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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 운동의 실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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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penia is a major component of age-related frailty and also a strong predictor of disability,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aging population. Resistance exercise could be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that improves muscle mass, muscle 
strength, and physical performance, thus preventing sarcopenia in older adults. The benefits of these exercise programs 
correlate with the intensity and the frequency of the exercise regimes used in the trials. Clinical trials vary in terms of popu-
lation, setting, and exercise regimes; hence, more standardized clinical trials are required. In this review, we focus on the 
effects of resistance exercise on muscle mass, strength,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 and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s
of resistance exercise considering recent trends that include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gh speed power training, eccent-
ric exercise, and whole-body vibration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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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한 단순한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영양 부족, 삶의 질 저하,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최초의 근감소증의 정의

는 단순한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였지만, 현재에는 근육량뿐

만 아니라, 근기능의 감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

다. 최근 유럽 및 아시아 근감소 연구팀에 의하면 악력 및 보

행속도를 통해 1차적으로 근기능의 감소를 확인하고, 신체조

성 측정(근육량 측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감소증을 판명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감소증의 발생 기전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노화로 따른 골격근의 변화, 중추신경계의 변화, 호르몬의 변

화 등이 있으며, 외재적 요인으로는 좌식 생활습관, 충분하지 

못한 단백질 섭취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골격근의 감소는 근력 및 근기능 감소를 유도하여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노인들의 장애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근감소증 연구에서 노인들의 낮은 근육량과 근기능 

및 신체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인 감소

증에서 속근 섬유(fast-twitch muscle fiber)의 감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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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파워의 감소를 동반하는데, 근파워의 감소는 힘을 발생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항성 운동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극복하

는데 중요한 중재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적용되

는 저항성 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운동 방법, 형태, 

강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에게 적

용될 수 있는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근육량, 근 기능, 인지능

력 향상 측면에서 정리하고, 점진적 저항성 운동의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운동 방법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고속 파워 트레이

닝(high speed power training), 신장성 수축 운동(eccentric 

exercise training), 전신 진동 운동(whole body vibration 

exercise)과 최근 현대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동 적용 형태

인 자가 및 지역사회 기반(home-based, community-based)운

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항성 운동의 효과

1. 항성 운동과 근육량, 근력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는 곧 근육량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쇠(frailty)를 야기시키고 보행속

도의 저하, 낙상 등과 같은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2차적인 질

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육량은 20대부터 60대 사이 근 단면

적(cross sectional area, CSA)의 약 40%가 감소되며1-4), 근력 

또한 30대부터 80대 사이 약 30–40%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 감소된 노인의 근육은 지근 섬유(slow-twitch fi-

ber)와 속근 섬유(fast-twitch fiber)에서 모두 감소가 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

는 속근 섬유가 감소됨으로 인해 근육의 단면적이 동일하더라

도 근력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6).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근력의 저하를 중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항성 근력운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고 있는데, 이는 근육의 약화로 인해 오는 신체적 장애

(disability)의 기능적 향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이 아닌 

다른 연령층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아직 특정 운동 프로그램의 종류와 강도, 빈도, 기

간 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 현재 다양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11). Binder 등12)의 randomised 

controlled trial 연구에 따르면 119명의 노쇠한 노인들을 대

상으로 점진적 저항성 운동(progressive resistance training, 

PRT)은 낮은 강도의 운동에 비해 제지방(lean body mass)과 

근력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Goodpaster 등13)은 22명의 운동

그룹(유산소, 근력, 유연성, 평형성 운동 프로그램)과 20명의 

대조군(건강 교육 프로그램)에서 12개월의 운동 중재가 근력

의 증가와 체지방의 감소를 보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운동그룹

에 비해 대퇴사두근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한편 Strasser 등14)

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 4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유산소 

운동(bicycle ergometer, 에르고미터)과 저항성운동을 실시

하였을 때 저항성 운동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대 근

력이 증가하였으며, 유산소운동 그룹에서는 최대 근력의 변화

는 없었지만, 체지방의 감소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된 가운데 최근 저항성 운동과 제

