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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body composi-
tion, depression and risk factors of dementia in elderly women. Subjects were 40 women aged 65~75
years, classified into two groups (experiment group 20, control group 20). The factors measured in
this study were body composition (weight, percent body fat, body mass index, body fluid), depression
(BDI score) and risk factors of dementia (K-MMSE, LDL-C, HDL-C, insulin, β-amyloid, DHEAs) at 12
and 24 week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ubjects of experiment group participated in a 24 week
physical activity program (45~60 min, 3~4 day per weeks). Data were analyzed by repeated ANOVA
method of SPSS, with accepting levels for all significances above α=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body composition,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weight,
percent body fat and body mass index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depression score, the experi-
ment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BDI score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risk factors for dementia,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s of
K-MMSE, LDL-C, HDL-C, insulin, β-amyloid, and DHE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showed that a 24 week physical activity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almost all of the factors eval-
uated in elderly women, and that elderly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experiences
no such positive effects. Therefore, regular participation in a physical activity program could be advo-
cated as one strategy to enhance body fa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of dementia and may result
in improving risk for diseases of age in elderl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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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문제가 됨

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 연구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

체적, 정신적 장애가 현저해지고 사회적 존재감의 박탈이나 

상실,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보행 능력을 비롯한 운동능력 자

체의 저하 등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고령자들에 대한 신체활동 지도의 중요성이 더

해가고 있다.

일상생활 활동(activities of daily life, ADL)은 고령자가 자

립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활동능력을 의미하며, QoL

에는 이 신체 활동 능력의 유지가 자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령자의 QoL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령기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만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조성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주게 되고[40], 우울상

태는 정신적 건강의 지표이고 신체적, 정신적 활동 능력 및 

주관적 건강과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30,57].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지방의 과다인데,

여성의 경우, 비만은 체지방이 30%를 초과하였을 때, 또는 신

체질량지수(BMI)가 27.3 kg/m2 이상일 때를 말한다[58]. 비만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질환, 당뇨, 암, 고혈압 및 고지

혈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갈수록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개인의 비만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61]. 그러나 한번 축적된 체지방

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힘들므로 무엇보다 비만 예방에 노력

하여야 한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를 줄이

면서 신체활동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Superko [63]의 연구에서 보듯이,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

해 운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다이어

트를 병행하는 경우 식욕 증가에 따른 본능을 극복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21]에 많은 경우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며, 결국 

편리한 방법을 찾아 약물 등을 복용하게 된다.

우울증(depression)은 정신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증세의 

하나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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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반드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 간에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42]. 이렇듯,

Chodzko-Zajko [15]는 체력에 대한 개인차를 두어 노인들을 

차별화할 때, 연령의 증가와 우울증과의 관계는 체력이 우

세할수록 혹은 남성에서의 상관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강

조한바 있다. 다시 말해 우울증이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는 부분적으로 연령과 함께 감소되는 신체활동 수준의 

경향, 혹은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 참여가 의학적으로 경증 혹은 

중증의 우울증 환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심리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할 때는 신체활동과 우울증과의 관계가 혼동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많은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50].

고령자들에 대한 신체적 운동 참여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

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약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우울증 척도는 트레이닝 후,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고 활동 의욕이 

높아졌다고 하였다[57]. 우울증 척도는 고차원적인 일상생활 

활동 능력과 관련성이 높으며,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활동 능

력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43].

그리고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 120명을 대상으로 주당 6회 

1일 50분씩 12주간 운동 프로그램(수영, 체조) 참여가 신체 기

능 및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프로

그램에 참여한 집단에서 초조감, 인지적 비효율성에서 더 좋

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28]. 또한, Cha와 Jee [13]은 60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성별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요소와 우울증 변인을 연구한 

결과, 12주간 운동 참여 집단이 비집단에 비해 우울증이 남자 

16.9%, 여자 23.31%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dementia)인데, 치매는 크게 혈관성 치매(cerebrovascular

dementia)와 노인성 치매(alzheimer type dementia)로 구분되

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성 치매이다[17].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 환경적인 접근 방법 중에

서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운동 요법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신체적인 움직임

을 통해 사람의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활동 프로

그램으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율동적 동작은 고령자들에게 친숙한 고전 음악과 

능동적 근관절 운동을 포함한 고전무용의 기본적인 틀을 토대

로 하여 재미있고 부드럽게 표출하는 형태로 신체적인 움직임

을 치료적으로 이용하여 치매노인을 비롯한 고령자들의 치매 

예방적 측면에서 체력, 균형감각, 유연성 등의 향상시킨다고 

하였다[45].

