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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proprioception traning and muscle strength traning 

on the ankle strength and balance of obese middle-aged woman.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obese-middle aged woman; 8 woman who agreed with this research, were picked 

up. 

Participants were divided randomly into equal groups: experimental group receved proprioception traning for 6 weeks, which 

consists of 3 times per week, 30 min for each session. control group received strength training during the same period. Muscle 

strength and balance were measured dorsi flexion, plantar flexion, functional reach test and one leg standing.  The intervention 

were compared by measuring before and after.

Result :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ubscales of the muscle strength of both group and balance test of those 

who practiced with the proprioception traning, while the muscle strength traning showed significant changes only muscle 

strength.

Conclusion : Therefore, proprioception training is beneficial in improvement of to improve the muscle strength and balance 

in middle-aged woman with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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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의 과학발달과 의학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

킴과 동시에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

만, 이런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윤택한 생활 속에서의 

신체 활동 감소와 영양불균형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으

로서 비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정다연, 

2017). 특히, 임신 및 출산의 경험 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40  이상의 여성에게는 근력 저하, 운동과 신체활

동이 부족하지만 에너지는 과잉 섭취됨으로써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여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고(이승

찬, 2015)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25㎏/㎡)를 기준하여, 40 는 

27.9 %, 50 는 36.7 %, 60 는 43.1 %로 나타났다(보건

복지부, 2012).

비만이 되면 체지방과 체중의 증가로 인해 관절에 무

리가 가며 특히 발목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면서 

손상 발생률도 높게 나타난다(김희승과 오정아, 2007).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체중 증가가 발목 

손상의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Andersen 등, 2003). 

발목관절은 중력에 항하여 인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관절 중에서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관절 

중의 하나이다(Morrison & Kaminski, 2007). 발목관절과 

발의 일차적 기능은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고 신체의 전

진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발목관절은 관절구조형태의 역

학적 특성상 관절가동범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이 있어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힘, 발바닥쪽 

굽힘의 가동범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Vandervoort 등, 1992b). 특히, 발목의 움직임은 건강상

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Vandervoort 등, 1992a). 또한 체중이 증가함

에 따른 운동역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발목의 발바

닥쪽 굽힘각 및 발바닥쪽 굽힘 근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김태완, 2006; 신성휴 등, 2006) 족저

압 역시 정상인에 비해 비만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윤희, 2001; Birtane & Tuna, 2004; Gravante 등, 2003; 

Hills 등, 2001). 또한 비만인의 경우 정적 안정성에 있어

서 정상인보다 비만인의 안·가쪽 정적 안정성이 떨어진

다고 하였고(McGraw 등, 2000), 정상체중인 사람과 비만

체중인 사람의 보행속도에 따른 하지 근력 비교분석에

서 비만인의 경우 발목 근력은 약해지고 흡수는 많아 발

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손

상이 늘어난다고 하였다(김태완과 김지태, 2007).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발목근육의 반응시간이 젊은층

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의하게 길고 발목 근육의 

근력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 발목 근육중에서 발등굽힘

근이 약하면 균형 유지능력은 크게 감소된다고 보고되

었다(Maki & McIlroy, 1996). 또한 근력 및 근지구력을 

감소시키며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균형능력(Balance Ability)은 움직임 동안 신체를 일정

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Wade와 

Jones, 1997) 운동감각, 중추신경계 그리고 역학적인 면

에서 협응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Duncan 등, 

1990). 균형 훈련은 발목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Arnold & Docherty, 

2004).

발목관절은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손상도 빈번히 발

생하고, 그와 수반되는 통증, 부종 등으로 인해 보행 또

는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나타난다. 발목 관절은 일단 손

상이 발생하게 되면 높은 재발률로 인하여 손상이전에 

예방의 중요성이 큰 관절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 

발목 관절의 손상이나 질환을 가진 환자나 운동선수들

을 상으로 손상 후에 나타나는 근력과 균형의 변화에 

하여 보고하였다. 근력과 균형은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손

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 또는 발목 불안정

성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강호길, 2016; 김기종, 2012; 김예지, 2016)는 있지만 예

방차원에서 일반중년여성에게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작위 임상실험을 통하여 비만중

년여성을 상으로 발목근력과 균형에 한 고유감각훈

련과 근력강화훈련의 효과를 비교하여 지역사회 비만중

년여성을 상으로 한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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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C시에 위치한 J의원을 다니는 비만중년여

성 8명을 상으로 하였으며, 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나이 45~60세인 여성

