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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kground : To assess the e ffect o f fo rw ard ㆍbackw ard w a lk ing  exercise and  pe lv ic floor m uscle  exercise on sexual
fu n c tio n  a n d  fu n c tio n a l fitn e ss  in  e ld e rly  m a le s . 
M ethods: Twenty two elderly m 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m plex Exercise
(CE) group (n=11) perform ed the forw ard·backward walking exercise (3 days/w eek, 12 weeks) and pelvic floor m uscle  
exercises (PFME; 5 days/week, 12 weeks). The PFME group (n=11) on ly performed PFME (5 days/week, 12 weeks). Both
groups perfo rm ed the P FM E  in  the sam e m anner. O utcom es w ere eva luated  by IIE F-5 (5-item  vers ion  of the interna-  
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6 min walk, and 30 sec & 1 min sit-to-stand before exercise training, and at week 4, week
8 , a n d  w e e k  1 2 .
R esults: Tota l scores and erectile  function scores had significant in teraction effect (p<0.05) in  group and period. 6 m in
w a lk w as sign ificantly  d iffe ren t (p<0.05) in  exerc ise period and  30 sec (p<0.001) &  1 m in sit-to -stand (p<0.01) had sign i-
fica n t in te ra c tio n  e ffe c t in  g ro u p  a n d  p e rio d .
C o n c lu s io n : T h re e  m o n th s  o f fo rw a rd ·b a ckw a rd  w a lk in g  a n d  p e lv ic  flo o r m u s c le  e xe rc ise s  d id  n o t h a ve  s ig n ifica n t 
p o s itive  e ffe c ts  o n  se xu a l fu n c tio n  a n d  fu n c tio n a l fitn e ss  in  e ld e rly  m a l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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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기능 장애, 즉 발기 부 (erectile dysfunction)은 노화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며
1), 사성 질환과 높은 련성이 있

다
2-4). 한 일반 으로 남성은 여성과 달리 노화에 따라 

성기능의 갑작스러운 감퇴를 경험하지는 않으나, 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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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EG (n=11) PFMEG (n=11) p value
Age (years) 71.0±4.85 72.9±3.98 0.937(NS)
BMI 25.6±2.63 25.5±2.52 0.607(NS)
Body fat (%) 25.7±6.68 27.1±6.04 0.705(NS)
Sexual function
  (total score)

33.3±17.4 33.5±16.0 0.845(NS)

Values are mean±SD.
CEG, complex exercise group; PFMEG,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group; BMI, body mass index; NS, not significant.

따른 남성 호르몬 수치의 진 인 감소로 인해 성교 회

수, 사정 회수  성욕 감퇴 등의 성기능 하를 경험하게 

된다
5). 연령 증가에 따라 발기 부 의 유병률은 30 에 비

해 40 는 3.72배, 50 는 5.16배, 60 는 11배, 70 는 22.4
배로 증가하게 되며

6), 어서 나타나는 발기 부 의 부

분이 불완  발기 부 으로 심  는 기능 인 장애가 많

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성 는 해부학  장애로 

인한 발기 부 이 늘어 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7). 이와 같이 

노화로 인한 성기능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라 하더라도 등도의 성  욕구는 지속 으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8), Diokno 등9)

의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

의 남자 73.8%가 활동 인 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제시하고 있어 노인에게 성  욕구나 성  능력을 지속

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기 부  치료

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며, 경구용 약물에 의한 

치료는 가장 많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 FDA에 의하면 경구용 약물 복용과 련해 

심각한 심 질환 발생을 보고하 고, Azarbal 등10)
은 경

구용 약물 매 후 13개월의 기간  522 의 사망, 517
의 심근경색증, 255 의 사 는 부정맥을 보고하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한 보존  치료 방

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표 인 것이 골반  근

육 운동(pelvic floor muscle exercise)이다. 국외의 연구들에

서는
11-14) 골반  근육 운동이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분명

한 이 이 있으며, 외과  수술과 약물에 한 비용과 부

작용을 일 수 있는 실제 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골반  근육 운동에 한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골반  근육 