선행연구들에서 치매 증상의 원인의 물질로 알쯔하이머 환

자의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프러그(amyloid plaques)의 

구성물질 가운데 하나는 β-아밀로이드 단백질이고[12,59], 이 

단백질 증가가 의한 신경세포 독성이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

으며, DHEAs의 감소가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46].

치매와 콜레스테롤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혈청 

콜레스테롤은 β-seretase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로인해 혈중 β-
아밀로이드 분비를 증진시키며, 낮은 혈청 콜레스테롤은 β-아
밀로이드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24]. 그리고 인지능력

과 혈당과의 관련이 보고 되면서 당뇨병 또한 치매 위험 인자

로 보고되고 있다[5]. 또한 치매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

린(acetylcholine, ACh)의 감소[53,60]와 신경세포 사멸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치매 유발 메커니즘을 고려

하여 인지능력 저하 모델이 개발되었다[68].

상기 맥락에 의하면, 현재 고령자들의 생활습관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만성질

환의 예방 및 조기관리 측면에서 단일 운동보다는 복합 운동

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1,18,20,61,71], 고령

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조성과 우울증 점수 및 치매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여성들의 복합적인 운동 참여에 따른 신체조성,

우울증 점수와 치매 위험 인자에 미치는 효과 검증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Y 검진센터에 내원한 65~75세 고령 여성 

103명중 연구 당시 기준 최근 1년간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 

참여경력, 최근 3년간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이 없고, 콜레스테

롤 약물 복용 중이 아니면서 비흡연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또

한, 연령차에 의한 운동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령대를 

임의 배정하여 71명을 사전 선발하였다. 사전 선발자 중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운동검사를 실시하여 운동수행의 제한

요소 및 심한 통증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비

교하여 불만 및 심리적 갈등요인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 것

으로 판단되어 연구목적의 일부분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선정된 71명의 피험자들은 무작위로 실험집단(신체활동 프로

그램 적용; N=31), 통제집단(프로그램 비적용; N=30)으로 나

누었으나 실험집단 11명, 통제집단 10명이 도중 실험을 포기

하거나 협조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

단20명이 연구기간까지 최종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들

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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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yr)

Height
(cm)

Weight
(kg)

HR rest
(beats/min)

HR peak
(beats/min)

SBP rest
(mmHg)

SBP peak
(mmHg)

N

Control

group

1st 71.30±2.83 155.42±4.41 59.35±3.41 78.05±7.95 142.70±11.11 140.35±6.23 184.05±11.76

202nd 71.30±2.83 155.36±4.42 60.28±3.11 78.40±7.61 141.30±9.90 142.40±5.98 184.60±9.83

3th 71.30±2.83 155.28±4.39 60.25±3.26 79.00±7.90 137.60±9.95 144.40±8.74 187.80±10.33

Experi-ment

group

1st 71.25±2.20 155.51±5.39 58.34±4.16 77.70±8.93 140.60±7.92 138.30±8.00 180.75±13.60

202nd 71.25±2.20 155.49±5.39 57.13±4.31 75.50±8.84 141.20±8.61 134.50±8.15 178.70±14.79

3th 71.25±2.20 155.47±5.38 56.05±3.93 73.50±8.63 143.05±8.53 130.95±9.68 177.30±15.77

Means±S.D, HR: heart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신체 활동 프로그램

실험집단은 신체자극 운동 및 걷기 운동의 신체활동 프로그

램에 24주간 참여하여, 운동처방 센터 내 운동지도사의 지도

하에 준비 운동과 본 운동, 정리 운동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총 운동 시간은 45~60분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신체 자극 운동 프로그램은 Kim [33]이 노인 고령자를 대상

으로 개발한(신뢰도 Cronbach α=0.78)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측정 항목 및 방법

신체조성 및 혈압 측정 

신장, 체중, 체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 신체 계측기

(Fanics, FE810,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신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장의 제곱에 체중을 나눈 값으

로 ACSM [2]의 BMI=kg/m2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체지방 측정은 임피던스 체지방 측정계를 이용하였고, 체지

방 측정계의 품명은 Model 310, Biodynamic (USA)이었다.

