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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wo exercise types (Gyrokinesis exercise 
and Elastic band exercise) in the 8 week exercise training on the physical fitness of elderly wome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7 elderly women between 65 and 80 years old, who had no 
abnormality in the Physical Readiness Questionnaire (PAR-Q test) and were able to do physical activity on 
the orthopedic standpoint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Gyrokinesis Exercise Group (GKEG: 
n=19), Elastic Band Exercise Group (EBEG: n=20), and Control Group (CG: n=18). The subjects performed 
a Gyrokinesis Exercise in GKEG and an Elastic Band Exercise in EBEG for 50 minutes a day (10 minutes for 
warm-up, 30 minutes for main exercise, 10 minutes for cool-down), and 3 times a week for a total of 8 
weeks. The subjects of CG did not participate in any particular exercise program but only everyday lif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Physical Fitness: Upper Muscular Endurance, 30-Second Arm Curl. Lower 
Flexibility, Dynamic Balance, Endurance. 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ments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in this study. A post hoc was conducted only when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s and measurements. The difference of the post-test between groups were analyzed through Scheffe 
method after one-way ANOVA.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is study was α=.05.

RESULTS Gyrokinesis and Elastic Band Exercises were both effective on the physical fitness of elderly women: 
Upper Muscular Endurance, 30-Second Arm Curl, Lower Flexibility, Dynamic Balance, and Endurance.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xercise effects after 8 week exercise training between the 
Gyrokinesis Exercise Group and the Elastic Band Exercise Group.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Gyrokinesis and Elastic Band exercise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physical fitness of elderly women and we need a follow-up study with longer 
term exercise training programs to find the differences in exercise effects between Gyrokinesis Exercise 
and Elastic B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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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1]에 따라 “건강하게 늙

고 편안한 죽음(Healthy Ageing and Well-Dying)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면서 운동을 통한 노년의 

체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그리 높

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2]에 의

하면, 70세 이상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9.8%로서 

66.7%인 20대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여

성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은 남성노인보다 길지만[1], 신

체활동 참여율(27.9%)이 남성노인(41.7%) 보다 현저히 

낮은[2] 관계로 여성 노인들의 운동관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신체활동 부족은 노인들의 신체를 더

욱 허약하게 만들어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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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을 실시하면서도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19]. 

아울러 탄성 밴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 운

반이 쉬우며 좁은 공간에서 운동이 가능한 동시에 여러 

관절의 운동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도구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력증진[20]이나 치매[21], 근감

소증[22] 관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이로키네시스 운동이나 탄성 밴드 운동

은 노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고 쉽

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편리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8주간 

진행된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훈련과 탄성 밴드 운동 훈

련이 여성 노인의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과 

동시에, 두 가지 운동 형태에 따른 기초체력의 변화의 차

이가 8주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G지역 노인정에서 임의

표집 된 노인 여성(65-80세) 57명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 규모는 G-power 3.1.9.2를 통하여 결정되었

다. 이들은 정형외과학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사람들

로 판정받았으며 신체활동 준비상태 설문지(ACSM’s 

Physical Readiness Questionnaire; PAR-Q) 검사에

서 이상이 없었고 이 연구의 실험이 시작되기 6개월 

이전까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

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사전 검사와 실험처치에 대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

의서에 서명 후 자이로키네시스 운동군(Gyrokinesis 

Exercise Group, GKEG: n=19), 탄성 밴드 운동군

(Elastic Band Exercise Group, EBEG: n=20), 통제

만들 뿐만 아니라[3] 근감소증[4,5], 낙상[6,7], 치매

[8,9]등의 질환 등으로 고통을 수반한 삶을 살게 하는 요

인이 되므로 다양한 노인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Paterson 등[10] 및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1]는 노년기의 신체활동은 근력, 

근지구력과 같은 기초체력 뿐만 아니라 보행이나 계단 오

르기 등의 기능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미국스포

츠의학회[3]는 노인의 운동프로그램은 운동 강도가 낮

고, 손상의 위험성이 적은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

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자이로토닉 익스팬션 시스템(Gyrotonic 

Expansion System)이 개발되면서 이 운동이 노인운동

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운동

은 본래 척추 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운동으로 요통완

화[12] 및 척추건강[13], 보행 패턴[14] 등에 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사례가 많지 않

고, 피험자의 연령도 20대 위주로 연구되어 있다.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은 기구 운동인 자이로토