지방량과 관련된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에 의하면 남·

녀 노인의 평균 20.5주의 운동 기간 동안 제지방량이 약 1.1 

kg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7). 또한 저항성 운동과 근력에 

관한 메타분석에는 평균 17.6주 동안 주당 운동 실시횟수는 

평균 2.7회를 실시하였고 운동 강도는 1RM (repetition max-

imum)의 약 70%로 실시하였다. 또한 평균 8.3가지의 저항성 

운동을 약 2.5세트를 실시하였으며, 각 운동당 반복횟수는 약 

10회를 반복하였다. 각 운동세트의 평균 휴식시간은 약 110초

를 휴식하였다. 위의 메타 분석의 결과, 근력은 9.8 kg에서 31.6 

kg으로, leg press (29±2%), chest press (24±2%), knee 

extension (33±3%), lat pull down (25±2%)가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저항성 운동의 양과 운

동강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5).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에서 노인들을 위해 권고하는 저항성 운동은 주당 3회를 실시

하며 1회 평균 30분간 실시하는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의 경

우 6부위(흉부, 어깨, 팔, 허리, 복부, 하체)로 나누어 복합적

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운동부위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동을 실시할 때 큰 근

육군(하체, 허리, 가슴)은 작은 근육군(팔, 어깨, 복부)보다 먼

저 실시하도록 한다. 운동의 세트는 1–2세트를 하되 최대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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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로 무게를 들 

수 있는 1RM의 65–75%의 강도로 실시하며, 세트당 반복 횟

수는 65–75% 기준으로 10–15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

고 있다16).

2. 항성 운동과 인지기능

인지노쇠(cognitive frailty)란 신체노쇠와 인지 장애가 모

두 있는 노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임상군을 정의한 것

으로 신체노쇠와 경도 인지 장애가 공존해 있으면서 알츠하이

머병 등 기타 치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17). 이는 퇴행성신경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구기 상태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는 개선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17). 인지노쇠는 치매 전단계

인 동시에 가역성이 있는 상태로서, 이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나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한다면 인지기능이 호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 가변적인 인지노쇠가 있는 노인에서 일차

적 예방으로써 신체활동 격려, 인지자극, 운동과 건강식, 적절

한 수면, 체중 조절과 고지혈증/당뇨/고혈압 조절 등이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인지노쇠를 개선시키는 경우 노인의 치매 발병

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18).

최근 치매와 운동의 예방 효과가 강조되고 있으며, Angevaren 

등19)의 리뷰 논문에 의하면 11개의 복합 운동 중재 연구에서 

8개의 연구가 심폐능력의 향상과 함께 노인 인지능력의 향상

을 보고하였다. 특히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은 뇌기

능을 향상시켰으며20),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증 감소21), 그리

고 건강관련 체력 및 신체기능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저항성 

운동이 노후에 인지적 감소와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2-24).

운동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은 저항성 운동에 의해 발현되어 

인지기능 향상 기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저항성 운동은 IGF-1 수치를 증가시키고 생체 

내 활성(bioavailability)을 증가시킨다24-28). 또한, IGF-1은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생성을 촉진

시키는데29), BDNF는 신경 생성을 촉진시키고 신경 퇴화를 

방지하며, 해마에서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뇌의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

킨다30). 저항성 운동과 BDNF의 상호 작용이 과연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

만31), 최근 몇몇 연구들은 저항성 운동이 BDNF의 생성을 증

가시킨다고 밝혔다32-34). 동물 실험과 노인 대상 연구는 저항성 

운동이 BDNF 수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 향상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35,36). 아직까지 저항

성 운동으로 유도된 IGF-1과 BDNF가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는 기전을 설명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주일에 2–3번 중강도 또는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은 노인

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37), 일반적으로 8주 정도의 단기 

저항성 운동은 노인들의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38), 12개월 

이상 장기 저항성 운동은 장기 기억력과 집행 기능을 향상시

킨다22). 또한 1RM의 60–80%의 강도로 6개월간의 저항성 운

동은 정보 전달 속도, 주의력, 기억력, 특정한 수행 능력을 포

함한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39). 결론적으로, 저항성 운

동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인지 건강 향상

을 위해 잠재적인 치료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항성 운동과 신체기능

노화로 인한 근육량과 근파워 감소는 근육의 질(muscle 

quality)을 저하시키고40), 이는 곧 신체기능을 저하시켜 낙상

과 같은 여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삶의 질 저하와도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41). 많은 선행 연구들은 노

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기능을 저항성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42), 다양한 종류의 저항

성 운동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증

하고 있다43).

