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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증치매 여성 노인이며, 실험군 10명, 통제군 7명으로 1주 3회 1일 50분의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연구대상자의 치매관련인자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운동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른  집단 간 DHEA-s의 변화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지만,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기능은 그룹, 시기,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운동프로그램은 경증치매 여성 노인의 치매관련 인자 및 인지기능 변화
에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자세히 다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이었던 연구대상자들의 일상생활(식생활)에 대한 통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치매관련 인자 및 인지기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여성노인, 경증치매, 치매관련인자, DHEA-s 인지기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an aerobic exercise program 
three days a week and 50 minutes a day on dementia related factors and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women with mild dementia. For this, among 17 elderly women aged 65 and above, 10 elderly women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7 elderly wonmen to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in the DHEA-s 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aerobic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 effects of group, period, period×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erobic exercise program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mentia related factors and cognitive function changes of the elderly women with mild dementi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analyzed in more detail, but the lack of control on 
the daily life (diet) of the study subjects, which was considered as a limitation in this study, seems to 
be the biggest ca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dementia. 
Key Words : Elderly women, Aerobic Exercise Program, Dementia-related factor, DHEA-s, Cog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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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     
(M±SD)

Group EG(n=10) CG(n=7)
Age(year) 73.12±5.59 74.71±2.42
Height(cm) 147.11±6.36 150.01±5.19
Weight(kg) 55.31±6.99 53.17±6.14

MMSE-K(point) 13.87±6.91 14.28±6.92
EG : Experimental Group(Dementia×exercise)
CG : Control Group(Dementia×Non exercise)
MMSE-K : Mini Mental States Examination-Korea

1. 서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Dementia)는 노인에게 

발병되는 정신병적 증상의 원인성 질환으로 만성적이고 
서서히 악화되는 진행성으로 나타나고 기억력, 사고력, 
학습능력, 판단력 등의 손상을 동반하는 인지기능 장애이다[1]. 
이렇듯 인지기능 장애는 기억력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화에 따라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DHEA-s(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점차 감소하여
[2] 내분비계 교란의 원인이 되어 여성노인이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3]. DHEA-s는 콜레스테롤이 
기반이 되어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서 혈액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약 20배 정도 풍부하게 존재하고[4] 혈
청 DHEA-s의 농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5]. 또한 암, 당뇨, 알쯔하이머, 기억력 저
하 등과 함께 치매증상 및 뇌 변성의 원인으로 지표화 되
고 있으며[6-9]의 연구에 따르면 DHEA-s는 면역기능, 
비만도, 인슐린 기능[10], 골밀도[11]등 노화예방과 관련
하여 여러 가지 작용을 가진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인
간과 영장류에서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물실험만으로 DHEA-s의 인체 
변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치매는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인 자체를 규명하여 
완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치매의 종류와 
발현시기,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알쯔
하이머형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기질적 질병으로 치료 
및 완치의 가능성이 낮지만 조기진단과 재활을 병행한다
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정신적 ‧ 육체적 기능
의 저하를 방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의 실시가 필요하다[12].

중강도 걷기 운동 실시 후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의 향상을 도모했으며[13],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4]. 

노인들의 인지기능의 저하는 또 다른 건강 문제 중 하
나로서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우울증은 약 15% 정도이며, 우울증의 정도가 높을수
록 치매로 이환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15].

최근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6]. 운동수행이 노인의 인지기
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umic 등

[17] 5년 동안, 1주일에 4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규칙적
으로 실시한 결과, 운동수행이 85세 이상 남·여 고령자의 
인지기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Larson 등[18]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주일에 3
회 이상, 15분～30분 걷기운동, 근력운동, 수중운동 등을 
실시한 결과 노인들의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언어기능, 
주의집중, 심신 안정의 긍정적 효과 등 운동 참여 후 신
체적 ‧ 정신적 능력이 운동 전 보다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규칙
적인 운동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관련인자 
및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연구방법, 연구대상, 실험과정의 차이로 인해 경증
치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에 따른 치매
관련인자 및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 노
인의 DHEA-s 및 인지기능 능력이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N구 치매지원센터의 
65세 이상 경증치매 여성 노인이며, 인지기능 점수가 1
1～23점 사이인 실험군(Experimental Group;이하 
EG)10명, 통제군(Control Group; 이하 CG)7명으로 총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군에 포함되어 있던 혈관
성 치매 노인 3명은 연구대상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구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최근 3개월 간 규칙적
인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의
사의 소명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
상의 선정 기준과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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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선정 기준]
. 치매 발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독립적으로 또는 보조를 받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자.
. 시각, 청각, 전정 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
. 신경외과적, 정형외과적 제한이 없는 자.
. 정신지체,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는 자.
. 10m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

능한 자.
. 가족 및 보호자, 주치의가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하

고 본인이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연구대상자 배제 기준]
. 본 연구의 참여에 부적합한 급성질환이나 심질환자, 

신장질환자, 간질환자
. 침상 안정 중인 노인
.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

도) 7단계(말기치매의 인지장애)인 노인

2.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2.2.1 신체구성 검사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신체구성 검사를 위하여 Body 

Composition Analyzer(Inbody 520, Bio space, 
KORE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측정 12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
하였고, 측정 30분 전부터 충분히 안정을 취한 후 검사에 
참여하였다.