운동은 골반 주변 근육 강화에만 이 맞추어져 있고, 
한 발기 부 은 심  질환의 기 조 증상

15)
이라고 

하는 것과 나이가 들수록 성 장애로 인한 발기 부 이 

증가한다는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반 으로 많이 수행하는 표 인 유산소성 운동의 하

나인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의 복합 처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의 복합 처치가 남성 노인들

의 성기능과 기능  체력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알아 보

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치한 노인 복지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노인 복지 을 상으로(성동구, 
구, 송 구, 동 문구), 무선 군집 표집(random cluster sam- 
pling) 방법으로 일정 기간 참여자를 모집한 뒤 이들  성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련 요인들(심 계 질환, 
비뇨기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약물 복용)이 존재하거나, 
혹은 걷기 운동을 해 정상 인 보행과 설문지 작성을 

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것

은 성기능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 이혼과 사별한 노인들을 제외한 총 22명의 남성 노인들

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총 22명의 남성 노인들을 

상으로 하여 옥외 운동장이 있어 걷기 운동이 가능한 성

동구와 송 구 노인 복지 의 남성 노인들 11명을 앞ㆍ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운동군(com- 
plex exercise group, CEG)으로 무선 할당하 으며, 구와 

동 문구 노인 복지 의 남성 노인들 11명을 골반  근육 

운동군(pelvic floor muscle exercise group, PFMEG)으로 무

선 할당하 다.
복합 운동군의 평균 연령은 71세, 골반  근육 운동군의 

평균 연령은 72.9세로 나타났으며,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서는 복합 운동군은 25.6, 골반  근육 운동군

은 25.5로, 두 집단 모두 과체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에 있어서 복합 운동군은 25.7%, 골반  근육 운동

군은 27.1%로 두 집단 모두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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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wardㆍbackward walking exercise program
Period (week) Intensity Duration (min) Frequency
1-4 (Phase I) as fast as you can 10 3 days/week
5-8 (Phase II) as fast as you can 20 3 days/week
9-12 (Phase III) as fast as you can 30 3 days/week

Table 3. Guideline for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1. 서 있는 자세: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서서 뇨의 흐름을 중지하도록 시도하는 것과 같이 골반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기를 복부 쪽으로 보다 가깝게 이동시키고 고환을 들어 올려 성기의 기저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고환을 들고 성기를 후면으로 잡아당긴 후 강하게 수축을 유지합니다.
 2. 앉은 자세: 다리를 벌리고 의자 혹은 바닥에 앉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고환을 들고 성기를 후면으로 잡아당긴 

후 강하게 수축을 유지합니다.
 3. 누운 자세: 무릎을 구부리고 벌린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고환을 들고 성기를 후면으로 

잡아당긴 후 강하게 수축을 유지합니다. 
 4. 걷기 중: 걷기를 수행 할 때 최대의 약 50%까지 골반저 근육을 들도록 시도합니다. 
 5. 요를 배설한 후: 요를 배설한 후, 뇨의 마지막 몇 방울까지 배설하기 위하여 골반저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키도록 시도합니다.
 6. 대변을 배설한 후: 대변을 배설한 후 여러분의 배변(변통)을 후방으로(위쪽으로) 긴장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대변도 직장

까지 배설되지 않도록 돌려주며, 대변을 보다 쉽게 둔부(기저부)에서 제거하게끔 해줍니다.
 7. 성교 중: 성교 중 여러분의 골반저 근육을 율동적으로 긴장시키면서 성기의 강직도를 성취하고 유지하도록 시도합니다. 

성기 안으로 보다 높은 압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느린 속도로 삽입 운동을 시도합니다.
 8. 사정의 지연: 조기 사정을 하는 남성들을 위하여, 골반저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사정을 지연하도록 시도합니다.

