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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노인의 일어서서 걷기 검사(TUG)와 일어서서 장애물 걷기

검사(TUGO)의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체 육 학 전 공

나성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동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imed Up and Go test(TUG) 및 Timed Up and Go test with obstacle(TUGO)검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동작에 소요된 시간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직립보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남성 51명, 여성 70명은 무선

관성 감지 장치(BTS G- WALK, Italy)를 다섯 번째 요추에 부착하여 평소 보행속도로

걸었다. TUG 및 TUGO는 ‘일어서서 걷기(sit to walk) 1구간, 앞으로 걷기(forward gait) 

2구간, 첫 번째 회전(first turn) 3구간, 뒤로 걷기(backward gait) 4구간, 두 번째

회전(second turn) 5구간, 회전 후 앉기(turn to sit) 6구간’으로 구분하여 활동체력요소인

균형성, 악력, 하지 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민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간별 동작에 소요된 시간과 활동체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처리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 활동체력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성(sex)에 의한 영향을 제어한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TUG 및 TUGO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되는 시간은 TUGO가

TUG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활동체력은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U시 지역과

유사하였으며, 체력 요소 중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연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 항목들을 성(sex)를 제어한

편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TUG 및 TUGO 총 시간과 모든 구간에서 한발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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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10m보행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능적인 이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점과

TUG, TUGO를 각 구간별로 체력과의 연관성을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에서 TUG 및 TUGO 동작 별 특성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허약한 노인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대상자로 TUG 및 TUGO 구간별

동작 특성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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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전체인구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 14%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현재 2019년은 고령화 사회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6).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수명의 연장과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Rejeski & Mihalko, 2001). 그러나 노인들은 노화과정에 따라 체력과 활동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활동체력이 저하될 경우 사회적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노화로 인해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보행능력 등의

체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신체활동, 낙상 및 독립생활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Rikli & Busch, 1986; Zamboni, Mazzali, Fantin, Rossi, & Di 

Francesco, 2008). 결국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노인의 삶에서도 활력, 질 높은 건강한 삶,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활동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Roos & Havens, 1991). Shin, Han, 

Jung, Kim, & Fregni (2011)는 노인들의 균형 감소, 신경계 기능 퇴화, 보행능력 감소

및 근력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보행능력 감소는 낙상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일상생활의 활동과 삶의 질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노인의 기능적인 이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낙상유형에는 발 걸림, 미끄러짐, 헛디딤, 휘청거림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낙상

기전과 예방 전략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노인의 낙상 원인을 검토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보행 중 발 걸림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aito & Muraki, 2010).

Campbell, Borrie, Spears, Jackson, Brown, & Fitzgerald (1990)도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률이 높으며, 노인의 낙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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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에 걸려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노인들은 근력 약화와 균형성

저하로 인해 낙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낙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골절된 두려움을 겪은 노인들은 활동량이 더욱 감소하게 되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활동체력도 저하가 되어 낙상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Tinetti & Williams, 1998). 낙상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노인들의 사고 상해 중 가장 빈번하고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주요 상해의 원인으로 뽑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다수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요구되며 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인 보행과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측정도구 중 Timed Up and Go 

Test(TUG)는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선 후 3m 앞의 콘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기능적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로 이동성을 수치화 할 수 있어 쉽고 간편하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중 하나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여 낙상 위험을 예측을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낙상위험예측 측정도구 중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Hatch, Gill-Body, & Portney, 2003). Pollock, Eng,

& Garland (2011)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TUG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행과 균형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 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병, 관절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Morris, Morris, & Iansek, 2001). TUG검사결과가

10초이내이면 보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11초~20초의 경우는

보행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20초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능적 운동손상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O’sullivan, Schmitz, & Fulk, 2019). 그러나 간단하면서 매우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측정 수행 과정에서 평지 보행과

두번의 180〬 방향을 전환하는 간편 단순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단순한 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비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걷는 등, 경사보행, 장애물 보행, 계단보행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능적 보행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TUG 동작은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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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동작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De Oliveira, De Medeiros, Ferreira, Greters, 

& Conforto, 2008). 

Demura & Uchiyama (2007)는 실생활에 보다 가까운 검사를 제안하기 위해

TUG검사에 17cm, 5cm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TUGO(Timed 

Up and Go test with obstacle)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노인의 신체적

기동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TUGO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장애물 보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유효한 검사로 보고되고 있다(Ng & 

Hui-Chan, 2005). TUGO검사로 장애물 보행 시 노인들의 관절 움직임에 대한

역학적 특성과 장애물 높이에 따른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TUGO가 활동체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TUG 및 TUGO검사를 총 시간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기동성 문제를 평가하고, 보행과 균형능력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Kegelmeyer, Kloos, Thomas, & Kostyk, 2007). TUG, TUGO검사의 동작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보행능력 뿐만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서기, 장애물을 넘기, 콘

주위를 도는 회전구간 및 돌아서 의자에 앉기 등과 같이 여러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동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UG와 TUGO검사를 구성하는 동작들 중,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는

하지 근력이 필요하고, 3m 보행 후 회전하여 제자리에 돌아와 앉기에서는 복부

근력과 골반의 움직임 및 체간의 회전이 필요하며, 보행동작을 시행하는 중에는

체중 이동 및 자세 유지와 같은 균형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Flansbjer, 

Holmbäck, Downham, Patten, & Lexell, 2005).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로 TUG 및 TUGO검사는 노인들의 보행능력을 포함한 신체 이동능력을