우울증 검사

우울 정도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 Beck [4]에 의하면, 단

시간 내에 조사가 가능하고 비용이 적개 들며 실시방법 및 

채점이 간편하여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뢰도, 타당

도,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11,30]. BD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4개항의 문항이 느낌의 정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어 자신에게 알맞은 문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에 따라 0~17점은 비 우울 상태, 18점 이상은 

우울 상태로 판정하였다.

치매 위험 인자 

혈액 검사는 대상자들을 12시간 공복시킨 후, 당일 오전 

8~9시에 전완 정맥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차(프로그

램 참여 전), 2차(12주 참여 후), 3차(24주 참여 후)에 걸쳐 각각 

15 ml 채혈한 후, LDL-C, HDL-C는 자동혈액분석기(Hitachi,

736-40, Japan)를 이용하여 침전법과 직접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β-아밀로이드, 인슐린, DHEAs는 방사선면역분석법

(RIA)으로 분석하였다.

인지기능 검사는 Jeon과 Park [29]이 우리나라 고령자들에

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인 K-MMSE

(Korean Versio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이용하

였는데, 기억력, 기억 등록, 주의집중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 구성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K-MMSE는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 등록

(3점), 주의집중과 계산(5점), 기억 회상(3점), 언어(8점) 및 시

공간 구성(1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총 30점), 9점 이하는 말

기, 10~20점은 중기, 21점 이상은 초기, 그리고 27~30점은 정상

으로 평가하였다.

인지기능 검사의 절차는 본 연구자로부터 K-MMSE의 실시

에 관한 훈련을 받은 전문 조사원들이 선정된 대상자들을 1:1

면접으로 실시하였고, K-MMSE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

자들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5~10분 정도로 하였다.

운동부하 검사

초기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운동부하 검사는 일반인에

게 주로 많이 적용하는 Bruce 등[10,55]의 방법으로 시행하였

으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Karvonen과 Kentalak [36]의 공식

에 의해 산출된 HRmax의 85%에 해당되는 연령별 목표 심박

수(target heart rate, THR)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을 지속하도

록 하였다. 운동부하 검사 중 피험자가 최대 운동량에 도달하

거나, 계속적인 격려에도 운동 중단을 원할 때, 그리고 이상 

소견이 발견될 때 검사를 종료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였

다. 측정 항목은 안정시 및 최고 운동시 심박수와 혈압을 측정

하였다.

자료 처리

자료 분석은 SPSS/PC+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조건에 따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2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의 결과 값은 평균(means)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

tion)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적용한 통계 기법은 반복측

정에 의한 분산분석(Repeated ANOVA)방법으로 처리하였

으며, 측정시기별 차이 비교는 대비검증(contrast test)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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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activity program

Primary exercise
Time (min)/
intensity
(Rep/min)

Exercise contents
Exercise

methode

Warm-up 5~10 - Gymnastics, Stretching

Ankle exercise

15~20/
90~100 bpm
RPE 11~12

- ankle up & down
Sit-down
exercise

One leg holding - One leg up- down & Ankle movement

Both leg holding - Both leg piled & Ankle movement

Knee stimuli
exercise

- Tying one side end of the band after the chair, The different one
side end winds in the ankle of oneself

Sit-down
exercise
(Band use)

The leg bending
- After bending one side leg,, Hangs the center part of the band in the
sole of a foot.

Leg stretch
- The condition which catches the both ends respectively by the hand.
then spreads the leg straightly.

Slightly sitting
- Opens the both sides leg at shoulder width, Bends the knee and
anti-about stands in the stand up.