Table 4.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program

Period (week) Posture Intensity Contraction time (sec) Set number Frequency
1～4 (Phase I) Standing, sitting, lying As strong as you can 10 1 two times/day 5 days/week
5～8 (Phase II) Standing, sitting, lying As strong as you can 10 2 two times/day 5 days/week
9～12 (Phase III) Sstanding, sitting, lying As strong as you can 10 3 two times/day 5 days/week

다. 설문 검사
16)
에 의한 성기능 수는 복합 운동군이 33.3, 골

반  근육 운동군이 33.5로 두 집단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

며, 두 집단간 4가지 변인(연령, BMI, 체지방률, 성기능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운동처치

복합 운동 집단은 앞·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

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복지 에 도착한 남성 노인들은 

복지  야외에 있는 운동장에서 5-10분간 비운동을 실

시한 후 앞으로 걷기와 뒤로 걷기 시 주의 사항과 올바른 

자세에 한 설명을 듣고 걷기 운동을 실시하 다. 앞·뒤 

걷기 운동의 순서는 I단계에서는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속도에서 가장 빠르게 앞으로 걷기 5분을 한 뒤 뒤로 걷기 

5분을 연속 으로 실시하 으며(주당 3회, 10분), II단계 

에서는 앞으로 걷기 5분, 뒤로 걷기 5분, 앞으로 걷기 5분, 
뒤로 걷기 5분을 연속 으로 실시하 으며(주당 3회, 20
분), III단계에서는 앞으로 걷기 10분, 뒤로 걷기 5분, 앞으

로 걷기 10분, 뒤로 걷기 5분을 연속 으로 실시하 다(주
당 3회, 30분) (Table 2).

걷기 운동이 끝난 후 5-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복지 에 

있는 강당에서 골반  근육 운동을 실시하 다. 골반  근

육 운동을 실시하기 이 에 첫 번째로 골반  근육의 해부

학  치, 골반  근육의 역할, 골반  근육 운동의 방법, 
골반  근육 운동 시 주의  등에 하여 사  교육을 실

시하고, 두 번째로 개개인이 스스로 정확한 골반  근육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동작과 운동 방법을 지도하 다. 골반  

근육 운동 로그램은 Dorey14)
가 제시한 남성들을 한 골

반  근육 운동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Table 3), 운동 로

그램을 작성하 으며(Table 4), I단계에서는 3가지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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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10 동안 수축하며, 주당 5일, 하루에 2번, 1세트를 

수행하 으며, II단계에서는 3가지 동작을 최 한 10 동

안 수축하며, 주당 5일, 하루에 2번, 2세트를, III단계에서

는 3가지 동작을 최 한 10 동안 수축하며, 주당 5일, 하
루에 2번, 3세트를 수행하 다. 그리고 골반  근육 운동

만을 수행하는 골반  근육 운동 집단은 복합 운동 집단에

서 수행하는 골반  근육 운동 로그램을 동일한 방법으

로 처치하여 수행하도록 하 다.

3. 측정 방법  내용

1) 성기능 검사

운동 처치에 따른 남성 노인들의 성기능 정도를 악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Rosen 등17)이 고안한 

5- 역 국제 발기능 측정 설문지(5-item version of the inter- 
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5)를 바탕으로 하여 

Choe 등16)이 한국인들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설문지를 이용 

하 다. 이 설문지는 발기 능력(1～6번), 성교 만족(7～8번), 
오르가즘 기능(9～10번), 성  욕구(11～12번), 반  만족

(13～15번), 체 수(1～15번) 등과 같이 총 1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상자들은 운동 , 운동 4주 후, 
운동 8주 후, 운동 12주 후에 설문 검사를 실시하 다.

2) 체력 검사

노인들을 한 체력 요인들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

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

반 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에서 순환계 능력 

감소와 근력의 소실이 성기능과 한 련이 있다는 것

을18) 바탕으로 하여 심폐지구력은 6분 걷기를 이용하 으

며, 하지 근력은 앉았다 일어나기(30 ), 하지 근지구력은 

앉았다 일어나기(1분)를 본 연구에 용하 다. 연구 상

자들은 성기능 검사와 마찬가지로 운동 , 운동 4주 후, 
운동 8주 후, 운동 12주 후에 체력 검사를 실시하 다.