닉(Gyrotonic) 운동과 맨손체조 형태의 자이로키네시스

(Gyrokinesis) 운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서 자이

로키네시스 운동은 특별한 기구 없이 좁은 공간에서 편리

하게 할 수 있는 맨손 운동으로서 노인들의 체력관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은 신체의 대근육군을 수동적으로 늘려주는(passive 

way of stretching) 전통적인 요가와는 달리, 국소근육

들과 대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늘림

(active way of stretching)에 기반을 두고 ‘7가지 방향

의 척추 움직임’에 기본 원리를 두고 있다. 다양한 호흡을 

수반한 원형 및 곡선 동작으로 구성된[15] 좌우대칭의 

리드미컬 한 유산소성 형태의 운동으로서 운동의 동작이 

완만하고 부드러우며 운동범위의 개별화가 용이하여 노

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이로

키네시스 운동이 노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탄성 밴드 운동은 근육 강화[16] 및 신경계 기

능 강화를 통한 운동손상의 예방 및 재활[17]을 위한 운

동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운동은 부드럽고 탄력적

인 고무줄이나 밴드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상의 

위험이 적고, 운동 강도의 조절이 용이하며[18], 운동 범

위에서 근육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각도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Group GKEG
(n=19)

EBEG
(n=20)

CG
(n=18)

Levene’s 
F p

Age (yrs) 78.00±8.26 79.60±3.71 77.61±6.73 7.965 .061

Weight (kg) 58.58±6.44 59.83±10.92 58.80±10.87 3.683 .072

Height (cm) 147.57±4.58 149.16±6.13 148.67±3.90 2.494 .092

HRrest 
(beats/min) 72.26±11.42 74.75±10.04 77.61±10.49 .063 .939

GKEG=Gyrokinesis Exercise Group, EBEG=Elastic Band Exercise Group, 
CG=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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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Control Group, CG: n=18)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

는 A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DKU-2018-11-014)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이들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실험처치

이 연구에서 적용한 두 가지 운동의 형태는 자이로키

네시스 운동 프로그램과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 이며 

이들 운동 프로그램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두 

집단의 운동구성과 시간은 모두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10분 총 50분씩으로 진행하였고, 운동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주 3회, 8주 동안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는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 운동 속도

(분당 반복횟수 및 동작의 템포)를 달리함으로써 조정하

였고,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은 밴드의 색깔과 운동속

도(분당 반복횟수 및 동작의 템포)를 통해 강도를 조정하

였다. 두 가지 형태의 운동집단 모두 파일럿 검사(Pilot 

Test, n=4)를 통해 처치 전에 운동 중 심박수준(%HRR)

과 Borg의 Rating Perceived Exertion(RPE) 수준으로 

강도를 점검하였다[23]. 또한 이들 집단의 운동 강도를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서는 RPE 9(very light) - 

11(Fairly)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본 운동에서는 

11(Fairly) - 14(Somewhat hard) 수준의 운동 강도를 

유지하였다. 한편, 통제군은 특별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

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프로그램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프로그램은 본래 60분 혹은 90분 

동안 정해진 연속동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탄성 밴드 운동프로그램의 

운동시간이 50분인 점을 고려하였고, 이 연구에 참여한 고

령(65-80세)의 피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동작들만을 선

별하여서 50분 동안의 노인용 자이로키네시스 운동프로그

램을 재구성하였다.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프로그램 <Table 

2> 의 경우, 본 운동은 의자와 마루에서 하는 두 단계로 구

성하였다.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 운동에서 척추 움직임의 기본적 7가지 방향들을 사

용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척추의 전면과 후면으로 반

원을 만들어 일련의 물결치듯이 움직이게 하는 Arch와 

Curling 동작, 척추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

으로 몸통을 트는 Spiraling Twist 동작, 좌측과 우측 옆으

로 숙여 반원을 만드는 Side Arch 동작, 손가

락 끝에서부터 팔과 어깨에 그 다음 팔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서 원을 만들어 주는 것과, 상체를 조수에 밀리는 해

초처럼 옆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척추움직임을 회

전형, 나선형의 심화된 동작에서 파생된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였다. 의자 운동을 마치면, 마루에 앉거나 45

도 정도 바닥에 기댄 자세에서 목, 등, 요추, 다리를 연결한 

척추 근력 강화 동작(Connecting Series)과 고관절 및 무

릎 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동작(Hip-Knee Mobilization), 

