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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intensity-controlled whole-body vibration exercise 
on architecture properties of the ankle plantar flexors in elderly women.

METHODS A randomized-controlled design was used. Three groups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VI group 
(n=15, 69.5±3.9 years), ET Group (n=13, 68.5±4.0 years), CON Group (n=15, 69.9±3.3 years)). Ultrasound 
was used to measure the architecture parameters (pennation angle, fascicle length and muscle thickness) 
in the triceps surae muscles. And also, circumference of the lower leg was measured. During the 8-week 
exercise protocol, elderly women performed exercise program using their body weight on a whole-body 
vibration device (Pro6 power plate, Power plate International Ltd, UK). Changes in the muscle architecture 
and circumference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by two-way repeated measures of ANOVA (2 groups x 
4-time points, 3 groups x 2-time points), and an LSD post-hoc test and t-test were performed to determin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irwise comparison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5.

RESULTS Medial gastrocnemius became thicker after the 8 week training session (p<0.05).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parameters between VI and ET group.

CONCLUSIONS The 8-week whole-body exercise resulted in hypertrophy to the ankle plantar flexors, 
regardless of the vibration intensity control method. It seems that the whole-body vibration exercise could 
be feasible and doable exercise for elderly women. However, there is little influence on muscle architecture 
and circumference of ankle plantar flex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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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신진동운동은 하지 근력, 파워, 균형능력, 신경활

성화 및 구조적 향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엘리트 선수들[1,2]과 

건강한 성인[3,4], 노인[5-7] 및 뇌졸중 환자들[8,9]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될 정도로 진동운동에 대한 흥미

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0-12].

노인을 대상으로 전신진동운동의 효과를 검증한 선

행연구들이 있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24 주간의 전

신진동운동을 실시하여 점프 높이는 19.4%, 무릎의 신

근력은 15∼16.1 %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으며[13], 노

인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진동운동을 실시한 결과 

점프 높이가 4.7 %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고[14], 노인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5758/ajk.2019.21.4.8&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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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높은 빈도의 진동운동을 실시한 결과 

무릎 최대 등척성 및 등속성 신근력이 15.1∼16.5 % 증

가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15]. 또한 노인여성들을 대

상으로 10 주간의 전신진동운동 프로그램 후 내측광근

은 8.7 %, 대퇴이두근은 15.5 %의 근 비대 현상이 나타

났고[16],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신진동운동을 실시

한 결과 근 질량(muscle mass)이 3.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17]. 한편 진동운동

의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면서 진동운동이 저항성 운

동이나 다른 운동들에 비해 근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례들도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6 주간의 진동근력운동을 실시한 그룹과 정적인 운동

을 실시한 그룹의 비교에서 등속성 신근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18],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5주

간의 전신진동운동을 실시한 결과 무릎 신근력과 점프 

수행능력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1]. 또

한 뇌졸중 환자들에게 전신진동운동을 실시한 결과 전

신진동운동이 근육의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고 하였으며[9], 6 주간의 전신진동운동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발목의 주요 근육들의 근 활

성화를 살펴본 결과 운동 전과 후에 비슷한 결과를 나

타냈다고 하였다[19].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진동운동의 긍정적인 효

과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진동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1,9,18,19]. 결국 진동운동의 효과에 대해 일치된 의

견들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동운동 장비의 밑판을 통해 발생되어 전달되는 진

동 빈도(frequency)와 폭(amplitude) 및 진동의 세기

(magnitude)는 진동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데[20], 이러한 진동강도의 점진적인 증가는 노인의 하

지 근 기능[7,21]과 체력향상[1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진동강도(intensity)와 진동시

간(duration)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하지 근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들도 있은데, 10 주간 진동강도와 진동시간의 점진적

인 증가가 노인 여성의 최대 등척성 수축 값을 증가시켰

으며, 내측광근과 대퇴이두근에 근비대(hypertrophy)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16].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

로 진동 폭과 진동 노출 시간의 점진적인 증가를 통해 

족저굴곡근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으며[7], 노

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12주간 젊은 여

성을 대상으로 진동강도와 진동노출시간의 점진적인 증

가를 통해 정적, 동적 무릎 신전근력이 증가한 것을 보

고하고 있다[12].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점진적인 진동강도의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인 진동노출시간의 증가 또한 하

지의 근 기능과 근육의 구조, 체력 및 신체 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동강도

와 진동시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하지의 근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검증한 연구들