Liu-Ambrose 등44)의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노인들에게서 25주간의 저항성 운동과 민첩성 운

동을 실시하였을 때 낙상 위험도를 각각 57%와 48%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룹에서도 낙상 위험이 20%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Gudlaugsson 등45)은 6개월간 11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multimodal training intervention으로 주 5회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회 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이 대

조군에 비해 신체기능평가인 short phys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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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SPPB) 점수가 향상되었는데, 보행속도는 평균 0.6초 

감소하였으며, 8 foot up and go test에서 평균 1초 이상 개선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

로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저하된 신체기능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Frontera 등9)은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고강도 저항

성 운동을 실시하여 하지 근력의 향상과 근육의 크기를 증가

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12주간의 저항성 운동이 근력의 증가, 보행속도 및 계단 오르기

와 같은 신체적 활동의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46-48). 

그리고 Henwood 등49)은 65–84세의 건강한 노인들에게 신체

기능 변화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강도의 저

항성 운동을 24주간 실시한 결과 중간 점검에서 400 m 걷기, 

6 m 빨리 걷기, 6 m 뒤로 걷기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힘과 속도가 포함된 저

항성 운동은 노인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함께 근력과 근파워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되었고42), 노인에게 있어 주 2회 

이상의 저항성 운동은 근력 및 신체적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추후 노인 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연구라고 생각한

다50).

저항성 운동의 원리와 적용

1. 진  과부하의 원리

점진적 저항성 운동(PRT)은 근수축 시 점진적인 강도의 증

가를 적용함으로 신체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51). 

노인들에게 이러한 점진적 저항성 운동은 젊은 사람들과 비슷

한 수준의 단백질 합성과 근신경계의 적응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고 있다52,53). 노인에게 있어 점진적 저항성 운동은 심혈관계

를 향상시키며, 낙상의 위험을 낮추고, 골밀도의 증가와 대사 

질환 관련 위험 인자들(low-density lipoprotein 및 high-den- 

sity lipoprotein-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인슐린민감도, 

혈당항상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54-56). Peterson 등57)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점

진적인 저항성 운동이 건강한 노인들의 근육량을 늘리고, 근

력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점진적 저항성 운동의 방법으

로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free-weight, 머신(exercise ma-

chine), 탄력밴드(elastic band) 그리고 자가체중(body weight)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58).

고강도(high-intensity)의 점진적 저항성 운동에 관한 연구

는 건강한 노인들부터59-63) 노쇠한 초고령 노인들까지64) 하지근

력의 향상과 신체기능의 증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없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없는 노인들에게 

권장될 수 있다58). 따라서 운동 시작은 비교적 저강도의 점진적 

저항성 운동으로 시작해 부상과 근육통을 막는 것을 권장하며
65), 점차 고강도 점진적 저항성 운동으로 증가해 나가는 것이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스포츠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는 최소 일주일

에 비연속적으로, 2일 혹은 그 이상 8–10종류의 전신운동 세

트로 중강도(최대 10 중 5–6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에서 고강도(최대 10 중 7–8 RPE)로 8–12번 반복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66).

본격적인 점진적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기 전 낮은 강도로 

주 1–2회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을 권고하며51), 적응기

가 끝나면 주당 3회 이상, 30–60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

이 근력 향상과 근기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65). 또

한 운동의 종류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점진적 부하를 상지는 

40% 1 RM, 하지는 60% 1 RM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점진적 저

항성 운동의 올바른 지침이라 할 수 있겠다. 주의사항으로는 

최대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실시할 때 속도

는 중간 혹은 낮은 속도로 실시해야 하며, 과신전을 피하고 

반복적인 고중량의 사용과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야기될 수 

있는 관절과 근육통 등의 부상을 고려해야만 한다51).

2. 항성 운동의 최근 동향

1)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IT)은 짧은 시간 내 고강도 운동과 회복 시기 동안 낮은 

강도의 운동 혹은 휴식을 반복적으로 번갈아 시행하는 운동으

로 정의할 수 있다67-69).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운동을 통한 높은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운동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

다.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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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아직 근거가 부족

한 실정이다. 최근 보고된 연구 중에 Villanueva 등70)의 연구

에 따르면 4분의 휴식기와 비교하여 60초의 짧은 휴식기로 

설정된 저항성 운동을 접목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노인

들의 제지방량과 하지 및 상지의 근력을 증가시키고, 체지방

률과 지방량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복합운동 형태로 설정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연구에 따르면 운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하지와 상지

의 최고 산소 섭취량(VO2peak)을 각각 9%, 16%로 증가시켰

으며, 무릎 신근과 어깨 외전근의 최대 등속성 회전력(maximal 

isokinetic torque)을 향상시켰다. 또한 저밀도지질단백질(low 

density protein)과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을 감소

시켰음을 보고하고 있다71).