복근 강화 동작(Abdominal Series)들을 동반된 호흡과 함

께 리드미컬하게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근

력 향상을 위하여 적어도 30분 이상, 주당 3회 이상 운

동하라는 권고[3]를 기반으로 선행연구들[24-26]의 운

Table 2. Gyrokinesis Exercise Program 

Section Type Motion (right, left) & 
Intensity RPE Time

warm-
up

sitting on 
a chair

static stretching, awakening 
sense 9-11 10 min

main
exercise

sitting on 
a chair

arch & curl

11-14

10 min

spiraling twist

sideways arches

circles/massaging the organ

wave series

leg/hip series

standing 
series

small knee circles

5 minankle circles

kneading of the legs

sitting on 
a mat

curl back in to spiraling twist

10 min

alternating leg series

scooping wave series

pulsation series

hip knee joint mobilization 
series

abdominal series

standing

slow walking

5 min

side to side steps

slow turn(right, left)

release kicks

slow turn(left, right)

cool-
down

sitting on 
a mat dynamic stretching, breathing 11-9 10 min

Total 5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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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이 연구에 적용할 탄성 밴드 운

동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되, 가능한 자이로키네시스 운

동 프로그램 동작과 유사한 동작들로 구성하였다.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 <Table 3> 은 총 50분 동안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 순으로 의자에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일어서서 수행하는 동작들로 구성하였고, 신체 

한 부위를 움직이는 단순동작에서부터 여러 부위가 함

께 움직이는 복합 동작들로 수행 하였다. 본 운동은 의

자에 앉아 탄성 밴드를 사용하여 상체운동(상완의 굴곡 

및 신전, 견관절의 관절 가동력, 흉부, 등배, 복부운동)

과 하체운동(슬관절의 굴곡 및 신전, 족관절의 굴곡 및 

신전, 고관절 외전 및 내전),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수행

하는 복합운동 형태로 수행 하였다. 정리운동은 두 그룹 

모두 마루 위에 일어서서 척추의 근육을 머리 중심부(정

수)까지 길게 힘을 주어 신장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제자

리 걷기 후 한 발을 90°도로 들어 올려 몇 초간 동안 중

심을 잡는 등의 운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체력검사

체력검사는 Rikli와 Jones[27, 28]의 노인체력검사

(Senior Fitness Test)항목으로 상체근지구력(30초간 

덤벨 들어 올리기), 하체근지구력(30초간 의자에 앉았

다 일어서기), 하체유연성(의자에 앉아 상체 앞으로 굽

히기), 동적평형성(244cm 왕복걷기), 전신지구력(2분 

동안 제자리걷기) 등이었다. 이들 요소의 체력을 검사

하기 위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체근지구력검사는 앉아서 30초간 덤벨 들어 올리

기 항목으로 팔걸이가 없는 등받이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덤벨 2kg(여성)을 들고 바닥과 수직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작 신호와 함께 이두근(biceps)을 굽폈다 펴

기를 반복하여 총 횟수를 기록하였다. 

하체근지구력검사는 의자에서 30초간 앉았다 일어

나기 항목으로 등받이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양팔을 

가슴에 교차한 상태에서 시작 신호와 함께 완전히 일어

섰다가 의자에 다시 앉기를 반복하여 일어선 총 횟수를 

기록하였다.

하체유연성검사는 의자에 앉아 상체앞으로굽히기 항

목으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앞쪽 끝부분에 닿도록 걸

쳐 앉아 측정 측 다리의 무릎을 곧게 펴 발꿈치가 바닥

에 닿은 상태에서 양손을 모아 허리를 구부며 손을 뻗

어 중지 편 후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뻗어 2초간 유지하

여 발끝과 중지사이의 거리를 cm 단위로 기록하였다. 

동적평형성검사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

에서 시작 신호와 함께 일어서 출발하여 244cm에 세

워져 있는 반환점을 돌아 원상태로 돌아와 출발 의자에 

앉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100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전신지구력검사는 편안한 상태에 서서 시작 신호

와 함께 양쪽 무릎 높이를 각각 슬개골(patella)과 장골

(iliac)의 중간 지점까지 올리면서 제자리 걷기를 2분 동

안 수행 한 총 횟수를 기록하였다.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5.0 version 통계 프

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각 집단의 모든 종속 변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사전검사

Table 3. Elastic Band Exercise Program

Section Type
Motion(right, left) & 

Intensity Yellow(1-5wk)   
Red(6-8wk) 