2) 양 하지의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3) 지난 6개월이내 낙상 경험이 없는 자

4) 평상시 특별한 균형훈련은 받지 않은 자

5) BMI(Body Mass Index) 25㎏/㎡이상인 자

6) 본인 의사로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자

발과 족관절에 현재 통증이 있는 자,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자, 측정 장비위에서 균형 수행이 

어려운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만중년여성의 근력과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김영민(2014)의 연구를 수정보완 하여 만

든 총 8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고유감각훈련과 서용곤

(2008)의 연구를 수정보완 하여 만든 근력강화훈련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 전후 검

사를 실시하여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주차별 운동프로그램 방법은 다음

과 같다(표 1). 

고유감각훈련

(실험군)

근력강화훈련

( 조군)

1주차
준비운동(스트레칭)

Airostep위에서 눈을뜨고 양발서기, 제자리걷기

준비운동(스트레칭)

발등굽힘근, 발바닥굽힘근 강화운동

2주차

준비운동(스트레칭)

Airostep위에서 눈을뜨고 한발서기, 한발로 선상태에

서 앞뒤꿈치들기

준비운동(스트레칭)

발의 가쪽번짐근, 안쪽번짐근 강화운동

3~4주차
준비운동(스트레칭)

Airostep위에서 1주차 운동을 눈감고 실시

준비운동(스트레칭)

발의 심부근 강화운동

5~6주차
준비운동(스트레칭)

Airostep위에서 2주차 운동을 눈감고 실시

준비운동(스트레칭)

발목 근육강화운동(전체)

표 1. 주차별 운동프로그램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근력에 해서는 맨손악력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균형능력에 해서는 기능적 팔 뻗기 검사

(FRT)와 한발서기검사(OL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1) 근력평가도구

맨손 악력계(Hand-held dynamometer, USA)를 사용하

여 상자의 우세측 발등굽힘근(dorsiflexor), 발바닥굽힘

근(plantarflexor)의 근력을 평가하였다. 상자는 항중력 

상태를 적용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를 취하도록 

하였다. 각 근육의 동작이 나타나는 방향과 반 되는 위

치로 일정한 저항을 가하여 최  등척성 수축력(muscle 

voluntary isometric force, MVIF)을 측정하였다. 근육별로 

각 2회씩 평가하였으며, 근육의 피로도를 막기 위해 30

초간 휴식시간을 주었다. 또한 실험의 오차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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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숙련된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발목 근력 평가

를 실시하였다(임종민, 2012).

본 연구에서 이용한 손으로 잡고 측정하는 맨손악력

계(hand-held dynamometer)의 검사 - 재검사 신뢰도는 같

은 날에는 급간내 상관계수 r=0.8 이상, 1주일 뒤에는 

r=0.7 이상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Bohannon, 1999). 본 

연구에서는 측정 간 엉덩관절의 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손은 가슴 위에 교차하여 올려놓고, 체간이 

고정되도록 하였다. 발바닥굽힘근과 발등굽힘근의 측정

은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였으며, 두 근육 모두 0도에서 

시작하여 측정하였고, 발바닥과 발등부분에 압력판을 

고 각각 근육을 측정하였다.

2) 균형평가도구

(1) 기능적 팔 뻗기 검사

기능적 팔 뻗기 검사(functional reach test; FRT)는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이고, 목적은 균형능력 및 

유연성, 기능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작자세

는 고정된 지지면 위에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자세에

서 주먹을 쥐고, 팔꿈치 폄, 어깨를 90˚ 뻗은 상태이다. 

시작자세에서 벽에 설치된 막  또는 자에 수평을 유지

하면서 팔을 최 한 뻗어 균형을 잃지 않고 5초간 유지

한다. 이 때 세번째 중수골 원위부의 처음 지점과 최

로 뻗은 지점을 기록하여 처음과 마지막 지점의 거리차

를 측정한다.

균형능력의 평가도구로 사용된 FRT는 앞쪽으로의 안

정성 한계를 측정하는 균형능력 측정도구이다. FRT의 

측정자 내 신뢰도 r=.98이고, 측정자간 신뢰도 r=.92이다

(Duncan 등, 1990). 

(2) 한발 서기 검사

한발 서기 검사(one leg standing test; OLST)는 선 자세

에서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어느 위치에

서든 빠르게 자세균형 검사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이다(Springer 등, 2007).