또한 평균 140 mmHg 이상의 수축기 혈압을 가진 노인들

을 대상으로 한  Brito 등72)의 연구에서는 1 RM의 80% 무게, 

그리고 휴식기가 90초로 설정된 저항성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

닝을 실시한 결과 90분 동안의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과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평균 혈

압(mean blood pressure), 그리고 전완의 혈관 저항성(forearm 

vascular resistance)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어 고혈압을 가진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67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Bell 등73)의 연구팀은 9일 

동안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하여 외측광근의 근원 섬

유와 근형질의 단백질 합성 비율을 높이고 장기간의 저항성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노인의 근육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신

체적인 개선은 물론 노인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Knowles 등74)의 연구에 의하면 HIIT 중재는 노인들의 신체

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성 운동을 접목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유익한 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양적인 수준에서 연구된 바가 부족한 것이 현실

이며70), 또한 저항성 운동으로 고혈압 노인들의 RM을 측정할 

시 뇌졸중(stroke)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72) 저항성 

운동을 접목한 인터벌 트레이닝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제

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저항성 운동을 접목한 인터벌 트레이닝을 노인을 위한 운동과 

연구에 적절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고속 파워 트레이닝(High-speed power training)

고속 파워 트레이닝(high-speed power training)은 저강

도로 근육의 빠른 수축을 유도하는 속근(fast fiber) 향상 운동 

방법으로 정의된다75). 빠른 속도의 속근 운동은 근육의 신경

을 자극하고76), 이를 통해 근육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

며76) 빠른 속도로 근섬유를 동원할 수 있다76). 속근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 파워 트레

이닝이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53,77-79). 파워(power)

는 힘(force) × 속도(velocity)로 나타낼 수 있으며, 힘을 재

빠르게 생산하는 근육의 능력을 말한다. 결국, 저강도(1RM 40%) 

빠른 속도(high-speed)의 운동 방법이 고강도(1 RM의 90%) 

느린 속도(slow-speed)와 같은 파워를 갖게 될 수 있다80).

노인들에게는 속근 섬유를 증가시킬 수 있는 파워 트레이닝

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속근 섬유가 

현저히 감소하며, 이로 인해 신체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 점이 파워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81). 

게다가, 낮은 수준의 근 단축성(concentric) 수축력은 낙상, 계

단 오르기, 또는 찻길 건너는 등의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강하거나 빠른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82). 결

국, 노인들에게는 속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이 필요

하며83), 최근 여러 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Sayers와 Gibson80)의 노인 대상 운동 중재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알려지고 시행되어 왔던 저항성 운동

과 파워 트레이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대한 빠른 단축성 수

축 이후 1초간 휴식, 그리고 2초간 신장성 수축 방법을 고속 

파워 트레이닝 방법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고속 파워 트레이

닝은 기존의 저항성 운동에 비해 속도에 관련된 근육 요소를 

강화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80). 또한, 노인 대상의 고속 파워 

트레이닝은 1 RM의 40% 이하의 강도가 적당하며, 이 운동 방

법은 하지의 민감성을 향상시켜 위급한 순간에 빠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고하였다80).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파워와 

근기능의 향상을 통한 일상생활 움직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밴드를 이용한 근파워 



Hee-Jae Kim, et al: Resistance Exercise for Sarcopenia

210  J Korean Geriatr Soc 19(4) December 2015

트레이닝 방법이 소개되었으며84), 탄력밴드를 이용한 고속 파

워 트레이닝은 근파워와 기능을 개선시키고85), 기존 고중량 

운동에 비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84), 노인들의 신체수

행력 증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85). 

게다가 탄력밴드는 경제성, 편의성, 그리고 휴대성의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보행, 그리

고 근육의 최대 수축을 도와주어 운동 시 주어질 수 있는 충격

을 완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4).

하지만, 노인 대상에서 고속 파워 트레이닝은 기존에 시행

되어왔던 저항성 운동에 비해 무리한 속도로 인해 상해에 대

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84), 운동 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소도

구를 이용한 운동 방법의 효과 검증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3) 신장성 근수축 트레이닝(Eccentric exercise training)

신장성 근수축(eccentric muscle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축을 일으켜 신장에 의한 자극이 발생되

는 것이다86). 신장성 수축의 특징으로는 적은 신경 단위(motor 

unit)으로 장력을 발휘하며, 에너지소비량이 낮게 발생되며 

젖산 생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상해나 지연성 근

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

되었다86-88).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중에서 Nascimento 등89)은 