RPE Time 

warm-
up

sitting on 
a chair

static stretching: neck, arm, 
chest, pelvis, leg 9-11 10 min

main
exercise

sitting on 
a chair

elbow flexion

11-14

15 min

shoulder flexion to 90ﾟ

shoulder extension to 180ﾟ

shoulder abduction to 90ﾟ

chest press 

rotation with arm extended

single ankle plantar, flexion

single leg extension, flexion

single leg raise with knee 
extended

single leg side kick with knee 
extended

sitting on 
a mat

abdominal

10 min

chest forward with knee bend

long-sitting ankle plantar 
flexion

single leg raise with knee 
extended

double leg extension/ flexion

standing
back a 
chair

double ankle raise

5 minside hip adduction with knee 
extended

back hip with knee extended

cool-
down

sitting on 
a mat dynamic stretching, breathing 11-9 10 min

Total 5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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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 동질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세 운동집

단과 운동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따른 종속변인

들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3×2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과 집단간

의 사후검증(post-HOC)을 위해 Scheffe 방법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이 연구의 실험결과는 <Table 4>과 같다.

상체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30초간덤

벨들어올리기’ 성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

단 간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p=.141), 운동 전·후 사이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 운동집단과 측

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9). 집단 간 사후검사 결과에 대한 일원배치 분

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 방법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하체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30초간의자

에앉았다일어서기’ 성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

과, 집단 간 주 효과(p=.013) 및 사전·사후 검사 간 주 

효과 (p=.000) 뿐만 아니라 운동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 집단 간 

사후검사 성적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

의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개

의 운동집단(GKEG, EBEG)과 통제집단(CG)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00) 운동집

단 간 차이는 없었다. 

하체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의자에앉아상

체앞으로굽히기’검사 성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주 효과(p=.002) 및 사전·사후 간 주 효

과 (p=.003), 그리고 운동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상호작

용 효과(p=.000)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사

후검사 성적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의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운동집단(GKEG, EBEG)과 통제집단 간에는 통계적으

Table 4. Results of Physical Fitness (M±SD) 

Variables Tests GKEG① EBEG② CG③ Source F post-HOC

Upper 
Muscular Endurance 
(30-Second Arm Curl: sec)

Pre-test 15.00±4.81 11.15±4.36 15.55±6.81 A 2.033

NSPost-test 21.73±3.88 19.70±6.09 19.72±4.63 B 136.398**

A☓B 5.214* 

Lower 
Muscular Endurance 
(30-Second Chair Stand: sec)

Pre-test 10.57±4.59 9.45±3.03 9.44±2.63 A 4.753*

①②>③Post-test 15.63±4.78 13.05±3.79 9.38±2.89 B 174.373**

A☓B 47.589**

Pre-test 1.02±2.99 -2.59±6.55 -1.51±7.28 A 6.743**

①②>③Post-test 6.50±3.05 2.18±3.07 -4.22±11.05 B 9.801**

A☓B 10.321**

Pre-test 14.98±4.86 16.86±3.93 14.07±4.47 A .925

NSPost-test 12.38±3.57 13.57±2.96 13.45±4.48 B 64.739**

A☓B 8.664**

Pre-test 61.21±18.12 69.05±12.97 75.44±21.34 A .611

①②>③Post-test 88.57±11.02 91.00±13.40 75.44±23.79 B 88.488**

A☓B 22.251**

Values are means±SD.  GKEG①: Gyrokinesis Group(n=19), EBEG②: Elastic Band Group(n=20), CG③: Control Group(n=18), A: Group, B: Measurement, 
A☓B: Interaction, *p<.05, **p<.01, NS: No Significant

Lower Flexibility
(Chair Sit & Reach: cm)

Dynamic Balance
(8-Fit Up & Go: sec)

Endurance
(2-Min Walk: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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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02) 운동집단 간 차

이는 없었다. 

동적평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244cm왕복걷

기’성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주 효

과(p=.4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사전·사후 간 주 효과(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동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유의

한 상호작용 효과(p=.001)가 나타났다. 집단 간 사후검

사 결과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

방법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전신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2분동안제자리

걷기’검사성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운동 

후 집단 간 주 효과(p=.54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사후 검사 간 주 효과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

동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p=.000)도 유의

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사후검사 성적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의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운동집단(GKEG, EBEG)과 통

제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p=.003) 운동집단 간에는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변인에서 집단 및 측정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이로키네시

스 운동과 탄성밴드 운동은 운동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

에 비해 노인체력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Scheffe 방법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를 살