평가하는데 유효한 검사임을 알 수 있다. TUG와 TUGO는 보행능력과 협응성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각 구간별로 체력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동체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구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TUG검사와 TUGO검사를 총 소요시간으로 평가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지만 이 검사를 구성하는 동작들을 구간별로 나누어 노인의 신체적

기동성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개인의 부족한 활동체력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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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보행능력과 균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 TUG 및

TUGO검사를 ‘의자에서 일어서기’, ‘보행하기(혹은 장애물을 넘어 보행하기)’, ‘콘

주위를 돌기’, ‘의자에 앉기’와 같이 구간 별로 나누어 구간별 동작에 소요된 시간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TUG 및 TUGO 

검사를 구성하는 동작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규명한 동작의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기동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개인의

부족한 활동체력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노인의 TUG, TUGO를 구간별로 나누어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TUG의 총 시간은 활동체력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TUGO의 총 시간은 활동체력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TUG의 구간별 동작과 활동체력의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TUGO의 구간별 동작과 활동체력의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5. TUG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과 TUGO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이 차이가 있는가?

4. 연구의 제한 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범위가 U시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둘째, 연구대상자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 약물 복용 종류에 관해서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넷째, 체력측정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초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가진 노인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5.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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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화

노화란 연령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기관 조직 기능이

퇴화되는 것이다.

2) 낙상

낙상이란 의도치 않게 넘어지거나 떨어져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등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08).

3) 일상생활수행능력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이다.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DL), 옷 갈아입기, 식사 등 같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집 앞 산책하기, 집안일 하기, 전화 걸기 등 기본적 일상활동

이상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하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으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이라 정의한다.

4) 활동체력

활동체력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과중한 피로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Rikli & Jones, 2013).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일상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였다.

5) 보행능력

보행능력은 인간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본적 수단이며,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것 중 하나이다(Neumann, 2002).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능적 이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인 Timed Up and Go 

Test(TUG)를 사용하였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6) 장애물 보행

장애물 보행은 장애물을 넘어 보행으로 이어지는 동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기능 이동성을

측정하는 TUG의 수정된 버전인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TUGO)를

사용하였다(Demura & Uchiyama, 2007).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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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화

노화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말한다.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지방 감소와 체지방의 증가(Houston, 

Nicklas, & Zizza, 2009), 유산소 능력과 신체활동량의 감소(Sui, LaMonte, Laditka, Hardin, 

Chase, Hooker et al., 2007), 최고 산소섭취량 감소(Fleg, Morrell, Bos, Brant, Talbot, Wright 

et al., 2005), 심박수의 감소(Stewart, Bacher, Turner, Fleg, Hees, Shapiro et al., 2005),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Pearson, Blair, Daniels, Eckel, Fair, Fortmann et al., 2002), 호흡근과

골격근의 근력감소 (Simoes, Dias, Marinho, Pinto, & Britto, 2010), 근위축증(Taaffe, 

Henwood, Nalls, Walker, Lang, & Harris, 2009), 근기능과 이동능력의 감소(Stathokostas, 

Jacob-Johnson, Petrella, & Paterson, 2004)등을 가져온다.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능력이나

체력이 청소년에 비해 25%정도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Bortz, 1980). Mackey & 

Robinovitch (2005)는 노화가 체력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옴으로써

최대근력과 근력 생성반응시간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Tideiksaar (2002)는

노화과정으로 인한 근위축과 근력의 감소로 인해 근육의 기능과 하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는 근위축과 골밀도의 저하가 촉진되고 근력이나 유연성, 순발력, 

평형능력 같은 건강 관련 체력이 저하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노인체력에서 기능적으로 걷기, 계단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물건들기, 허리

구부리기 등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력은 노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성감각과 근력은 약화되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된다(Daubney & Culham, 1999).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고

사회활동의 회피로 이어져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 보행능력

Neumann (2002)는 보행을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전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보행은 인체 이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며, 

일상생활 동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

단순한 움직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신경계와 근골격계 등이 종합적으로



- 10 -

사용되는 복잡한 동작이다. 또한 보행은 일정한 방향으로 필요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른 다리가 몸을 앞으로 전진시켜 단계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인 고도의 협응적

운동이다(Perry & Burnfield, 2010; Scott & Winter, 1990).

그림과 같은 보행주기의 특성을 보이는 보행을 정상보행이라고 한다(Neumann, 

2002). 한쪽 뒤꿈치가 다시 땅에 닿는 시기 까지를 한 보행 주기로 정한다. 

보행주기는 발이 땅에 닿고 있는 입각기(stance phase)와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있는 유각기(swing phase)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상 보행일 경우 약 6:4의 비율을

이룬다(Inman, Ralston, & Todd, 1981). 보행능력은 일상생활에 수행하는데 요구하는

기동성을 의미하는데 대상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사정하는데 필수적이다(Koretz & Moore, 2001). 노인의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말초 신경학적 장애, 순환기 질환, 신경성 조절, 근 기능, 자세조절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British Geriatrics Society, 

&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Panel on Falls Prevention, 2001).

노인들은 노화과정으로 인해 근력과 균형능력이 감소되어 운동장애와

보행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균형감각과 보행능력 저하되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져 기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Unsworth & Mode, 2003). 