조용한 실내의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감은 상태로 실

시하였다. 평가방법은 팔짱을 끼고 두 발로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라고 한다. 이때 든 다리는 슬관절을 90˚ 

굴곡 시키도록 요구한다. 한쪽 발로 서 있는 시간을 측

정한다. 우측 발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dows(ver. 21.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값은 비모수 통계 처리 방식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이용하여 집단 내 중재 방법에 따른 종속 변수의 전후 

비교를 처리하였고,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 운동 방법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비교하

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p)은 .05 이하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이 연구는 발목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비만중

년여성의 근력과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연

구 목적에 따라 근력 및 균형에 한 변화를 분석 및 기

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8명으로 구성되었고 실험군 4명 

조군 4명으로 분류하였다. 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 키, 몸무게, BMI는 실험군과 

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p>.05)(표 2). 

또한 실험군과 조군의 중재 전 종속 변수의 연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검정을 실시하였다. 근력평가에

서 발등굽힘근과 발바닥굽힘근, 균형평가인 기능적 팔 

뻗기 검사와 한 발 서기 검사에서 각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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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n=4) Control(n=4) Χ2 p

Age(year) 49.25±3.59 50.25±5.12 -.320 .557

Height(cm) 164.25±4.34 162.25±6.84 .490 .387

Weight(kg) 69.00±3.16 67.25±6.60 .478 .108

BMI 25.65±0.62 25.49±0.42 .439 .565

표 2. 상자 일반적 특성

Experimental group
(n=4)

Control group (n=4)  U p

Muscle Strength
DF(kg) 35.64±2.77 35.63±2.64 .007 .921

PF(kg) 25.31±2.61 25.18±2.26 .844 .844

Balance
FRT(cm) 14.50±1.54 14.45±1.52 .046 .806

OLST(sec) 8.27±1.18 8.30±1.47 -.026 .776

DF: Dorsi Flexion, PF: Plantar Flexion, FRT: Functional Reach Test, OLST: One Leg Stand

표 3. 사전 동질성검정        

2. 근력의 변화

1) 발등굽힘근(Dorsi Flexion)

실험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조군도 중재 전과 중

재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발등굽힘근의 변

화량의 차이 비교에서는 두 군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05)(표 4). 

Experimental
(n=4)

Control
(n=4) U p

DF

Pre 35.64±2.77a 35.63±2.64

Post 37.95±2.05 37.17±2.10

Post-Pre 2.31±1.19 1.53±0.86 1.048 .335

z -3.865 -3.561

p .03* .01*

a평균±표준편차, *p<.05,

표 4. 근력(DF)의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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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바닥 굽힘근(PF)

실험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조군도 중재 전과 중

재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발바닥굽힘근의 

변화량의 차이 비교에서는 두 군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p>.05)(표 5). 

Experimental
(n=4)

Control
(n=4) U p

PF

pre 25.31±2.61a 25.18±2.26

post 26.47±1.97 26.47±1.97

post-pre 2.35±0.80 1.29±0.40 2.332 .058

z -5.820 -4.389

p .01* .02*

표 5. 근력(PF)의 비교                                                      (단위: ㎏)

a평균±표준편차, *p<.05

3. 균형능력의 변화

1) 기능적 팔 뻗기 검사(FRT) 

실험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평균값을를 비교한 결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조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FRT의 

변화량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의 

차이가 더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표 6).

Experimental
(n=4)

Control
(n=4) U p

FRT

Pre 14.50±1.54a 14.45±1.52

Post 15.52±1.65 14.77±1.35

Post-Pre 1.02±0.23 0.32±0.22 4.32 .01*

z -8.676 2.931

p .003** .061

표 6. 균형(FRT)의 비교                                                     (단위: sec)

a평균±표준편차, *p<.05, **p<.01

2) 한 발 서기 검사(OLST)

실험군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조군의 중재 전과 중

재 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실험군과 조군의 전후 평균 OLST의 변

화량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군이 조군보다 변화량의 

차이가 더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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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n=4)

Control
(n=4)

U p

OLST

Pre 8.27±1.18a 8.30±1.47

Post 10.97±1.41 9.75±2.19

Post-Pre 2.70±0.45 1.27±0.82 3.034 .02*

z -11.878 -3.102

p .001* .053

표 7. 균형(OLST)의 비교                                                  (단위: sec)

주) a평균±표준편차, *p<.05

Ⅳ. 고 찰

균형은 운동이나 이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Winstein 등, 1989), 정상적인 균형조절을 위해서는 신체