펴볼 때, 상체근지구력(30초간덤벨들어올리기)와 동적

평형성(244cm왕복걷기)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하체근지구력(30초간의자에앉았다일어서기)와 하체유

연성(의자에앉아상체앞으로굽히기), 전신지구력(2분동

안제자리걷기) 등에서는 통제집단 보다 운동집단들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자이로키네시스 운동집단과 탄성

밴드 운동집단 간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논의

이 연구는 8주 동안의 자이로키네시스 운동과 탄성

밴드 운동이 노인 여성의 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

고자 하는 연구였다. 연구 결과, 자이로키네시스 운동 및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 모두가 하체근지구력, 하체유연

성, 동적 평형성, 전신지구력 등 다양한 요소의 노인 체력

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두 가지 운동 프로그램 

사이에 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 운동 유형에 따른 노인들에서도 체

력의 운동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Liu & Latham[29]과 LaStayo, et al.[30]은 유

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에서 노년기에 중요시 되는 근

력, 보행속도, 유연성, 평형성 및 민첩성 등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Kwon & Kim[31]은 수영과 

게이트볼 운동에 참여한 여성 노인들의 배근력, 악력, 

윗몸앞으로굽히기 및 전신반응 등이 개선되었다고 했

으며, Misic, et al.[32]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노인

의 심폐기능, 근력, 유연성 등을 향상된다고 하였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탄성 밴드 운동프로그램을 적

용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체력 요소들의 개선

이 발견되었다. Lee[33]는 8주간 노인 20명을 대상으

로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근력, 평형

성, 고유수용성감각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Kim[34]은 

허약 노인 12주간 주 3회 탄성밴드 운동을 실시한 결과 

악력, 팔구부리고펴기, 엎드려상체들기 등의 성적이 유

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Lee & Kim[35]은 노인 

여성 22명에게 탄성 밴드 운동을 12주간 주3회 실시한 

후, 상·하지 근력, 유연성, 평형성 등이 증가하였음 보

고하였다. 그리고 Taaffe[36]는 근육감소의 예방을 위

한 운동요법으로 탄성 밴드 운동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보고 하였다. Ahn[21]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5

개월간 주 3회 탄성 밴드 운동을 실시한 후, 상지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Jette & Assmann[20]

는 215명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탄성 밴드 운동을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하지근육은 

6%~12% 증가 되었고, 신체장애는 15%~18% 감소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ee[33]는 8주간 노인 20명

을 대상으로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근력, 평

형성, 고유수용성감각에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이로토닉 익스팬션 시스템이 노인 여성의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흔치 않다. 자이로

키네시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주로 젊은이

들을 대상자로 있지만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 Karen et 

al.[37]는 자이로키네시스 운동을 통하여 자기규제에 

의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Park[14]는 정적 균형이나 

보행패턴의 개선을, Kim & Shim[38]은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그리고 오른쪽 외발서기 등의 향상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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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이로 토닉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

면, Kim, et al.[12]과 Kang[39] 의 연구가 있는데 그

들은 자이로토닉 운동이 근력 강화 및 유연성에 도움이 

되며, 만성 요통 환자의 요부 신근력, 유연성의 개선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이로키네시스 운동과 탄성 밴드 운동

모두가 노인 여성의 상체근지구력, 하체근지구력, 하체

유연성, 동적평형성, 전신지구력 등의 요소를 개선시킨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을 위한 운동으로 소도구만이 필요

한 매우 간편하고 편리한 운동프로그램으로서 노인여성

들의 체력관리에 널리 사용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자이로키네시스 운동은 상완의 움직임과 하체

의 지지를 통하여 척추 움직임 주변 근육의 강화를 목적

으로 개발된 운동프로그램이기[39-41] 때문에 탄성 밴

드 운동과는 다른 특이한 효과[42]를 나타나기를 기대

하였으나 두 가지 운동집단 간의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Table 4>에서 보듯이 8주간의 훈련 

전후 성적에서 두 집단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훈련 기간을 더 늘려 잡는다면 두 운동 간의 훈련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결론

8주 동안 자이로키네시스 운동훈련은 상체근지구력, 

하체근지구력, 하체유연성, 동적 평형성, 전신지구력 등 

다양한 요소의 노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그 효과가 탄성 밴드 운동 프로그램 실시한 집단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척주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자이로키네시스 운동도 탄성밴드 운동과 함께 노인 체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적극 권장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자이로 키네시스 운동의 체력적 특

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훈련기간을 12주 이상 늘

려 잡는 장기간의 실험처치를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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