(1) 6분 걷기(6 min walk)
노인들의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해 6분 동안 얼마 

만큼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 다. 연구 상

자가 정해진 거리를 걸어서 한 바퀴를 완주할 때마다 검사

자는 나무젓가락을 하나씩 건네 주었으며, 출발 후 6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에 따라 그 자리에 정지하도록 지시했

다. 연구 상자가 받은 나무젓가락 개수와 정지해 있는 

치에 해당하는 거리를 기록하여 6분 동안의 체 인 보행 

거리를 계산하 다.

(2) 앉았다 일어나기(30 sec & 1 min sit to stand)
노인들의 하지 근력(30 )과 하지 근지구력(1분)을 측정

하기 해 가슴에 양손을 교차시킨 후 의자에 등을 고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검사자의 시작 소리에 맞춰 일어났

다가 앉기를 최 한 빠르게 반복하도록 하 다. 의자의 등

받이에 등이 정확하게 닿은 것만을 검사 자료로 기록하

으며, 30 에 회수를 기록하고 1분에 회수를 기록 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를 산출하 으며, 두 집단과 4번의 운동기간에 한 성기능

과 체력의 변화는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 변량(Two-way re- 
peated measure ANOVA) 분석 방법을 용하 다. 분석 결

과 상호작용 효과가 없을 경우는 독립변인의 주효과(main 
effect)를 검증하 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

별 4번 운동기간의 처치수  내에서 하  집단간의 평균을 

일원변량(One-way ANOVA) 분석 방법을 용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모든 통

계치의 유의 수 은 p<0.05로 설정하 다. 

결   과

1. 성기능의 변화

앞ㆍ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한 복합 운

동군과 골반  근육 운동만을 수행한 골반  근육 운동 집

단의 운동 , 운동 4주 후, 운동 8주 후, 운동 12주 후 성기

능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두 집단 모두 집단간, 기간별 

체 수, 발기 능력, 발기 성취력, 발기 유지력, 성교 만

족, 오르가즘 기능, 성  욕구, 반  만족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 수와 발

기 능력에서 집단·운동기간의 유의한(p<0.05)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집단별로 일원 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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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sexual function between CE and PFME group

Variable Group Pre 4 week 8 week 12 week F-value
Total score CEG 33.3±17.4 32.7±16.1 37.4±16.2 36.4±16.8 Group         0.863

Period         1.036
PFMEG 33.5±16.0 27.3±17.1 26.0±16.6 28.1±17.1 Group*period   3.133*

Erectile function CEG 12.0±7.55 11.9±7.40 13.9±7.34 14.6±7.72 Group         1.525
Period         0.484

PFMEG 11.7±7.45 9.36±7.67 8.45±7.29 8.45±7.69 Group*period   3.243* 
Erectile achievement CEG 2.00±1.67 2.00±1.48 2.64±1.62 2.27±1.61 Group         0.952

Period         0.367
PFMEG 1.91±1.70 1.64±1.50 1.45±1.29 1.55±1.50 Group*period   2.285

Erectile maintenance CEG 2.09±1.44 2.00±1.41 2.55±1.50 2.27±1.67 Group         1.124
Period         0.809

PFMEG 1.82±1.60 1.55±1.36 1.64±1.43 1.45±1.44 Group*period   0.991
Intercourse satisfaction CEG 4.45±3.11 3.91±2.91 4.64±2.76 4.09±3.04 Group         0.395

Period         0.803
PFMEG 4.00±2.93 3.27±2.83 3.09±2.70 3.91±2.80 Group*period   0.991

Orgasm function CEG 4.27±3.31 3.45±3.07 4.00±3.22 4.00±3.22 Group         0.176
Period         1.959

PFMEG 4.36±2.61 3.09±2.30 3.00±2.60 3.36±2.42 Group*period   0.776
Sexual desire CEG 5.09±1.44 5.00±1.89 5.27±2.19 5.18±2.31 Group         0.149

Period         0.767
PFMEG 5.36±2.11 4.64±2.24 4.45±1.75 4.91±1.81 Group*period   1.100

Overall satisfaction CEG 7.82±3.54 7.82±2.75 8.73±1.73 8.82±1.40 Group         0.854
Period         0.802