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동강도와 진동노출시간 

중 노인의 하지 근 구조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검증 할 수 있다면 노인들이 전신진동운동

을 활용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 방안을 제

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강도의 점진적인 증가와 진동시

간의 점진적인 증가 중 어떠한 요소가 노인 여성의 족저

굴곡근의 내∙외적 두께, 근섬유다발길이 및 우상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S시 소재 S병

원에서 제작한 문진표와 PAR-Q 검사도 함께 시행하여 

운동수행 가능여부를 구분하였다. 현재나 과거에 근골

격, 신경, 심혈관계 질환 및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과 제

자리 앉았다 일어서기가 가능한 대상자를 1차 대상자

로 선발하였다. 1차로 선발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서울

시에 소재하는 S 병원에서 하지 주요 관절(Hip, Knee, 

Ankle Joint)의 X-Ray 촬영 한 후 이상 없는 사람을 최

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초의학검사를 통하여 전신진

동운동 수행이 가능하고, 근 구조 측정이 가능한 65세 이

상 노인 여성 43명이다(VI 점증 그룹: 15명, ET 점증 그

룹: 13명, Con 그룹: 15명). Vibration Intensity (VI) 점

증 그룹은 8 주간 전신진동 수행 중 진동강도(진동 빈도

와 진폭)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진동노출시간은 고정

시키는 그룹이다. Vibration Exporse Time (ET) 점증 

그룹은 진동노출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진동

강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룹이다. Contro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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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전신진동운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그룹이다. 

모든 대상자들은 무작위 추출방법을 활용해  세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각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본

인이 속한 그룹을 알지 못하도록 블라인딩 하였다.

운동 시작 전 세 그룹에 배정 된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Table 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Parameter

WBV
(N=28)

CON 
(N=15) p-Value

VI (N=15) ET (N=13) (N=15)

Age (years) 69.5±3.9 68.5±4.0 69.9±3.3 0.492

Weight (kg) 59.8±7.2 60.3±7.7 60.3±7.0 0.974

Height (cm) 155.3±5.2 155.0±4.6 153.7±4.0 0.645

※ WBV: Whole Body Vibration Group. 
※ VI: Vibration Intensity Increase Group, ET: Exposure Time Increase 
Group, CON: Control Group.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와 안전을 위해 실험 방법과 절차는 대학교 기관 내 IRB 

(YUIRB-2012-013-02)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

에게 운동 프로그램과 실험을 수행 하기 전 실험의 목

적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 참

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만 실험참가 동의서 받았다. 

모든 대상자들은 진동운동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동안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운동 중단 4주 후 

측정이 완료되고 나서 I-PAQ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설계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고, 

PAR-Q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진표와 PAR-Q 검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은 실험 참가 전 기초 의학 검사를 실

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대상자들은 VI 점증 그룹, ET 점

증 그룹, Con 그룹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배정하였

다. 진동운동은 8 주간, 주 3회, 하루에 11∼32분 정도 

범위의 진동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진동운동 시

작 전 0주, 운동시간 경과 4주, 8주 및 운동 프로그램  

중단 후 4주 뒤에 각각 족저굴곡근의 내적구조와 하퇴

의 외적 둘레 변화도 살펴보았다.

운동 프로그램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동운동을 수행하여 하지근

력이 많이 증가된 선행연구[16]의 진동강도와 진동시

간을 참고로 하였으며, 족저굴곡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운동 자세를 파악하여 진동운동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진동운동 시 Power Plate사의 Pro 6 (Power 

Plate International Ltd., London, UK) 장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동운동기의 진동빈도 범위는 

25∼40 Hz이며, 진폭은 1.1 ∼2.5 mm 범위를 지닌다. 

진동운동 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각 5분씩 실시하

였다. 진동운동은 통제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에

게 8주 간, 주 3회씩, 일일 약 40분씩 실시하였다. 각 그

룹 별 진동운동의 강도와 운동기간 설정은 <Table 2>

과 같다. 진동운동은 Tow leg calf raise (TLCR), Half 

squat and heel down (HSHD), Half squat and calf 

raise (HSCR), One leg calf raise (OLCR) 등 4개의 운

동 자세로 구성하였다[16].