Cromwell, Newton, & Forrest (2002)는 노화로 보행능력의 저하와 함께 노인들의

보행 형태는 안정성의 증가와 함께 몸을 앞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보행능력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으며 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기능적 이동과 균형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Timed Up and Go 

Test(TUG)를 사용하였다.3. 장애물 보행

TUG는 노인들의 대표적인 기동성검사이다. 하지만 TUG를 포함한 몇 가지

[그림 1] 보행주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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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개발되었지만 ‘걸려 넘어짐’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Lu, Chen, & Chen

(2006)연구는 장애물 보행 시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노인들의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 장애물을 넘을 때 엉덩이 굴곡이 증가하고 발목의 외전이 줄었다. 반면

땅을 지지하는 발은 엉덩이의 굴곡과 발목의 배측 굴곡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en, Ashton-Miller, Alexander, & Schultz (1991)는 노인이 장애물 보행

시 스텝길이와 스텝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장애물을 넘기 전 사전 준비 동작으로

인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은 장애물을 넘기

전에 오른쪽 발 위치가 장애물에 더 가까이 위치하여 장애물과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을 평평한 상태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고 난 후 평소

보행과 달리 발 전체로 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허우성, 2018). Rosengren, McAuley, 

& Mihalko (1998)는 장애물 높이가 증가할수록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보행속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Wang & Watanabe (2008)의 연구에서는

0cm보다 10cm에서 압력중심 이동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emura & Uchiyama

(2007)는 TUG에 장애물을 더함으로써 노인들의 신체적인 이동성이 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는 장애물의 높이가 17CM, 5CM에 유의한

결과값이 나왔으며, 5cm장애물은 장애물 바로 전 한쪽 다리가 서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장애물이 있을 시 TUG보다 전체시간이 증가하였고 TUGO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있어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10cm높이 장애물을

설치하여 TUGO를 측정하였다.

4. 활동체력

활동체력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활동체력은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과중한 피로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신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Rikli & Jones, 2001). 본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일상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활동체력으로 정의하였다. 노인의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는 근육 및 근 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활동체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걷기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홍승연, 2007). 권형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증가할수록, 낙상 경험이 있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활동체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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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건강 및 체력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규칙적

운동으로(84%) 매우 높았다(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오영희, 손창균, 방효정,

유삼현, 2007). 진정권(2009)은 노년기의 체력 수준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활동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체력과 연관된 활동체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결과 규칙적 신체활동은 건강체력 즉, 활동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활동체력과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었고 노인의 체력을

유지 또는 향상 시 노년기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체력의 선행연구(Clark, 1989; Hayashi, Sato, Fujiwara, Kajita, Fukuharu, Hu et al.,

2002; Rikli & Jones, 1999)들을 종합하여 균형성, 악력, 하지 근력, 유연성, 민첩성을

포함한 7항목을 측정하였다.

1) 균형성

균형성은 보행 시에 인체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시각과 평형감각, 

고유감각, 촉각 등 다양한 체성 감각의 정보를 중추신경 내에 통합하여

조절한다(Winter, 1995). 균형성은 시각계, 감각계, 골격계 등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수의적 운동을 하는 동안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aratas, Çetin, Bayramoglu, & 

Dilek, 2004). 노화는 체력저하 및 전반적인 기능저하를 불러오고 시선조절 능력이

저하되거나 자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신체 균형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낙상에

노출이 된다(Gauchard, Gangloff, Jeandel, & Perrin, 2003). 노인의 노화로 인한

체력저하가 자세의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균형성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Aniansson, Ljungberg, Rundgren, & Wetterqvist, 1984). 노인의 균형성 저하는

독립적인 활동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보행 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인들의 낙상 없는 보행과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악력

낮은 악력은 근력 감소의 지표일(Lauretani, Russo, Bandinelli, Bartali, Cavazzini,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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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io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력 감소와 기능의 제한(Bohannon, 

2009), 질병의 발병률(Taekema, Gussekloo, Maier, Westendorp, & de Craen, 2010), 

사망률(Sayer & kirwood, 2015)의 강력한 예측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김용안, 

김주영, 소위영, 신소희, 김현수(2018)연구에 의하면 노쇠 지표가 악력이 높은

집단이 악력이 약한 집단보다 TUG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악력은 노인의 신체활동을 제한시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3) 하지 근력

하지 근력은 특히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0~25세에 최상의 근력 상태를 가지고 서서히 감소하다

60대에는 25~30%나 감소하게 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근력 저하는

노인의 운동성을 제한시키고, 이로 인해 노인의 근육과 골격은 더 빠르게 퇴화되고, 

다시 근력을 약화시켜 악순환이 되어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ette & Branch, 1981; 신재신, 1985). Fukagawa, Brown, Sinacore, & Host (1995)는

하지 근력이 약화되면 보행속도와 계단 오르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양지, 

이완희, 강기선, 김효실(2015)의 연구에서는 하지 근력 강화중심 운동이 TUG시간을

감소하였고 동적 균형 능력과 기능적 이동성이 향상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Gill, Williams, Richardson, & Tinetti (1996)은 상체와 하체의 근력저하가

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하체 근력의 감소가 노년기 장애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하지 근력은 평상시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유연성

유연성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체력 요소 중 하나로 유연성을 증 하나로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연성은 관절과 주변 건, 

인대, 활액 등의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화에 의해 활막은 점차 섬유화가

되며, 활액은 점성이 저하되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대체적으로

유연성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서히 저하되지만 노년기에는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홍춘기, 2006). 정제순(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괵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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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유연성 높은 집단이 유연성 낮은 집단에 비해 걸음 수와 TUG보행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노화에 따른 보행의 향상을 위해서는 유연성의 운동이

필요하다.