PFMEG 7.73±2.79 7.09±3.39 7.00±2.96 7.55±2.91 Group*period   1.117
Values are mean±SD. 
CEG, complex exercise group; PFMEG,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group.
*p<0.05.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체력의 변화

앞ㆍ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한 복합 운

동군과 골반  근육 운동만을 수행한 골반 근육 운동군의 

운동 , 운동 4주 후, 운동 8주 후, 운동 12주 후 체력의 변

화는 Table 6과 같다. 6분 걷기에서는 집단간, 집단ㆍ기간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별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30  앉았다 일어나기에서는 기간별 에서 유의한 차

이(p<0.001)가 나타났으며, 집단·기간에서 유의한(p<0.001)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집단별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 운

동군에서는 기간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
반  근육 운동군에서는 운동 : 운동 8주 후, 운동 : 운
동 12주 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 앉았다 일어나기에서는 기간별에서 유의한 차이(p 
<0.001)가 나타났으며, 집단ㆍ기간에서 유의한(p<0.01) 상
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에 따른 집단별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 운동

군에서는 기간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
반  근육 운동군에서는 운동 : 운동 8주 후, 운동 : 
운동 12주 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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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between CEG and PFMEG

Variable Group Pre 4 week 8 week 12 week F-value
6 min walk (m) CEG 557.6±70.1 572.0±79.2 580.7±69.6 608.8±68.3 Group          0.186

Period          3.489*

PFMEG 557.6±56.7 555.3±29.9 585.4±74.5 579.9±73.1 Group*period    0.721
30 sec sit to stand (n) CEG  14.6±3.17  14.3±2.80  14.7±2.05  15.7±1.95 Group        0.024

Period         15.003‡

PFMEG  12.7±1.34  14.1±2.13  16.1±2.48  15.8±2.08 Group*period     7.400‡

1 min sit to stand (n) CEG  29.3±5.69  27.8±4.40  29.3±4.13  30.6±4.31 Group          0.244
Period          8.112‡

PFMEG  26.8±2.99  29.2±4.05  32.7±4.83  31.4±3.47 Group*period    4.892†

Values are mean±SD, 
CEG, complex exercise group; PFMEG,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group.
*p<0.05, †p<0.01, ‡p<0.001.

고   찰

골반  근육 운동은 발기력 개선에 정 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지만, 본 연구자들은 발기력의 감

소는 심 계 능력의 감소와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심 계 질환의 기 조 증상이라는 보고15)에 따

라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했을 때 남성 노

인들의 성기능에 어떠한 향이 있을 것인가에 한 의문

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따라서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복합 으로 수행하는 집단과 골반  

근육 운동만을 수행하는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3개월 동

안 운동을 처치한 결과 집단간 성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두 집단의 기간의 변화량을 합산하여 기간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체 수와 발기 능력에서 집단ㆍ기간의 상호 작

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상호 작용 효

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기간의 효과는 체 수와 

발기 능력에서 두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유의한 상호 작용이 있을 경우에 두 독립

변인의 처치 수  내에서 하 집단간의 평균을 사후 검증

을 실시해야 하는데 집단은 두 집단이기 때문에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간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체 

수와 발기 능력에서 운동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일원변량 분석 결과 집단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간에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 하여 분

석을 해보면 골반  근육 운동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들의 경우
11-14,19) 발기 부 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을 상

으로 하여 운동을 처치하 으며, 한 Kim 등3)
이 IIEF-5를 

이용하여 체 수에 따른 성기능 정도를 평가한 것을 보

면 18-25 (정상), 14-17 (경증), 10-13 ( 등도), 9  이

하(완  발기부 )를 분류하여, 본 연구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이 71세인데도 불구하고, 체 수의 평균 수가 33
으로 상당히 높은 수를 나타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성기능이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남성 노인

들이 성기능에 실질 으로 문제가 있지만, 설문지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 으로 양호하다는 것에 높은 

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병

원이 아닌 외부에서 성기능에 한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

렵고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운동 처치 로

그램이 4개의 노인 복지 에서 진행되다 보니 복지 마다 

시설 사용의 상황이 상이해 3개월간 일 성 있는 운동 처

치가 어려웠다는 도 이러한 결과를 래한  다른 요인

으로 추측된다.
노인들을 한 체력 요인들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

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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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에서 순환계 능력