비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0%의 경사에서의 간헐적인 걷기 

운동이 평지(0% 경사)에서의 운동보다 산소 소비량이 3 mL/ 

kg/min 감축됨을 보고하였고, Gault 등87) 또한 내리막 트레

드밀 운동 시 수축기 혈압과 일회 박출량, 그리고 심박출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산소 섭취량을 25%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신장성 근수축 사이클 운동 중재 효과에 대해 

Bigland-Ritchie와 Woods90)는 동일한 운동부하를 실시했을 

경우 수축성 근수축 사이클 운동보다 산소요구량(섭취량)이 

6배에서 7배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장성 근수축 운동이 기능

적 이동성(functional mobility)의 향상91,92)과 하지근력에서 

최대 근력의 증가가93,94)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신장성 근수축 운동은 심박 수의 증가와 혈압 

증가의 위험이 적어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서 보다 적합한 운동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결

론적으로 최대하 신장성 근수축은 노인에게 낮은 대사량을 요구

하는 운동 방법으로 근 기능 및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

으로 트레이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전신진동 운동(Whole body vibration exercise)

전신진동 운동은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진폭(amplitude; mm)

과 진동의 빈도(frequency; Hz) 및 세기(acceleration magni-

tude; g)를 이용하여 강도를 조절95)하는 트레이닝의 방법 중 

하나로 골격근의 근방추를 자극시켜 근신경계의 다양한 기능 

향상을 일으키게 된다95).

전신 진동 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노인과 각종 질환자

를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Cardinale 등96)은 

전신 진동 운동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진동플레이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전반적

으로 감소하여 운동에 따른 신체기능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

어지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처치가 요구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97-100).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근육 단면적의 증가101-103), 골밀도의 

증가104), 평형성과 유연성 증가105), 그리고 복부지방의 감소 

등106)에서 장기간 처치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고 있

으며, 이외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근기능의 향상102,107)

에 미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추가 연구 결과는 Table 1). 

또한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신 진동 운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근파워와 근력은 진동 플레이트의 타입, 진동의 빈도와 

진폭 그리고 트레이닝의 기간(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따라 다

르게 발생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의 복합처치

에 따라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여 전신 진동 

운동의 효과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는 앞으로 일반화된 운동 프로토콜의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

며, 더 많은 폭넓은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신 진동 운동은 노인에

게서 안전하고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서 근신경계 기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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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whole-body vibration intervention studies for older adults

Study Subject & age Duration
Parameters   
(frequency, 
amplitude)

Study 
design

Main outcome measure Results

von Stengel
et al.100)

Postmenopausal 
women (n=151)

68.5±3.1 yr

18 Mo 25–35 Hz,
 1.7–2.0 mm

PCON
WBV

ACON

Isometric maximum strength 
Leg power

Significant improvement of muscle 
strength and power in WBV 
group compared with CON

Pollock 
et al.112)

Frail older fallers
(n=77)

 WBV group
(80±8.6 yr)

 CON group
(82±8.1 yr)

6 Mo 15 Hz,
 2 mm
30 Hz,
 8 mm

ACON
WBV

Timed Up and Go test
Falls-related gait and balance
Physical function related to 
sarcopenia

Significant improvement in   
functional mobility in WBV 
group than exercise alone group

Gomez-Cabello
et al.113)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n=49)
75.0±4.7 yr

11 Wk 40 Hz,
 2 mm

PCON
WBV

Balance
Lower-andupper-body strength
Flexibility
Agility
Walking speed
Endurance

Most of the physical tests improved 
through the intervention in WBV 
group compared with CON group

Machado
et al.102)

Older women (n=26)
 CON group (76 yr)
 WBV group (79 yr)

10 Wk 20–40 Hz,
 2–4 mm

PCON
WBV

Muscle cross-sectional area
Timed Up and Gotest

Significant increase of muscle   
cross-sectional area in WBV group

Mo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in 
WBV group

Simao 
et al.114)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n=32)

PCON group
(71±5.3 yr)

ACON group
(69±3.7 yr)
WBV group
(75±7.4 yr)

12 Wk 35, 40 Hz,
 4 mm

PCON
ACON
WBV

Inflammatory markers
Knee osteoarthritis
Functional performance test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   
plasma concentrations of the 
inflammatory markers and 
self-reported pain in WBV group 
compared with the passive CON 
group

Significant increase in balance and 
speed and distance walked in 
WBV group

Table 1 shows clinical studies with whole-body vibration for older adults. Overall physical factors including muscle strength and power are 
increased after whole-body vibration intervention. Improvement of functional mobility can be achieved by at least 10 weeks of whole-body 
vibration intervention in older adults. Physiological changes related to inflammation are also observed in whole-body vibration intervention 
groups. Whole-body vibration intervention enhances physical, functional and physiological performance in older adults. WBV, whole-body 
vibration; CON, control; PCON, passive control (a wellness control group); ACON, active control (a training group excluding whole body 
vibration).