5) 민첩성

민첩성은 질적인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이 되고, 신체적 상해, 불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에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신체활동에서 전신적인 동작이나

부분적 동작을 급속히 변경하는 것을 민첩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동작 속도는

반응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Johnson & Nelson, 1969). 반응 시간은 자극이

주어진 뒤부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첩성을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속도와 근신경의 민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신반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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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직립보행이 가능한 U시 지역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남성

51명, 여성70명의 총 121명을 무선 표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범위는

ADL수행에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노인에서부터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까지 포함하였다.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체격 특성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전국

평균치(남성, 165.7 ± 5.2cm, 67.4 ± 9.4kg, 여성, 151.3 ± 4cm, 55.8 ± 8.9kg)와 유사했다

(통계청, 2015).

표 1. 연구 대상자 체격특성

남성
(n=51)

여성
(n=7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years) 75.51 4.37 76.30 4.69

신장 (cm) 165.74 5.15 151.30 4.01

몸무게 (kg) 67.39 9.40 55.80 8.94

2.실험과제 및 측정도구

노인의 TUG, TUGO검사의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과제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1) 무선 관성 감지장치(BTS G-Walk Bioengineering, S.p.A., Milano, Italy)

이 연구에서는 TUG 보행의 시간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무선 관성 감지

장치(BTS G-WALK, BTS Bioengineering S.p.A., Milano, Italy)을 사용한다(그림 2). 

본연구에 사용된 무선 관성 감지 장치는 가속계와 자이로스코프를 내장해 x축, 

y축, z축의 체중심 가속도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인 평균

보행 속도, 분당 보폭 수 나타내는 Candence, 보행주기, 보행의 대치성, 골반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TUG 및 TUGO 구간별 소요된 시간을 측정 분석하였다. 보행 시 무게

중심의 변화와 동작 구분을 위해 측정자의 5번째 요추에 밸크로로 고정하여 무선



- 16 -

관성 감지 장치를 부착하였다(그림 2).

2) Timed up and go test; TUG (일어서서 걷기 검사)

대상자는 의자의 중앙부보다 약간 앞에서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은 다리 위에

올린 상태에서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선 후 3m 앞의 콘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는 동작을 평소 걸음 속도로 2회 시행하였다.

3)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TUGO

TUG 와 같이 무선 관성 감지 장치(BTS G-WALK, BTS Bioengineering S.p.A., 

Milano, Italy)을 사용하여 측정자의 5 번째 요추에 밸크로로 고정하여 부착하였다.

대상자는 의자 중앙부보다 약간 앞에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은 다리 위에 올린 후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선 후 3m 앞으로 가기 전에 1.5m 에 있는 10cm 

높이 장애물을 넘고 콘을 돌아 다시 장애물을 넘어 의자에 앉는 동작을 평소

걸음 속도로 2 회 시행하였다.

[그림 2] 무선관성감지장치 Wireless inertial sensing device 

(BTS G-WALK, BTS Bioengineering S.p.A., Milano, Italy)

[그림 3] Timed up and go test; TUG (일어서서 걷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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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체력

활동체력은 노인이 일상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항목(Rikli & Jones, 1999)을

선정하였다.

① 10m 보행검사

스타트 라인 2m앞에서 출발시킨 후 계측 시작지점으로부터 10m까지의

보행시간을 측정하였다(Shin & Demura, 2009).

② 눈 뜨고 한발서기 (One-legged stance; OLS)

양손을 허리에 대고 ‘시작’과 동시에 한발을 들어 올려 한발 서기 자세를

취하였다. 다리는 전방으로 약간 들어올린다(5cm~10cm). 지지하기 편한 발로 2회

측정을 하고 120초를 넘긴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하고 중단한다(Seino, Shinkai, 

Fujiwara, Obuchi, Yoshida, Hirano et al., 2014). 두 시행 중 높은 값을 대표 값으로

[그림 4] 10m 보행시간

[그림 4]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T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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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③ 악력

악력측정기(TKK-5401, Takei, Japan)로 검지의 제 2관절이 거의 직각이 되도록

폭을 조절하였다. 바로 선 자세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후 악력계가 몸이나

옷에 닿지 않도록 하며 악력계를 흔들거나 몸을 비틀지 않도록 하였다(Seino et al., 

2014). 좌1, 우1, 좌2, 우2의 순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값을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④ 무릎신전근력

무릎신전근력은 근력측정기(TKK-5715, Takei, Japan)에 앉은 자세에서 최대 등척성

근수축시 근력을 측정했다. 측정치는 근력측정기에 연결된 디지털 텐션미터에 0.1 

kg 단위로 기록된다. 앉은 자세에서 발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의자의 높이를

조절했으며 텐션미터의 벨트로 발목을 고정하여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앉은

후 벨트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검사자가 손으로 측정 기구를 잡은 상태에서

5초정도 힘을 지속적으로 들여 고정되어 있는 발목을 힘을 주어 앞으로 뻗게 하여

표시된 값을 기록하였다(Shin & Demura, 2009). 좌1, 우1, 좌2, 우2의 순서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값을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5] 눈 뜨고 한발서기 (One-legged stance; OLS)

[그림 6] 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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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30-s chair stand; CS-30)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하지 근력뿐만 아니라 민첩성이 요구되는 항목으로써

양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의자에 앉아 가슴 앞에서 양손을 교차시켜 ‘준비’, 

‘시작’과 동시에 양 무릎이 완전하게 뻗을 때까지 일어선 후 다시 의자에 앉혔다. 

검사는 30초로 실시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게 하여(Sung, Shin, Choi & Kim, 

2015), 측정은 1회 실시하였다.