의 감소와 근력의 소실이 성기능과 한 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
18), 노인들의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6분 걷기와 하지의 근력을 측정하는 30 간 앉

았다 일어나기,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1분간 앉았다 일어

나기를 측정ㆍ분석하 다. 6분 걷기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두 집단의 6분 걷기 평균치를 합산하여 

비교ㆍ분석한 결과 운동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계 으

로 기간간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앉

았다 일어나기에서도 6분 걷기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두 집단의 평균치를 합산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기간이 경과함에 기간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ㆍ기간에서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 분석에서 걷

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수행하는 집단은 차이가 없

었으나, 골반  근육 운동 집단에서 운동 보다 운동 8주 

후 증가, 운동  보다 운동 12주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1분 앉았다 일어나기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

이는 없었으나, 운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ㆍ기간에서 유의한 상호 작용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 작용에 따른 집

단별 분석에서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반  근육 

운동 집단에서 운동 보다 운동 8주 후 증가, 운동 보

다 운동 12주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심폐 지구력과 하지의 근력  근

지구력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3
개월간의 앞ㆍ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하

는 것이 골반  근육 운동만을 수행했을 때 보다 하지의 

근력ㆍ근지구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들의 운동 습 을 조사했을 때 모든 

노인들이 걷기 운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고 한 복

지 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노인들

의 운동 습 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와같

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남성 노인들만을 상으로 하여 운동을 통해 

성기능과 체력의 변화를 최 로 시도한 연구이기는 하지

만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존재하 다. 첫 번째는 운동 효과

를 검증하기 한 조군이 없었다는 이다. 두 번째는 피

험자수가 어 운동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 설문 검사상 정확한 자료를 얻

기 어려웠다. 네 번째는 3개월간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운동 지도와 감독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

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피험자수의 확

보와 정상 노인이 아닌 비뇨기과 으로 발기 부 으로 진

단 받은 피험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3개월간의 걷기 운

동과 골반  근육 운동은 남성 노인들의 성기능과 체력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월 

이상의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골

반  근육 운동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연구배경: 남성 노인들을 상으로하여 앞ㆍ뒤 걷기 운

동과 골반  근육 운동의 복합 운동 로그램이 성기능과 

기능  체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서울시 소재 4개 노인 복지 을 이용하는 남성 노

인들을 무작 로 추출하여 앞ㆍ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

육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운동군과 골반  근육 운

동만을 수행하는 골반  근육 운동군으로 집단을 분류하

다. 복합 운동군은 앞ㆍ뒤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일ㆍ
12주, 골반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5일ㆍ12주동안 처치

하 으며, 골반  근육 운동군은 일주일에 5일ㆍ12주동안 

처치하 다. 골반  근육 운동 로그램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처치하 으며, 성기능 평가는 한국  발기 능력 

측정 설문지를 이용하 고 체력은 6분 걷기, 30  앉았다 

일어나기, 1분 앉았다 일어나기를 성기능 검사와 함께 운

동 , 운동 4주 후, 운동 8주 후, 운동 12주 후에 측정  

분석하 다.
결과: 운동간, 운동 기간간 8가지 항목( 체 수, 발기 

능력, 발기 성취력, 발기 유지력, 성교 만족, 오르가즘 기능, 
성  욕구, 반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체 수와 발기 능력에서 집단ㆍ운동기간의 유

의한 상호 작용 효과(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기간의 효과는 두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체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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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서는 6분 걷기에서 기간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0.05), 운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 모두 걷기 능력

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앉았다 일어나기에서

는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집단ㆍ기간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 골반  근육 운동 

집단에서 운동 : 운동 8주 후, 운동 : 운동 12주 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 앉았다 일어나기에서

는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집단ㆍ

기간에서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 골반  근육 운동 집단에서 운

동 : 운동 8주 후, 운동 : 운동 12주 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3개월간의 앞·뒤 걷기 운동과 골반  근육 운동

의 복합 운동 수행이 남성 노인들의 성기능과 기능  체력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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