Stand-up
exercise
(Band use)

Body spreading
- Center part of the band catches the sheep manifestation stepping on
both ends only with the both hands. Spreads the knee and stand up.

One side leg
stimuli(1)

- Half stands in the attitude which crouches, Step protrudes in future
and steps on the center part of the band.

One side leg
stimuli(2)

- Steps on the center part of the band and spreads builds the knee
and the body straightly.

Hole body
stretching

- Two legs equally spreads and gets off

Stand-up
exercise

Arm lowering
without force

- Opens the both leg at shoulder width, Weakens and gets off the arm
in lower part. From the right hand turns with a right and left and
knocks an armpit side.

Stimulus
abdominal

- 4 times stimulates the abdominal lightly with the both hands and
knocks.

Hip shaking
- Opens the both sides leg at shoulder width, Weakens and shakes the
hip with right and left. From the right hand turns with a right and
left and knocks an armpit side.

Side stretching
- Right arm in lower part, The left arm spreads up(one more
opposition).

Stimulus side
-With the thumb from the side stimulates the rib in internal, Until the
waist presses in 4 beats and descends and presses ascends in 4 beats.

Stimulus back
exercise

- Bend back, To evenly the arm slowly.

Stimulus abdominal
exercise

- The pod puts the arm with back and spreads, spread chest.

Stimulus chest
exercise

- One step goes out in future, Opens the arm roundly and up and
down.

Deep breathing
- Breathes in a breath and holds the heel, Raised the arm slowly in
front, breathing and to down.

Deep breathing &
Finishing

- Breathes in a breath and listens to exhale gets off the arm at the
side.

Shoulder up &
down
Shoulder knocking

- Will hide and to breathe in comfort raises exhales and the shoulder
gets off the shoulder slowly.
- Grips the fist and knocks with one side shoulder 8 beats.

Walking exercise
15~20/
HRmax
60~70%

- Cycle(started 2week)
- Treadmill walk
- Outdoor walking

Aerobic
exercise

Cool down 10 - Stretching

RPE: rating scales of perceived ex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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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body composition

Group (n) 1st 2nd 3th Contrasts
F
(sig.)

MC

Wieght

(kg)

Control group

(n=20)
59.35±3.41 60.28±3.11 60.25±3.26 -

5.782

(0.021)
C/E

Experiment group

(n=20)
58.34±4.16 57.13±4.31 56.05±3.93

1>2,3.**

2>3.*

Body fat

(%)

Control group

(n=20)
32.12±2.65 32.95±2.46 33.48±2.58 1<3*

5.712

(0.022)
C/E

Experiment group

(n=20)
31.92±2.71 30.28±3.44 29.81±4.06

1>2,3.**

2>3.*

BMI

(kg/㎡)

Control group

(n=20)
24.65±0.91 25.09±0.96 25.83±1.53 1<3*

23.261

(0.000)
C/E

Experiment group

(n=20)
23.72±1.38 23.17±1.48 22.63±1.41

1>2,3.**

2>3.**

Body fluid

(%/wt)

Control group

(n=20)
56.52±2.62 55.73±2.37 54.81±1.92 1>3*

1.510

(0.227)
-

Experiment group

(n=20)
55.52±3.36 56.27±2.27 58.00±2.59 1,2<3.*

Means±S.D., * p<0.05, ** p<0.01, C: control Group, E: experiment group, BMI: body mass index.

Table 4. Results of depression score

Group (n) 1st 2nd 3th Contrasts
F

(sig.)
MC

BDI (score)
Control group (n=20) 13.25±2.17 13.95±2.18 14.25±2.63 - 3.750

(0.060)
-

Experiment group (n=20) 13.55±2.28 12.25±2.51 11.50±2.74
1>3**

2>3*

Means±S.D., * p<0.05, ** p<0.01,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용하였고, 사후검증은 유의 수준 α=0.05 수준에서 S.N.K.방

법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고령 여성들에 있어서 24주간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체조성과 우울

증 점수 및 치매 위험 인자를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고 규칙적

인 신체활동이 고령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조성

24주간 고령 여성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을 때 

신체조성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체중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증가하였으나, 시기별 차이는 

없었다.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체지방률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시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실험 집단은 1차 검