➅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측정기(TKK-5112, Takei, Japan)로 엉덩이와 상체를 벽에 똑바로 붙이고

앉아 무릎을 핀 후 팔을 쭉 편 상태에서 0(zero)세팅을 한 후 대상자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굽힐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윗몸을 굽혔다(Tsunoda, Soma, Kitano, Tsuji, 

Mitsuishi, Yoon et al., 2013). 측정은 2회 실시하고 높은 값을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7] 무릎신전근력

[그림 8]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30-s chair stand; C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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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신반응시간

전신반응 측정기(TKK-5408, Takei, Japan)로 발판 위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서서 빛 자극에 의한 신호가 주어지면 재빨리 점프를 하였다. 전신반응

측정기에서 자극신호가 주어지는 시간부터 발바닥이 매트에서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고(Tsunoda et al., 2013), 측정은 총 5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3.실험절차

본 연구는 노인의 TUG, TUGO를 구간별로 나누었을 때 활동체력과의 관련성과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1040968-A-2017-010, 1040968-A-

2019-007) 연구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그림 9]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림 10] 전신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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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었다. 혈압측정, 몸 상태 및 건강상태에 대한 문진(PAR-Q)을 실시하여

‘예’ 항목이 있거나, 신체적인 문제로 측정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4.자료처리

TUG, TUGO검사의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 단, 남녀간 체력

수준 차이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활동체력에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 항목의 경우 성(sex)에 의한 영향을 제어한(control variable)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SPSS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4.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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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활동체력

<표 2>는 대상자의 활동체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활동체력은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U시 지역(악력; 남성, 35.45 ± 8.76kg, 여성, 20.3 ± 3.23kg, 

CS-30; 남성, 17 ± 5.88개, 여성, 10.7 ± 11.85개, TUG; 남성, 7.09 ± 1.42, 여성, 10.05 ±

3.55)와 유사했다. 체력 요소 중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한 값을

보였다(p<.05).표 2. 연구대상자의 활동체력

남성
(n=51)

여성
(n=70) t 값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UG (Sec) 9.37 2.34 9.85 2.67 -1.022 0.309

OTUG (Sec) 9.63 2.54 10.12 2.54 -1.062 0.290

한발서기 (Sec) 30.41 32.25 18.56 21.95 2.252 0.027

악력 (kg) 31.69 7.08 19.28 4.07 11.236 0.000

무릎신전근력
(kg)

35.88 10.86 21.37 4.23 7.454 0.000

10m 보행 (Sec) 6.72 1.58 7.07 1.79 -1.101 0.273

CS-30 (Rep) 22.14 9.47 19.49 7.12 1.666 0.099

유연성 (cm) 34.88 13.22 43.71 11.65 -3.886 0.000

전신반응(Sec) 0.69 0.25 0.74 0.27 -0.958 0.340

note. TUG: Timed up and go test; TUGO;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CS-30: 30-s chair

stand.

2. TUG, TUGO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되는 시간

<표 3>은 TUG, TUGO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되는 시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UG 소요시간은 (남성 9.57±2.69초, 여성은 9.92±2.7초) 10초이내로

보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TUG 각 구간별 소요시간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은 1구간, 1.36±0.43초; 2구간, 2.10±0.65초; 3구간, 1.79±0.53초; 4구간,

2.07±0.69초; 5구간, 1.44±0.50초; 6구간, 1.48±0.49초가 소요되었으며, 여성은 1구간,

1.44±0.40초; 2구간, 2.17±0.60초; 3구간, 1.84±0.60초; 4구간, 2.14±0.60초; 5구간,

1.55±0.57초; 6구간, 1.64±0.47초가 소요되었다.

TUGO 소요시간은 (남성 10.53±2.38초, 여성은 10.81±2.46초) TUG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TUGO 각 구간별 소요시간은 남성은 1구간, 1.39±0.30초;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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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61초; 3구간, 1.93±0.48초; 4구간, 2.44±0.62초; 5구간, 1.53±0.47초; 6구간,

1.64±0.52초가 소요되었으며, 여성은 1구간, 1.45±0.30초; 2구간, 2.54±0.65초; 3구간,

1.85±0.57초; 4구간, 2.51±0.60초; 5구간, 1.57±0.55; 6구간, 1.74±0.57초가 소요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총 시간을 포함 전 구간에서 TUG보다 TUGO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특히 2,4구간인 보행 중 장애물 넘기에서 소요된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TUG 및 TUGO의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의 상관분석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표 3. TUG, TUGO의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 시간

남성
(n=51)

여성
(n=70) t 값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TUG 
(Sec)

총 시간 9.57 2.69 9.92 2.47 -0.737 0.46 

1 구간 1.36 0.43 1.44 0.40 -1.012 0.31
2 구간 2.10 0.65 2.17 0.60 -0.625 0.53
3 구간 1.79 0.53 1.84 0.60 -0.516 0.61

4 구간 2.07 0.69 2.14 0.60 -0.616 0.54 
5 구간 1.44 0.50 1.55 0.57 -1.070 0.29 

6 구간 1.48 0.49 1.64 0.47 -1.889 0.06 

TUGO
(Sec)

총 시간 10.53 2.38 10.81 2.46 -0.336 0.74 

1 구간 1.39 0.30 1.45 0.30 -0.932 0.35

2 구간 2.43 0.61 2.54 0.65 -0.752 0.45 

3 구간 1.93 0.48 1.85 0.57 0.861 0.39 

4 구간 2.44 0.62 2.51 0.60 -0.453 0.65 

5 구간 1.53 0.47 1.57 0.55 -0.102 0.92 

6 구간 1.64 0.52 1.74 0.57 -0.736 0.46 

note. *p<0.05 1구간; 앉아서 일어서기, 2구간; 앞으로 걷기, 3구간; 중간 회전, 4구간; 되돌아

걷기, 5구간; 앉기 전 회전, 6구간; 앉기, TUGO의 경우 2, 4구간 장애물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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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UG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과의 상관분석

<표 4>는 TUG 구간별 소요시간과 체력과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이다. 