의 생역학적 측면인 근골격계의 지지작용과 협응운동을 

포함한 운동기능, 감각기능의 통합적 작용이 필요하다

(Horak, 1987). 운동기능은 하지와 체간의 근육들이 자세

반응 상승 작용에 따라 협응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말

하며 감각기능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포함한 체성감각과 

시각 그리고 전정기관으로부터 수용된 다양한 감각들을 

조직화 하는 과정을 말한다(Bernier & Perrin, 1998). 고유

수용성 감각은 근육, 인  그리고 관절에 있는 기계적 

수용체(mechanoreceptor)에서 감지하는 근육과 인 의 움

직임, 긴장도 그리고 관절의 위치 및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을 말한다(황지혜 등, 2000).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 

운동은 손상된 사지의 근육신경계 기능 중 자세균형 조

절 능력의 장애로 인한 기능적 관절 불안정성으로부터 

회복을 위하여 자세균형감각능력의 호전과 함께 관절 

주위 근육의 근력 증진 훈련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정순탁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발목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8

명의 비만중년여성의 근력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6주 동안 실험군 4명에게 고유수용성감각 

발목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조군 4명에게는 근

력강화 발목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근력과 균형을 검

사한 후 각 그룹간 비교를 통해 발목운동프로그램의 유

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근력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변화량

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발등굽힘근(DF) 항목과 발바닥굽

힘근(PF) 항목에서 유의하게 향상 됨을 확인할 수 있었

고(p<.05),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

군보다 실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한 결과 발등굽힘근

(DF)과 발바닥굽힘근(PF)에서 실험군 차이 값과 조군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임은영(2005)의 연구에서도 14명의 성인남녀에게 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목근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

고(p<.05) 또한 임종민(2012)은 30명의 노인에게 발목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목근력의 평균 3.34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기에(p<.05)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는 발목운동프로그램이 비만중년여성의 발

목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균형 점수의 중재 전과 중재 후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기능적 팔 뻗기 검사(FRT) 

항목과 한 발 서기(OLST) 항목에서 균형이 유의하게 향

상되었다(p<.05). 또한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차이 

값이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더 큰지 검증한 결과 기능

적 팔 뻗기 검사(FRT)와 한 발 서기(OLST)에서 실험군

의 차이 값이 조군의 차이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Duncan 등(1990)은 기능적 팔 뻗기 검사에서 15.0~17.5 

㎝ 이하이면 기능적 균형에 제한이 생긴다고 주장하였

으며, 본 연구 상자의 치료 전 기능적 팔 뻗기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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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로 균형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실험군은 

평균 1.02 ㎝, 조군은 0.32 ㎝ 각각 증가하였으며, Li 

등(2004)의 연구와 비교하면 운동 3개월 후에 평균 0.58 

㎝ 증가하였으며, 6개월 후에는 평균 1.28 ㎝ 증가를 보

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운동 후 기

능적 팔 뻗기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Campbell 등, 

1999; Hauer 등, 2001; Sattin 등, 2005; Shigematsu 등, 

2002; Wolf 등, 2006; Wolf 등, 2003)하고 있다. 

비록 이 연구들은 모두 동일한 근력, 균형능력 평가도

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능적 평가 도구를 

사용해 발목운동프로그램 중재 후 상자의 근력과 균

형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서 볼 때 고유감각훈련과 근력

강화훈련은 비만중년여성의 균형과 근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소수의 비만중년여성 8명만을 상으로 한 사

례연구이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향후 연

구에서 더 많은 상자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발목과 관련하여 근력과 균형 능력을 

상으로 중년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

서는 더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인 보행을 통한 평가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평가 방법을 통하여 변화의 수준

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동시간 이외의 연

구 상자들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면이 따른다.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 할 때는 적절한 환경 통제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만중년여성에게 고유감각훈련과 근

력강화 훈련이 근력과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비만중년여성 8명을 상으로 6주 동안 실험

군 4명에게 고유감각훈련을 적용하였고, 조군인 4명에

게 근력강화훈련을 적용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실험 후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발등굽힘근

과 발바닥굽힘근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둘째, 실험 후 실험군에서 균형능력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6주간의 고유감각훈련과 

근력강화훈련의 적용은 비만중년여성의 근력의 향상에 

유용하고, 고유감각훈련은 추가적으로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중년 또는 비만에 관

한 연구는 부분 체중감량 목적의 유산소운동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발목의 운동과 관련된 운동은 환자

나 운동선수등을 상으로 한 중재에 관한 연구가 부

분이며 예방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앞

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목 고유감각훈련과 근력강

화훈련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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