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BMI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시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1).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체액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시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실험 집단은 1, 2차 검사

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리나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증 점수

24주간 고령여성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을 때 

우울증 점수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울증 점수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증가하였으나,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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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risk factors of dementia

Group (n) 1st 2nd 3th Contrasts
F

(sig.)
MC

K-MMSE

(score)

Control group

(n=20)
25.90±1.16 25.60±1.18 25.47±1.22 1>3*

6.660

(0.014)
C/E

Experiment group

(n=20)
26.00±1.12 26.40±1.04 27.90±1.41 1,2>3*

LDL-C

(mg/dl)

Control group

(n=20)
132.81±6.82 133.29±7.10 140.14±7.00 1<3*

5.370

(0.026)
C/E

Experiment group

(n=20)
134.64±9.82 129.43±7.72 127.30±7.68 1>2,3*

HDL-C

(mg/dl)

Control group

(n=20)
43.33±4.90 43.39±5.17 42.28±5.29 -

7.149

(0.011)
C/E

Experiment group

(n=20)
44.53±4.63 46.96±4.76 49.31±4.54

1<3**

2<3*

Insulin

(μl U/ml)

Control group

(n=20)
17.73±1.47 18.05±1.96 17.83±1.91 -

11.872

(0.001)
C/E

Experiment group

(n=20)
17.76±1.85 16.41±1.56 14.64±1.00

1>3**

2>3*

β-amyloid

(pg/dl)

Control group

(n=20)
0.18±0.02 0.20±0.01 0.22±0.02

1<2,3**

2<3* 17.650

(0.000)
C/E

Experiment group

(n=20)
0.20±0.02 0.17±0.02 0.16±0.01

1>2,3**

2>3*

DHEAs

(mg/dl)

Control group

(n=20)
55.96±6.97 51.63±6.43 49.06±5.73 1>2,3*

4.571

(0.039)
C/E

Experiment group

(n=20)
52.69±4.37 55.34±4.27 58.27±3.55

1<2,3**

2<3*

Means±S.D., *p<0.05, **p<0.01, C: control Group, E: experiment Group,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DHEAs: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차이는 없었다.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그리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치매 위험 인자

24주간 고령여성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을 때 

치매위험인자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K-MMSE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시에 비해 3차 검

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실험 집단은 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DL-C에 있어서 통제 집

단은 1차 검사시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HDL-C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감소하였으나, 시기별 

차이는 없었다.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인슐린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시기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β-amyloid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실험 집단은 1차 검

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DHEAs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실험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p<0.01), 2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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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고령 여성들의 24주간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

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였을 때, 신체조성과 우울증 

점수 및 치매 위험 인자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5~75세 고령 여성 40명(통제 집단, 20명과 실험 집단, 2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신체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지방 검

사, 우울증 검사,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를 측정하여 의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신체조성

연령의 증가와 신체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횡단 

연구들에 의해서 보고되었으며,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0]. 연령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제지

방량의 감소는 에너지 대사를 무너뜨리고 전도(full)를 유발시

키는 반면, 복부 지방이 축적되어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키게 

되고[64], 증가된 체지방량과 콜라겐 조직은 고령자들에서 근

력[26]과 수행능력[66]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연령 증가에 대한 신체조성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서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는데, Stewart 등[62]은 

55세에서 75세 고령자 11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과 BMI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제지방량

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won과 Park [39]은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HRreserve의 50%로 1회 

60분간, 주 4회 16주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률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제지방량에는 변화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은 통제 집단은 체중, 체지방, BMI의 증가와 체액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2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체중, 체지방, BMI의 감소와 체액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동이 대상자들의 제지방량을 증가

시키는데, 영향을 끼진 것으로 생각되며 고령자들의 신체조성

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운동보다는 복합 운동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Stewart 등[62]의 연구 결과에서는 24주간의 프로그

램 참여 후, 신체조성에 효과적이라 하였고, Kwon과 Park [39]

은 16주간 유산소 운동은 제지방량의 증가가 미흡하다고 보고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2차 검사 후에는 미미

