및 심폐지구력의 향상과 적절한 신체 성분과 혈액

성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성 노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약물처치 이외에 신체활동의 증가가 혈압 강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ACSM, 1993;

Tipton, 1991).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고혈압환자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때, 수축기 혈압

은 평균 10～12 ㎜Hg, 이완기 혈압은 5～7 ㎜H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CSM, 1993, Hirofumi

등, 1997; Tipton, 1991). 이와 일치하게 Seals 등(1997)

은 혈압이 높은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낮은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0

㎜Hg, 이완기 혈압은 7 ㎜Hg 감소하였다고 보고함으로

운동이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낮은 강도의

운동 역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

내에서도 운동이 혈압을 강하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먼저 박상갑 등(2000)은 40대

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최대심박수의 50％의 운동강도

로 20주간 주 5회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실시하여 수축

기 혈압은 24.6 ㎜Hg(14.9％), 이완기 혈압은 6.9 ㎜

Hg(7.16％)를 감소시켰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주립과

김덕중(2003)도 안정시 혈압이 150/90 ㎜Hg 이상인 5

8～63세 사이의 고혈압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주 4회 단전호흡과 걷기운동을 시킨 결과 걷기운동군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2 ㎜Hg, 이완기 혈압이 12 ㎜Hg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나승희(2004)는 60세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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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강도가 최대심박수의

50～60％인 걷기운동을 12주간 주 5회 50분간 지속적으

로 시킨 결과 수축기 혈압은 23 ㎜Hg, 이완기 혈압은 5

㎜Hg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강호율 등(2004)은 4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점진적으로 걷기

거리를 늘리면서 트레드밀 걷기운동을 주당 4회 시킨 결

과 수축기 혈압은 12 ㎜Hg, 이완기 혈압은 5 ㎜Hg 감소

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김덕중(2004)은 58～63세 비만남

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낮은 강도로 걷기운동을 50분

시킨 결과 수축기 혈압은 약 11 ㎜Hg 감소한 반면, 이

완기 혈압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결과들

은 걷기운동이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여성 노

인의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걷기운동을 하기 전에 최고 혈압이 148.2 ㎜Hg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37.5 ㎜Hg로 최고혈압이 10.8 ㎜Hg(7.2％)

감소하였고, 최저 혈압은 88.3 ㎜Hg에서 80.5 ㎜Hg로

7.8 ㎜Hg(8.8％) 감소하여 타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

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4 ㎞를 자기페이스로 걷는 운

동을 꾸준히 한다면 여성 노인들의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당뇨병의 경우는 복부지방의 증가(Perriello 등, 1995)

와 신체활동의 감소(Mayer-Davis 등, 1998)가 주된 원

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뇨병의 발병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증가에 따른 체지방 감소와 인

슐린 감수성의 향상이 요구된다(Eriksson과 Lindgarde,

1991). 따라서 운동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감소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상갑

등(2000)은 40대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최대심박수의

50％의 운동강도로 20주간 주 5회 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당이 64 ㎎/㎗(38.2％)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영란 등(2001)은 성인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분당 120보의 속도로 걷기운동을 시킨 결과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혈당이 22.7％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

다. 반면 강호율 등(2004)은 폐경기 여성 중 공복 시

혈당이 100 ㎎/㎗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트레드밀에서 걷기운동을 시킨 후 경구혈당검사를 실시

한 결과 혈당은 운동 전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함으로 걷기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다양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혈당이 걷기운

동 전에 228.6 ㎎/㎗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82.9 ㎎/㎗

로 45.6 ㎎/㎗(19.97%) 감소하였다. 이는 박상갑 등

(2000)과 이영란 등(200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

로 정기적인 신체활동이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유익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혈압의 발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지만

비활동적인 생활패턴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의 불균형이 큰 원인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Ferrara

등, 2002). 유산소 운동은 혈중지질 중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김인홍, 2002; 김현수, 2003; Durstine 등,

2001). 최성근과 노호성(2002)은 폐경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16주간 주당 2회로 LT(lactate threshold) 수

준에서 자전거 타기, 걷기, 에어로빅댄스를 60분 동안

시킨 결과 총콜레스테롤이 10.38％ 감소하였다고 하였

다. 나승희(2004)는 60세 노년 여성 고혈압 환자를 대

상으로 최대심박수의 50～60％의 운동강도로 12주간 주

5회 50분간 걷기 운동을 시킨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

가 약 11 ㎎/㎗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김덕중(2004)

은 58～63세 남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낮은 강도로

걷기운동을 50분 동안 시킨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9.5 ㎎/㎗에서 186.3 ㎎/㎗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고영애 등(2007)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운동을 24주, 주 3회, 1회당 30분 이

상 시킨 결과 총콜레스테롤이 걷기운동 전에는 233.8

㎎/㎗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97.8 ㎎/㎗으로 36.0 ㎎/㎗

(15.4%)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

페이스 걷기운동 전에는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6.3 ㎎

/㎗이었지만, 운동 후에는 196.2 ㎎/㎗로 60.1 ㎎/㎗

(23.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강도라 할지

라도 규칙적으로 걷기운동 또는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자기페이스로 자신의 건강상태

에 맞게 걷는 운동일지라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혈

압, 혈당, 혈중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 성인병을 예

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운동 효과를 알

아보지 못한 점과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걷기운동의

우수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어, 일반 노인

에게 확대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차후로 다양한

강도와 환경에서 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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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페이스 걷기운

동이 고혈압, 고혈당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은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9월 16일까지 12주간이었으며, 주

당 5회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논산군 소재 9개 면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이었으며, 걷기운동

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한 여성 노인 38명(고혈압 16명,

고혈당증 1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11명)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12주 동안 걷기운동을 실시한 후,

다시 재측정을 하여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여성 노인

의 고혈압, 고혈당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혈압의 경우 걷기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최

고 혈압이 148.2 ㎜Hg에서 137.5 ㎜Hg로 감소하였고

(p<.01), 최저 혈압은 88.3 ㎜Hg에서 80.5 ㎜Hg로 감소

하였다(p<.05).

2. 고혈당증의 경우 걷기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228.5 ㎎/㎗에서 182.9 ㎎/㎗로 감소하였다(p<.05).

3.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걷기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에 256.3 ㎎/㎗에서 196.2 ㎎/㎗로 감소하였다(p<.01).

위의 결과로 보면 자기페이스 걷기운동이 고혈압을

낮추고, 고혈당을 감소시키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감소

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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