측정 및 분석 방법

인체 및 하퇴의 둘레 측정 

준비운동을 마친 대상자들은 침대에 엎드리도록 하

였다. 발목관절의 비골 외측(Lateral malleolus)과 에서 

시작하여 무릎 관절 위치의 비골두(Head of fibula)까지

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길이에 대한 근위 30% 되

는 지점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영상 측정 및 분석

근섬유 다발의 배열각인 우상각, 길이 및 근 두께

를 촬영하기 위해 초음파영상장비(LOGICSCAN 128 

EXT-1, Lithuania)가 사용되었다. sampling frequency

는 40 Hz로 하여 모든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준

비운동을 한 대상자는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완전히 신전 시킨 상태에서 발

목관절의 비골 외측(Lateral malleolus)과에서 무릎 관

절 위치의 비골두(Head of fibula)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였으며, 그 길이에 대한 근위 30% 지점의 둘레를 측

정하였다. 먼저 외측 비복근의 횡단면(CSA)을 측정하여 

근육의 위치와 배열들을 검사 한 후 장축(Longitudinal)

방향으로 외측비복근을 측정하고, 동일한 순서를 적용

하여 내측비복근도 측정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영상파

일로 저장하였다. 실시간 초음파 장치와 프로브를 이용

하여 40Hz로 초음파 영상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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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ercises program protocol

Intensity Duration

Period
(week)

FRE
(Hz)

AMP
(mm) NSPS DES

(sec)
Rest
(sec)

DS
(min:sec) MOD

VI Group a b c d

1 25 Low 1 1 1 0 30 180 7:30 S

2 30 Low 1 1 1 1 30 180 11:00 S

3 35 Low 2 1 1 1 30 180 14:30 D

4 25 High 2 2 1 1 30 180 18:00 D

5 40 Low 1 1 2 2 30 150 15:30 D

6 30 High 2 2 2 1 30 150 18:30 D

7 35 High 2 2 2 2 30 120 15:30 D

8 40 High 2 2 2 2 30 120 18:00 D

ET Group

1 25 Low 1 1 1 0 30 180 7:30 S

2 35 Low 1 1 1 1 35 180 11:20 S

3 35 Low 2 1 1 1 40 180 15:20 D

4 35 Low 2 2 1 1 45 180 19:30 D

5 35 Low 1 1 2 2 50 150 17:50 D

6 35 Low 2 2 2 1 55 150 21:40 D

7 35 Low 2 2 2 2 60 120 19:00 D

8 35 Low 2 2 2 2 60 120 19:00 D

※ VI Group: Vibration Intensity increasing, ET Group: Exposure Time increasing Group.
※ a: Two leg calf raise (TLCR), b: Half squat and heel down (HSHD), c: Half squat and calf raise (HSCR), d: One leg calf raise (OLCR).
※ High amplitude (2.5 mm 〔peak to peak〕; Low amplitude (1.1 mm〔peak to peak〕).
※ Modalities (S: Statics; D: Dynamics )
※ FRE: Frequency, AMP: Amplitude, NSPS: Number of series per exercise, DES: Duration of each session(s), DS: Duration of session(min; sec), MOD: 
Modalities.

수집된 초음파 영상은 VirtualDub(http://www.

virtualdub.org)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 파일의 압축을 해제 시킨 후, 압축 푼 영상을 

ImageJ(http://rsbweb.nih.gov/ij/download.html)를 

영상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측과 외측 비복근

의 우상각(Pennation angle: PA), 근섬유다발의 길이

(Fascicle length: FL) 및 근 두께(Muscle thickness: 

MT)를 측정 하였다<Figure 1>.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목표 피험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목표 피험자의 수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24]를 기준으로 하였고, effect size는 

0.5388159 이며, α(유의수준)은 0.05로, 검정력(1-β)

은 80%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그룹과 4회의 측

Figure 1. Muscle Architecture. Analysis of muscle architecture variables using 
a ultrasounds imaging technique 

http://www.virtualdub.org
http://www.virtualdu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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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에 대한 족저굴곡근의 내적구조와 외적 둘레 값

을 비교하기 위한 Repeated Measurement of ANOVA 

test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피험자는 총 40명으로 계산

되며, 본 연구에서는 drop-out rate는 고려하여 43명

으로 선정하였다.

 그룹에 속한 각 대상들의 운동 전 신체적 특성을 비

교 해 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적용하였다.

전신진동운동이 노인 여성의 족저굴곡근의 내적 구

조와 둘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2

개의 그룹(VI 점증 그룹, ET 점증 Group)과 4회의 운동 

기간(0주, 4주, 8주, 운동 중단 4주 후)에 대한 이원변량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는 어떤 그룹에서 측정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One-way Repeated measure of ANOVA)을 사용하

였으며, 이때의 사후검증으로 LSD를 적용하였다. 두 

그룹 간 차이에 대해서는 각 측정시기에서 t-test를 사

용하였다.