한 결과를 보였으나, 24주간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시기별 유

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때, 단기간의 단일 운동 프로그램

보다는 24주 이상 규칙적인 복합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고령

자들의 신체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

령자들의 장기간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체중 감소와 

동맥의 탄력성 회복, 체내 지방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심혈관

계 질환이나 치매 등 성인병의 합병증을 예방[71]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1964~1973년 당시 40~45세 남녀 6,583명을 대상으로 

체형을 측정한 후, 이들이 70세가 된 1994~2006년 시점에 노인

성 질환 발병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67], 복부가 비만

일수록 치매 위험도가 커진다고 하였고, BMI와의 상관도에서

도 과체중에 복부 비만인 경우, 체중과 복부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만에 

복부까지 비만인 경우에 3.6배나 높은 결과를 볼 때, 복부 비만

이면, 전체적으로 비만이든 정상이든 치매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중년의 복부 비만은 노년에 치매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복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장, 간 등의 주요 

내장을 감싼 부위이기 때문이며, 이곳에 지방이 증가하면, 장

기에 유해물질을 내뿜거나 염증 유발, 혈관압박, 나아가 뇌세

포 교란 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울증 점수

고령자들에 있어서 우울증(depression)은 연령 증가와 함

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42], 일부 연구에서는 연

령 증가가 반드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 간

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34,51].

Chodzko-Zajko [16]는 체력에 대한 개인차를 두어 고령자

들을 차별화할 때, 연령의 증가와 우울증과의 관계는 체력

이 우세할수록 혹은 남성에서 상관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울증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는 부분적으로 연령과 함께 감소되는 신체활동 수준의 

경향, 혹은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13].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생리적 요인의 발달과 더불

어 우울증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8주간의 에어로빅 신체활동에 참여 한 후, BDI 테

스트에 의해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기분, 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도 사이에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 점수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35]. 또한 고

령자들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교

류를 가져오고 집중력 강화, 건강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하였

다[37].

따라서 고령자들의 운동 참여와 정신적 장애 중의 하나인 

우울증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본 연구결과, 통제 집단은 유

의한 차이 없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실험 집단은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고, 12주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16주간 유산소 운동 

후, 생활 만족도, 자긍심, 불안 등 정서적인 변인의 호전에 대

한 연구[7], 10주간 운동 참여가 우울증이 30% 감소에 대한 

연구[47], 3년간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 감소에 미치는 연구

[22] 등 우울증과 신체활동은 24주 이상 장기간의 운동 프로그

램 참여가 정서적 안녕감을 제공하여 우울증을 호전시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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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약물치료의 

대체 요법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치매 위험 인자

K-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는 고령자나 치

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별적 신경심리검사이다[31]. 이 검

사는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의 진단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데, 중증 이상의 치매 감별에 90% 이상의 민감도를 나타내지

만, 교육수준이 낮거나 초기 치매를 감별하기에는 다소 유용

성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운동 참여와 관련되어 Brinton [8]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 뇌에 많은 산소를 제공하여 여성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24주간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K-MMSE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험집단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2주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기간의 운동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

지만, 장기간 운동이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Netz와 Jacob [52]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는 일치하고, 신체자극 운동이 뇌 대사를 활성

화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뇌를 계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뇌의 노화와 인지기능 저하를 방어하는데, 최선

의 처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Yeun [70]의 연구를 뒷받침하

고 있다.

또한, 신체 활동의 부족은 치매나 심각한 인지 기능의 손상

을 야기할 수 있으나[23], 유산소 운동은 노인의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또한, Palleschi 등[54]

은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이 손상된 노인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운동이 인지기능, 뇌 구조 및 기능

을 향상시키며 치매와 같은 신경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노인들의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증진을 위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

동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와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

능의 감소 및 치매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교육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유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체적 활동은 비 약리학적 조정의 형태로서 제시될 수 있

는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에서 운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LDL-C는 변화가 없었고, HDL-C는 증가되었으

며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감소하여 치매의 발병률이 저하되었

다고 보고하였다[71]. 또한, 일부 연구에서 걷기 등의 낮거나 

중정도 강도의 신체적 활동은 고령자들의 HDL-C가 증가함으

로써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6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통제 집단은 LDL-C의 증가, HDL-C