2.2.2 혈액 분석
본 연구에서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DHEA-S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DHEA-s의 농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20대에 최고 혈청 농도를 나타내며, 연령 증가에 따라 1
년에 약 2%씩 감소하여 85세 이후가되면 90-95%가 감
소되는 특징이 있어 내분비계 노화과정의 지표로 제시되
며, AD형 치매의 위험인자로 제시되는 지표이다.

피험자는 채혈 24시간 전부터 격렬한 신체활동을 금
지 하였으며, 생활습관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채혈 전  12시간의 공복 유지와 약물복
용을 금지한 상태로 채혈 전 최소 30분부터 충분히 안정
을 취한 후 상완주전정맥에서 10ml를 채혈하였다. 그후 
채혈용기에 진공 바늘을 이용해 전혈을 채취하여 상온에

서 응고시킨 후 10분 동안 원심분리(Gentrifuge, 
PLC-01, Taiwan)를 실시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의 일부
는 혈청분리관에 옮겨 냉동시키고, 잔량은 채혈용기 상태 
그대로 냉장보관 후 분석기관에 의뢰하였다.

2.2.3 인지기능 검사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 변화를 검사하기 위하여 인지

기능(MMSE-K) 검사를 하였으며, 모든 검사는 1:1 면접
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지
기능 검사 도구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이며, 우리나라에서는 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MMSE-K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10문항
(10점), 등록과 회사에 관련된 기억력 6문항(6점), 수리
력과 관련된 주의집중 및 계산 5문항(5점), 이름 맞추기, 
3단계 명령, 복사, 반복에 대한 언어기능 7문항(7점), 이
해 및 판단 2문항(2점) 총 5개 영역, 30문항(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정확히 답하면 1점, 정확히 답하지 
못하면 0점으로 처리되며, 24점 이상이면 정상, 20～23
점은 경도, 19점 이하이면 중등도로 분류하고 있다. 

2.3 실험설계
2.3.1 운동강도 설정
본 연구에서 운동 강도 설정은 피험자들의 신체적,  정

신적 특수성으로 인해 Karvonen 공식에 의해 단계별 목
표심박수에 의해 개인별 운동강도를 설정하였고, 설정된 
운동강도의 유지는 Borg[19]의 운동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운동강도는 12주 동안 3단계로 나누어 점증적 증가를 
유도하였다. ACSM[20]에 의하면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
수 60～90%, 최대산소섭취량의 50～85% 정도로 설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나 본 연구는 피험
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 단계별 운동강도를 처음 1～2
주간은 40～50%HRmax, 3～6주간은 50～60%HRmax, 
7～12주간은 60～65%HRmax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들
의 트레드밀 적응과 운동자각도 적응기로 1～2주간은 
RPE척도 9～11, 3～6주간은 RPE 척도 11～13, 7～12
주간은 RPE 척도 13～15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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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ercise Program
Type Intensity / Amount

Warm-up Stretching / 
Dementia Preventive Exercise(10`)

Main
Exercise

Mon
(30`)

Aerobic 
Exercise

Treadmill 
walking & running

[Aerobic Exercise]
1∼2Weeks 40∼50%HRmax

(RPE 9-11)
3∼6Weeks 50∼60%HRmax

(RPE 11-13)
7∼12Weeks 60∼65%HRmax

(RPE 13-15)

Wed
(30`)

Aerobic 
Exercise

Treadmill 
walking & running

Fri
(30`) Aerobic Exercise Treadmill 

walking & running
Cool-dowm Stretching /

Dementia Preventive Exercis(10min)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Program]
. Stretch with finger and Wrist twitl
. Walk forward and Walk side
. Turn shoulder
. Making a circle and walking lightly
. Walk forward with knees and legs

. Bend the side

. Toe and heel bottom

. Waving arms to move weight

. Walking and breathing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Program Leader Education 

Guide(2006)_ Reconstruction

Table 3. Two-way repeated ANOVA about The change of DHEA-s                                      (ug/dL)
Item Period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DHEA-s
(ug/dL)

pre
(0 Weeks)

EG 10 45.97±18.52 group 55355.714 1 55355.714 9.868 .012*
error 50487.444 9 5609.716

CG 7 37.68±28.30 period 1065.530 1 1065.530 .488 .502
post

(12 Weeks)
EG 10 61.97±22.08 period*group 89.174 1 89.174 .041 .844
CG 7 47.61±30.39 error 19652.721 9 2183.636