또한 3개의 그룹(VI 점증그룹, ET 점증 Group, CON 

Group)과 2회(0주, 8주)의 운동기간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

으며,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으로는 어떤 집단

에서 측정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 위해 t-test가 사용되었고, 세 그룹 간 차이에 대해

서는 각 측정시기에서 One-way ANOVA를 적용한 후 

사후검증으로 LSD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그룹에서 측정 시기별로 어떤 차이점이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Repeated measure 

of ANOVA를 적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LSD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lmogorov-Smirrnov 방법

으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구형성 가정은 

Greenhouse-Geisser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

며, 모든 변인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

근육의 내적 구조 변화

내측비복근

진동운동 세 그룹 간의 비교에서 내측비복근의 근 

두께는 그룹(VI 점증 그룹, ET 점증 그룹, Control 그

룹)과 측정시기(0, 8 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Table 3. Muscle Architecture.

0 week 4 week 8 week 12 week

PA (°) FL (mm) MT 
(mm) PA (°) FL (mm) MT 

(mm) PA (°) FL (mm) MT 
(mm) PA (°) FL (mm) MT 

(mm)

VI

LG 15.15
(2.27)

50.98
(5.22)

12.86‡
(1.86)

14.77
(2.08)

51.99
(5.52)

12.86‡
(1.7)

14.96
(2.21)

52.14
(5.04)

12.41
(1.67)

14.89
(1.71) 

50.25
(3.76) 

11.82‡
(1.11) 

MG 20
(2.75)

47.09
(6.75)

14.72*
(2.08)

19.22
(1.98)

47.49
(5.88)

14.95
(1.63)

19.73
(1.85)

48.27
(6.12)

14.99*
(1.47)

18.51 
(2.00)

47.30 
(5.60)

15.14
(1.17) 

ET

LG 13.37
(2.1)

52.28
(6.4)

12.38
(2.02)

13.47
(2.42)

51.14†
(4.58)

12.52
(2.01)

13.94
(2.21)

53.56†
(5.04)

12.7
(2.03)

13.89
(2.02) 

50.72
(4.90) 

12.28
(1.67) 

MG 19.41
(3.11)

49.53
(4.94)

15.1
(2.57)

18.83
(2.62)

50.22
(4.83)

15.09
(2.5)

19.56
(2.67)

51.63#
(4.4)

15.61
(2.62)

18.96
(1.67) 

51.14
(4.25) 

15.32
(2.61) 

CON

LG 15.17
(2)

50.99
(5.6)

14.23
(2.83)

14.56
(1.8)

51.1
(5.71)

14.26
(3.11)

MG 20.01
(2.27)

45.07
(3.61)

15.56
(2.42)

18.4
(4.2)

46.07#
(3.64)

15.61
(2.26)

※ VI: vibration intensity increase group, ET: exposure time increase group, CON: control group.
※ LG: Gastrocnemius Lateralis, MG: Gastrocnemius Medialis. 
※ PA: Pennation Angle, FL: Fascicle Length, MT: Muscle thickness.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0 week;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4 week; ‡Significant difference from 8 week;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 Group. 
※ All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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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F = 1.364, p = 0.267), 그룹(F= 0.456, p = 

0.637)의 주효과 비교에서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시기(F = 6.123, p = 0.018)의 주

효과 비교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 사후 검

증 결과, VI 점증 그룹은 0주 보다 8주(p < 0.05)와 12

주(p < 0.05)가 내측비복근의 근 두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ET 점증 그룹과 Control 그

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Table 3>.

각 시기별 그룹 간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ET 점증 

그룹은 Control 그룹 보다 8주에서 내측비복근의 근섬

유 다발의 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

타났다(p < 0.05) <Table 3>.