TUG의 각 시간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TUG 총 시간은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1구간 일어서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2구간 앞으로 걷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3구간 중간회전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4구간 되돌아 걷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5구간 앉기 전 회전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6구간 앉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TUG 구간별 체력과의 상관분석

총 시간

1 구간

앉아서

일어서기

2 구간

앞으로

걷기

3 구간

중간

회전

4 구간

되돌아

걷기

5 구간

앉기 전

회전

6 구간

앉기

한발서기 (Sec) -.513** -.408** -.467** -.459** -.498** -.382** -.403**

악력 (kg) -.439** -.421** -.431** -.320** -.438** -.348** -.319**

무릎신전근력 (kg) -.524** -.536** -.505** -.391** -.515** -.393** -.428**

10m 보행 (Sec) .708** .597** .700** .646** .615** .570** .524**

CS-30 (Rep) -.608** -.461** -.554** -.511** -.574** -.555** -.534**

유연성 (cm) -0.134 -0.185 -0.049 -0.152 -0.089 -0.144 -0.18

전신반응(Sec) -0.201 -0.200 -0.151 -0.196 -0.169 -0.196 -0.181

note. *p<0.05, **p<.01,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악력은 성(sex)을 제어한

편상관계수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UG: Timed up and go test; TUGO;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CS-30: 30-s chair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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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GO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과의 상관분석

<표 5>는 TUGO 구간별 소요시간과 체력과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이다. 

TUGO의 각 시간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TUGO 총 시간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1구간 일어서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2구간 앞으로 걷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3구간 중간회전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4구간 되돌아 걷기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5구간 앉기 전 회전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6구간 앉기 에서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TUG, TUGO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검사의 모든 구간에서 유연성, 전신반응을 제외한 체력 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항목인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에서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TUGO 구간별 체력과의 상관분석

총 시간

1 구간

앉아서

일어서기

2구간

앞으로

걷기

3 구간

중간

회전

4 구간

되돌아

걷기

5 구간

앉기 전

회전

6 구간

앉기

한발서기 (Sec) -.433** -.323** -.448** -.327** -.376** -.287** -.349**

악력 (kg) -.382** -.301** -.388** -.209** -.414** -.309** -.317**

무릎신전근력 (kg) -.392** -.353** -.333** -.247** -.410** -.299** -.409**

10m 보행 (Sec) .590** .448** .600** .469** .471** .535** .524**

CS-30 (Rep) -.441** -.347** -.448** -.356** -.328** -.34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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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cm) -0.043 -0.078 -0.052 -0.074 0.051 -0.044 -0.108

전신반응(Sec) -0.078 -0.124 -0.134 -0.097 0.015 -0.05 -0.049

note. *p<0.05, **p<.01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악력은 성(sex)을 제어한

편상관계수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UG: Timed up and go test; TUGO;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CS-30: 30-s chair stand.

5. TUG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과 TUGO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 차이점

TUG와 TUGO 총 시간에서 유연성과 전신반응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구간 일어서기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2구간 앞으로 걷기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3구간 중간회전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4구간 되돌아 걷기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5구간 앉기 전 회전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

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6구간 앉기에서 TUG와 TUGO는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CS-30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10m보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TUG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과 TUGO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에서 두 검사 모두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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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사람이 최소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침상이나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 화장실 이용하기, 몇 걸음 옮기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균형능력의 감소, 신경계 기능의 퇴화, 보행능력의 감소 및 근력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엄기매(1998)는 노년기에는 노화과정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하지 근력이 약화되고, 순발력, 지구력 감소, 보행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낙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장시간동안 침상안정이나 휠체어에 머물게 되고

노인들의 지속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 노인들에게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수행하는데 활동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UG 및 TUGO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요소인 보행능력, 균형능력, 하지 근력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TUG 및 TUGO 구간별 동작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일어서기, 걷기, 장애물

넘기, 턴하기 앉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동작들이 활동체력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UG 및 TUGO검사를 구성하는 구간별 동작에 소요된 시간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TUG 및 TUGO검사를 구성하는 동작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TUG 및 TUGO 총 시간과 구간별 소요시간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이며, 

정상 보행속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TUG 및 TUGO 구간별 소요되는

시간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TUG 및 TUGO 총 시간과 구간별 동작에서는

보행능력 뿐만 아니라 균형능력, 악력, 하지 근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동작 중 하나인 보행은 인체 이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 보행의 주기는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누어지는데

입각기는 발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발가락 떼기까지의 과정으로 발바닥이 지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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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여 체중을 지지할 때 일어나며 보행주기의 약 60%를 차지한다. 유각기는

발가락 떼기에서부터 다시 발뒤꿈치 닿기까지의 과정으로 발이 공중에 있을 때

일어나며 보행주기의 약 40%를 차지한다. 유각기 과정 중에 지면에 있는 발을 떼어

반대쪽에 있는 입각기에 있는 하지의 발을 넘어서 통과하는 순간을 ‘중간 유각기’ 

라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 있는 한발 서기 기간 동안의 균형 조절은 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Carr & Shepherd,

2010). 보행 검사 중 하나인 10m 보행검사는 보행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Dean, Richards, & Malouin, 2001). 빈유민,

안소윤, 안성자(2018)는 10m 보행이 TUG(r=.712, p=.000)와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근력은 동적균형과 보행능력 둘 다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TUG 및 TUGO 총 시간과 구간별로 분류한