는 감소하였으나, 실험 집단은 LDL-C의 유의한 감소, HDL-C

는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DL-C,

복부 내장지방, 인슐린, β-아밀로드는 신체활동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65]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와 

치매, 노인성 질환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차후 대사증

후군과 치매의 관련성에 관한 다양한 변인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비만,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의 생활습관

병이 치매와 관련이 있으며[3,5], 인슐린 저항성도 고령자들

의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6]. 특히 비만

으로 인한 내분비 이상은 인슐린 감수성의 감소가 비만자

들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으

로 보고하고 있다[41]. 또한, 인슐린 신호(insulin signaling)

의 감소와 뇌의 노화가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슐

린 신호는 인간의 생존과 신경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도 제2형 당뇨

병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알츠하이머의 발병에 있어

서도 관련된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도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3차 검사시에 

인슐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험 집단은 운동 프로

그램 참여 전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2주에 

비해 24주 후에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상기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알쯔하이머 질환은 고령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치매의 한 종류이며 기억과 인지를 위한 뇌의 

반응 부분에 비정상적인 섬유종인 β-아밀로드가 대량으로 축

적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65]. 그리고 알츠하이머 질환은 아

세틸콜린 활성저하로 신경전달물질이 결핍되거나 β-아밀로드 

단백질이 뇌세포에 축적되어 노인반(senile plaque)을 생성시

켜 신경세포 자체를 죽이거나 세포간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면

서 서서히 뇌가 위축되어 결국에 뇌세포가 괴사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다[49].

β-아밀로드는 β, 그리고 γ-secretases 분할에 의해 아밀로

이드 전구체로부터 39-43 아미노산의 긴 펩타이드(peptide)

로 유도된 세포외 지질 플라그(plaque)와 같은 침전물이다.

Cho 등[14]은 쥐 실험을 통해서 3개월간 트레드밀 운동을 

매일 초당 22 cm를 달리는 속도로 30분간 실시한 결과, 대

조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군에서는 β-아밀로드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행동적 기능(길 찾기)도 유의하게 향상

되어 치매를 치료하는데 운동방법이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

이라고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실험 집단은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12주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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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알츠하이머 환

자들은 중년 시기의 낮은 신체활동(두뇌나 육체활동)으로 

인해 알츠하이머 질환으로의 진행되는 위험 요소가 신체활

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비해 250% 증가한다는 연구[1]와 

본 연구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춘기를 정점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여 

고령자가 되면, 젊었을 때의 수준에 25~33%로 감소되는 

DHEAs [56]는 인체 내 부신에서 생성되는 생식 호르몬으로 

알쯔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환자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보

고되어 치매 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9]. 이러한 

DHEAs의 변화에 관한 운동학적 개입에 의한 연구는 각각 다

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Hakkinen 등[27]은 중년과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저항 운동을 실시한 결과, DHEA와 

DHEAs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Frisoni 등[25]은 

평균 68.3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고령자가 좌업생활을 하는 고령자에 비해서 

DHEAs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 집단은 1차 검사에 비해 2, 3차 

검사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험 집단은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2주에 비해 

2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인간의 수

명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물질로는 DHEAs 농도는 높을수록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동의 신

체활동 프로그램 병행이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노폐물을 적게 생산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

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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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령 여성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신체조성, 우울증 및 치매 위험 인자에 미치는 영향

한지아1․정지혜1․김덕중2*  

(
1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2우석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본 연구는 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24주간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병행이 신체조성,

우울증 점수 및 치매 위험 인자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75세의 고령 여성 40명으로서 규칙적

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 여성들로 실험 집단 20명과 통제 집단 20명,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24주

간 신체 자극 운동 프로그램은 Kim [33]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운동 빈도는 

3~4회/주, 운동시간은 총 45~60분/일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Repeated ANOVA)방

법으로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4주간 신체자극 운동과 걷기 운동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고령 

여성들에 있어서 신체조성을 개선시키고, 발생빈도와 재발률이 높고 약물치료가 어려운 음성 증상 중의 하나인 

우울증 점수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적 비활동은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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