외측비복근 

진동운동 두 그룹 간의 비교 중 각 그룹별로 측정시

기 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VI 점증 그룹에서는 통계적

인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고(F = 2.612, p = 0.064), 

ET 점증 그룹에서는 통계적인 유의 차가 나타났다(F = 

3.406, p = 0.028). 사후검증 결과, ET 점증 그룹은 4

주 보다 8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섬유다발의 길이

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VI 점증 그룹

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하퇴 둘레의 변화

진동운동 세 그룹간의 비교에서 하퇴의 둘레는 그룹

(VI 점증그룹, ET 점증그룹, Control 그룹)과 측정시기

(0, 8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F = 

2.103, p = 0.135), 그룹 간(F = 0.252, p = 0.779) 주

효과 비교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시기(F = 14.496, p = 0.002)의 주효과 비

교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 각 그룹별로 측

정시기 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T 점증 그룹은 0주 

보다 8주의 하퇴 둘레가 통계적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

고(p < 0.05), Control 그룹도 0주보다 8주의 하퇴 둘

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 < 0.0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의 내적 

구조의 변화 양상을 초음파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살

펴보았다. 족저굴곡근을 대표해서 내측비복근과 외측

비복근의 우상각과 근섬유다발의 길이 및 근 두께를 측

정하였으며, 진동운동 프로그램 전 후 근육의 내적구조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족저굴곡근의 둘레 변화도 살펴보았다.

근육 내 수축 요소인 근섬유는 근육의 운동방향과 평

행 또는 비스듬히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근육의 공간적 

구조 배열은 근육의 생리학적 단면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력을 결정 짖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뿐 

아니라, 근육의 운동 범위와 수축 속도 등에도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2,23]. 또한 근 두께의 

증가도 근 기능과 근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16]에서는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10주간

의 전신진동운동 프로그램의 수행이 근 비대 현상에 영

향을 미친 것을 보고 하였고,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

신진동운동을 실시하여 근 질량(muscle mass)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운동 프로그램 후 근 질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17]. 이처럼 진동운

동은 근육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진동운동이 근육의 구조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 전신진동운동을 실시하여 근

육의 구조와 근력 및 균형 능력을 평가한 결과 근육의 

구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9], 또 

다른 선행연구[24]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의 전

신진동운동을 수행하여 발바닥쪽굽힘근의 내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전신진동운동은 노인여성의 하지 근 구조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운동을 수행한 두 그룹 간의 비교

에서도 진동운동이 내측비복근의 우상각과 근섬유다발

의 길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들이 관찰되지 않

았다. 즉, 전신진동운동 프로그램이 내측비복근의 우상

각과 근섬유 다발의 길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

을 알 수 있다.

각 그룹별 측정 시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VI 점증 

그룹은 0주 보다 8주의 근 두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전신진동운동 시 진동강도의 점진적인 증가

는 내측비복근의 근 두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여성들을 대상으로 

10주간의 전신진동운동 프로그램 후 내측광근과 대퇴

이두근에 근 비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16]와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전신진동운동을 실시 한 후 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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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 한 선행연

구[17]의 결과를 지지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근 두께의 

변화 값은 매우 미비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VI 점

증 그룹의 내측비복근외에 다른 요인에서는 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8주간의 진동운동은 족저굴

곡근의 근 비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16]에 의거하여 진동운동을 

8주 보다 10주나 12주 이상 수행하게 되면 하지 근육의 

근 비대가 두드러지게 관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육의 내적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근육의 외적인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각 그룹별

로 측정시기 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T 점증 그룹과 

Control 그룹은 0주 보다 8주가 더 높은 근 두께를 나타

냈다. 그러나 근 두께의 변화양은 매우 미비한 결과여서 

진동운동 수행이 근육의 외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8주간의 진동운

동이 근육의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9, 24]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효율적인 진동운동 강도를 검증

하고자 노인여성만을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노인남

성과 일반 성인에게 일반화 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트레이닝 기간은 8주로 제한 되었지만 트레이

닝 기간의 연장에 따라 진동운동의 효과가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장기적인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진동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주간 진동운동기 위에서 진동은 없이 진동운동그룹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그룹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본 연

구의 제한점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전신진동운동의 

효과를 재검증하고, 효율적인 진동강도를 발견하여 보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동운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 주간의 전신진동운동 시 진

동강도(진동 빈도와 진폭)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그

룹(VI)과 진동노출시간을 야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그룹

(VE) 및 운동을 시키지 않는 그룹(Con)을 구성하였으

며, 하지 족저굴곡근의 내적구조와 외적 둘레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진동운동을 실시한 VI 점증그

룹에서는 내측비복근의 근두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ET 점증 그룹과 Con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

되지 않았다. 그리고 VI 점증 그룹과 ET 점증 그룹 비

교에서는 족저굴곡근의 내∙외적 두께, 근섬유다발 길이 

및 우상각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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