6가지 동작은 10m보행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균형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걷기, 달리기, 방향전환, 계단 이용과 같은 많은

동작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양 발 지지보다 불안정한 자세인 한발서기와 같은

자세에서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Jonsson, Seiger, & Hirschfeld, 2004). Sakamoto, 

Nakamura, Hagino, Endo, Mori, Muto et al. (2006)는 균형능력이 감소할수록

낙상위험이 증가하므로 한발서기와 같은 균형 훈련을 통해 낙상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himada, Kim, Yoshida, Yoshida, Saito, Suzukawa et al. (2010)는

한발서기와 TUG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TUG 및 TUGO 총 시간과 모든 구간에서 한발서기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발서기와 같은 균형능력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근력과 이를 유지하는 근육 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근육 량과 근력이 감소할 경우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전반적인 근력을

평가하고, 근 감소증진단에도 사용이 되는 악력검사는 낙상 발병률과 건강,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기능적인 이동성과 악력의 연관성으로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Pratama & Setiati, 2018). 또한, 

악력측정으로 상체 근력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서서 측정하는 경우 중심 근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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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근력까지 반영될 할 수 있다. Bijlsma, Meskers, Van Den Eshof, Westendorp, Sipilä, 

Stenroth et al. (2014)와 Garcia, Dias,  Dias, Santos, & Zampa (2011)는 악력은 하지

근력과 보행속도, 기능적 이동성을 측정하는 TUG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TUG를 이용한 기능적 이동성 측정만으로도 악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Macedo,  Freitas, & Scheicher, 2014; Pratama & Setiati, 2018).

선행연구를 통해 악력은 전체적인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악력과

근력은 상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TUG 및

TUGO 총 시간과 모든 구간에서 악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이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노화과정에 따라 하지 근력과 균형능력이 감소되면서 보행장애가

일어나며, 특히, 하체 근력의 약화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Sayers, 2007). Pils, Neumann, Meisner, Schano, 

Vavrovsky, & Van der Cammen (2003)는 노인들의 경우 하지 근력의 약화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낙상위험의 증가로 보행 제한이 가중된다고 보고하였다.

슬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퇴사두근이 슬관절의 동적 안정근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릎신전근육으로 쓰인다. 무릎신전근력은 보행하는 동안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행 속도와 유의한

상관을 가진다. 보행속도는 한발 서기 동안 지탱하는 시간과 균형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지 근력과 균형능력은 TUG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박미희, 박현주, 오덕원, 2012; 김영민, 박진환, 2017). 근력은 균형능력,

보행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균형능력은 하지 근력, 보행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Judge, Lindsey, Underwood, & Winsemius, 1993; 이현주, 2002).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행능력, 균형능력, 악력, 하지 근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함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보행능력과 균형능력, 악력, 하지 근력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유연성은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관절이 적절한

가동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이나 운동수행 중에 상해 예방에

필수적이다(Ogura, Miyahara, Naito, Katamoto, & Aoki, 2007). Gauchard et al. (2003)는

노화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유연성 감소는 노인들의 균형감각에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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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발목의 유연성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수행에서는 필수적이나 이 연구에서 TUG와

TUGO 총 시간과 각 구간에서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2)은 노화에 따른 유연성의 감소는 척추 유연성이 가장

큰 감소를 보이며, 유연성은 관절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유연성 검사로만 전체

관절의 유연성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TUG 및 TUGO 동작에서도 발목과

무릎의 관절이 많이 쓰였으며 척추의 유연성과는 관련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신반응시간도 대부분의 체력요인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시간은 다른 체력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일상 생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존, 상해, 낙상을 예방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이규문, 최종환, 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신반응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민첩성은 동작을 신속하게 바꾸는

능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민첩성 측정을 전신반응으로 측정하였다. 전신반응은

갑작스러운 소리 및 빛에 의해 걸리는 반응시간을 검사하는 것이다.

전신반응시간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는 필수적일지라도 TUG 및 TUGO

구간별로 나누어진 6가지 동작에서는 보행의 패턴이 갑작스레 바뀌거나, 특정한

반응시간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신반응시간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이상을 정리하면 TUG 및 TUGO를 구간별로 분류한 6가지 동작은 균형성과

악력, 하지 근력, 보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G와 TUGO를 구간별로 동작의 특성과 활동체력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1구간)와 일어선 자세에서 앉기(6구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거 동작 중 하나로, 독립적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동작이다. 이러한

동작에서는 하지 근력과 균형능력이 바탕이 되어야한다(Alexander, Schultz, Warwick, 

1991). 이 연구에서도 하지 근력, 균형능력, 보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즉,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는 동작은

노인의 하지 근력, 균형능력, 보행능력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구간인 2구간과 4구간에서도 TUG는 균형능력, 악력, 하지 근력, 보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UG는 측정 시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 과정에서 평지 보행과 두 번의 방향전환이라는 단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단순 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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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을 하거나 울퉁불퉁한 지형보행, 장애물 보행, 계단보행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능적 보행능력이 필요하지만 TUG 동작은 기능적 보행 동작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여 TUGO에서는 보행 중 장애물을

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장애물 넘는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며, 보행 시 장애물에 걸려 균형을 잃는 것도 노인들의 낙상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Campbell et al., 1990).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에 비해 노화로

인한 근육 퇴보로 인해 보폭과 속도가 감소하며, 보행 중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

평소 보행보다 천천히 보행함으로써 한 발만 지면에 닿는 시간을(단하지 지지기) 

증가시키게 된다. Wang & Watanabe (2008)는 정상인의 장애물 보행시에 걸리는

시간이 장애물 높이가 증가할수록 이동시간이 더 증가하였고,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근력과 균형능력 뿐만 아니라 협응력도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TUG 보행구간에서는 전방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위해 대퇴보다