상시켜 낙상 및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적인 위험 요소

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운동(Home-based and com- 
munity-based exercise)

노인에 있어 저항성 운동이 신체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노인들의 신체적 제약 요인과 경제적

인 이유 그리고 운동 장비와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어려

움이 있을 것이다108,109). 이에 체육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

인들에게 있어 가정기반 운동은 일상생활 중에 수행하기 편리

하며, 낮은 비용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노인들

에게 가정기반 운동 프로그램은 저항성 운동을 할 수 있는 대

안적인 방안이며, 프로그램의 구성으로는 자가체중, 탄력밴

드, 덤벨, 소도구들을 들 수 있다110).

노인에게 보다 적합한 저항성 운동 형태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많은 가정기반 운동 프로그램 중재가 연구되어 왔는

데 경제적 유효성과 운동수행의 실현가능성(효과)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그룹 운동 프로그램 

보다 신체기능 향상, 낙상방지 효과 그리고 골밀도 증가에 효

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어 있다. 

또한 또 다른 가정기반 운동 프로그램의 장점은 운동 프로그

램의 빈도와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Peterson 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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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전형적인 저항성 운동에 비해 가정기반 운동 프로

그램을 한 노인의 운동빈도는 주 3.5일 vs. 2.7일, 유지 기간은 

35.3주 vs. 17.6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록, 근력의 향상 

비율은 적지만, 운동 빈도와 프로그램의 유지 기간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정기반 운동은 노인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낙상 발병률을 32% 감소시키며, 

낙상 위험 요인을 23%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11). 

Kang 등84)은 경도 인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가정 

기반 운동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신체 수행

능력 검사인 SPPB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하지 근력과 악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65세 이상 도시지역에 비해 체육시설

이 현저히 부족한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지도자와 

함께 진행한 그룹 단체 운동과 주 3회 가정 기반 운동을 실시

한 결과 노인체력검사(senior fitness test)에서 상지(아령들

기)와 하지(앉았다 일어나기) 검사에서 자가 운동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으며, 하지 근력 또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체

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농촌지역에 운동장비와 시설의 제약

이 적은 가정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85).

결   론

노인들의 근감소증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예방 및 극복하

기 위한 운동 중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최근에는 저항성 

운동 혹은 저항성 운동이 포함된 복합운동의 형태가 노인의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 방

법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초창기 연구에서 적용된 기구를 이

용한 저항성 운동 방법은 효율적인 강도 조절 및 주동근 자극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이러한 형태의 운동 방법

은 많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또

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복지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의 노인들은 다른 형태의 운동 방법이 필

요했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운동 방법 및 운동 형태는 좀더 

다양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노인의 체력 수준 및 질병 유무에 따른 

운동 강도 설정 방안,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 자가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자료의 보급 등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체

력 수준, 만성 질환 유무, 생활환경을 고려한 저항성 운동 프

로그램들이 개발 및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 명시: 저자(들)은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알림: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NRF-2013M3A9B6046417, 

Korea Mouse Phenotyping Project NRF-2013M3A9D5072550, 

그리고 MEST 2011-0030135)와 교육부(NRF-2014R1A1A2058645), 

그리고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요   약

근감소증은 나이에 따른 노쇠의 주요한 현상 중 하나이며, 

단순한 근육량 감소의 의미를 넘어 노인의 삶의 질 저하 및 

높은 사망률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근감소증을 예측

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질병이나 사망률이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저항성 운동은 

노인의 근육량, 근력, 신체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에게 적용되는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은 운

동 방법, 형태, 강도는 다른 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근육량, 근 기능, 인지능력 향상 측면에서 제시하고, 점진적 

저항성 운동의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응

용 운동방법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intensity inter-

val training), 고속 파워 트레이닝(high speed power trai- 

ning), 신장성 수축 운동(eccentric exercise training), 전신 

진동 운동(whole body vibration exercise)과 최근 현대사회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동 적용 형태인 자가 및 지역사회 기반

(home-based, community-based)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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