하퇴가 비교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 TUGO 장애물 보행구간에서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하지의 수직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대퇴의 움직임이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TUG보행과 TUGO장애물 보행 모두 하지

근력과 보행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성의 요구가 필요하다(윤석훈,

장재관, 김주년, 2014). 본 연구에서도 TUG 보행구간보다 TUGO 보행구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하지 근력, 균형능력, 보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2013)는 노인의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균형을 위해 시각, 청각, 고유수용성감각, 하지 근력

등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화가 될수록 이런 능력이 감소가

되고 보행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크게 발견되지 않으며,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보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알츠하이머 환자의 보행 같은 경우에는 보행 속도와 보장이

감소하며, 보행 변동이 심하고, 피질하 허혈 혈관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보다 더 심한 보행이상을 나타난다(Nutt, Marsde, & Thompson,

1993). 한정훈, 박건우(2013)의 연구에도 정상인 보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TUG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요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정상인 보다 요추부위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보행능력에서도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입각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였다(조용호



- 32 -

등, 2010). TUG 및 TUGO 각 검사에 따른 2,4구간의 동작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추가한 TUGO에서도 TUG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행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들 대상으로 하여 장애물 보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행능력이나 균형능력이 저하된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TUG 및

TUGO의 특정 구간별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에서도

건강한 노인의 특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행능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추후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나 허약한 노인들 대상으로 TUG 및 TUGO의 구간별 동작 특성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턴 구간인 3구간과 5구간에서도 TUG와 TUGO에서 균형능력, 악력, 하지 근력,

보행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보행 중 방향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동작은 이동 기능에서 필수적 요소이고 방향전환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20~50%를

차지한다(Glaiste, Bernatz, Klute, & Orendurff, 2007). Kiriyama, Warabi, Kato, Yoshida, & 

Kokayashi (2005)는 방향전환능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활동으로 높은 수준의

균형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방향전환능력이 요구되는

회전구간은 하지 근력, 균형능력, 보행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TUG, TUGO 동작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동작을 구간별로 나누어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주로 하지 근력, 균형능력, 보행능력, 악력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TUG, TUGO 동작을 구간 구분 없이 총 소요시간으로 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구간별로 구분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 방향전환하기 및 보행과 같은 일상생활동작은 전반적으로

보행능력과 하지 근력, 균형능력, 악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TUG 및 TUGO 검사는 기능적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는 활동체력을 포함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동성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개인의 부족한 활동체력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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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U시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가진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TUG 및 TUGO 구간별 소요시간과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TUG 및 TUGO검사를 구간별로 동작을 나누어 활동체력인 균형성, 

악력, 하지 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민첩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은 SPSS20.0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고, 남녀 두 집단의 체력수준 비교 분석으로 독립 T검정을 실시하여

활동체력에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 항목의 경우 성(sex)에 의한 영향을 제어한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TUG 및 TUGO 총 소요된 시간은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10m보행, CS-

30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UG 및 TUGO 구간별 동작은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근력, 10m보행, CS-30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UG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과 TUGO의 구간별 동작의 활동체력

관련성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노인들은 노화과정으로 활동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형 감소, 신경계 기능 퇴화 등으로 보행장애로 인한 낙상

발병률의 증가 및 합병증 발병 그리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른 기능적인 이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점과 TUG, TUGO를 각 구간별로 체력과의 연관성을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활동체력과의 관련성에서 TUG 및 TUGO 동작 별 특성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허약한 노인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TUG 및 TUGO 동작 별 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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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TUG와 TUGO 동작 별 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TUG, TUGO 동작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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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related Physical Fitness and Time by Section of 

Timed Up and Go Test (TUG), Timed Up and Go Test with an Obstacle (TUGO) 

in The Elderly.

The Graduate School,Universityof Ulsan

Exercise & SportScience

NaSeong –S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time required for elderly participants to complete 

physical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the activities performed in daily life. This is achieved by 

performing Timed Up and Go (TUG) and Timed Up and Go with an Obstacle (TUGO) tests and 

comparing the results.

The sample comprised 51 males and 65 females aged 65 years and over. The measurements 

were made in a gait lab where the participants could walk upright at the usual walking speed 

while attached to a wireless inertial detection device (BTS G- WALK, Italy) at the spine’s fifth 

lumbar. The activities of the TUG and TUGO tests were divided into six sections as follows: Sit 

to walk, forward gait, first turn, backward gait, second turn, and turn to sit.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UG and TUGO gait test results for factors of activity fitness, gait 

abilities, balance, grip strength, leg strength, flexibility, and agilit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0.0.

The analysis of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TUG and TUGO total 

and section times and the results from the one-legged stance, hand grip strength, knee extension 

strength, 10 m walking, and 30 s chair stand. 

As a result, the total and section times were longer in TUGO than TUG,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The activity fitness of the study subjects was similar to that of the 

U city area according to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Survey in 2017. One-legged stance, grip 

strength, and knee extension strength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females, and 

flexibility in females was higher than males. In total and section time for TUG and TUGO, the 

one-legged stance, grip strength, knee extension strength, and CS-30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hile in the 10 m walking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This result can be us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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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for evaluating the physical mobility of the elderly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provide feedback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s level of physical fitness.

However, because the subjects were healthy elderly people who had no difficulty in 

independent walking, it is judg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UG and TUGO in relation 

to physical fitn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on 

characteristics and activity fitness of the TUG and TUGO sections for the elderly or subjects 

with specific impa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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