EG : Experimental Group(Dementia×Exer)
CG : Control Group(Dementia×Non Exer)
*p<.05

Table 4. The result of paired t-test on the Pre and Post of DHEA-s                                    (ug/dL)
Factor M±SD t sig

Dementia
×Exer DHEA-s Pre 45.97±18.52 -2.258 .065Post 61.97±22.08

Table 5. The result of paired t-test on the Pre and Post of DHEA-s                                    (ug/dL)
Factor M±SD t sig

Dementia
×Non Exer DHEA-s Pre 40.40±26.81 -2.847 .029Post 51.81±29.88

Table 6. Two-way repeated ANOVA about The change of MMSE-K                                      (point)
Item Period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MMSE-K
pre

(0 Weeks)
EG 10 15.60±6.80 group 149.752 1 149.752 1.798 .200

error 1249.307 15 83.287
CG 7 12.57±6.32 period 3.634 1 3.634 .584 .457

post
(12 Weeks)

EG 10 17.50±6.90 period*group 12.575 1 12.575 2.022 .176
CG 7 12.00±6.55 error 93.307 15 6.220

EG : Experimental Group(Dementia×Exer)
CG : Control Group(Dementia×Non 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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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 of paired t-test on the Pre and Post of MMSE-K                                 (point)
Factor M±SD t sig

Dementia
×Exer MMSE-K Pre 15.60±6.80 -1.727 .118Post 17.50±6.90

Table 8. The result of paired t-test on the Pre and Post of MMSE-K                                  (point)
Factor M±SD t sig

Dementia
×Non Exer MMSE-K Pre 12.57±6.32 .420 .689Post 12.00±6.55

2.3.2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운동프로그램은 12주간 주 3회 실시하였

으며, 준비운동 10분 - 본 운동 30분 - 정리운동 10분 
총 50분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시 기본
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운동 지도자지
침서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병행하였다. 대조군은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에 임하도록 하였다. 1일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 

18.0 Program을 활용하였다. 
두 집단의 검사 결과를 통해 각 항목간 평균(M)과 표

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운동프로그
램 실시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
(two-way ANOVA by repeated measurement)을 실
시하여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집단 간 차이검증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12주간의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경

증치매 여성 노인의 DHEA-s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 후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DHEA-s의 변화
12주간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실시에 의한 혈중 

DHEA-s 농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두 그룹에 대한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혈중 DHEA-s 농도 변화에 대한 운동그룹의 
평균은 사전 45.97±18.52ug/dL, 12주 후 61.97±22.08ug/dL
이며, 대조군은 사전 37.68±28.30ug/dL, 12주 후 
47.61±30.39ug/dL으로 나타났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그룹(F=9.86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시
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인지기능의 변화
12주간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실시에 의한 인지기능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는 Table 6과 같고,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인지기능 분석에 대한 운동그
룹의 평균은 사전 15.60±6.80, 12주 후 17.50±6.90으
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사전 12.57±6.32, 12주 후 
12.00±6.55으로 나타났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그룹, 시
기,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프로그램의 규칙적인 참여가 

경증치매 여성 노인의 중금속 함량, DHEA-s, 인지기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4.1 DHEA-s 
DHEA-s는 주로 부신에서 분비되며 일부는 성선에서

도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며, 혈액 내 다른 스테
로이드 호르몬 보다 20배 정도 풍부하게 존재한다[4,21]. 
혈청 DHEA-s의 농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20대에 혈청 내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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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년에 2%씩 감소하며 85세 이후 90～95%가 감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내분비계 노화과정의 자료로 제
시되며[5], AD형 치매의 위험인자로 제시되는 지표이다
[22].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참여가 
DHEA-s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운동군은 연구 참여 전에 비하여 DHEA-s의 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적 활동적인 생활습관
을 가진 여성노인은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DHEA-s의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23], 12주간의 규칙적인 복합운동을 통하여 여성
노인의 DHEA-s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24]. 
이러한 변화는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HDL-C의 농도가 높아지면 DHEA-s의 농도가 함께 높
아지고[25], TG를 분해시키는 지단백 분해효소를 상대
적으로 활성화시켜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이용률을 높
인다. 이는 혈중 지질성분이 감소되면서 DHEA-s를 증가
시킨다는[26]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참여에 의해 DHEA-s의 수치가 비교적 증가하였지만 상
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의 수가 적었다는 점,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
을 고려하여 비교적 약한 운동 강도를 설정한 점 등을 고
려한다면 추후 장기적이고,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후
속 연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4.2 인지기능

AD형 치매는 주로 60세 이후에 발병하여 측두엽 내
측에 위치한 일화기억에 관련된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장
기기억과 관련된 대뇌피질이 손상되어 오래된 기억이 소
실되는 현상이 나타나 언어기능의 저하, 공간 · 지각력 
저하, 행위상실증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증상들은 여러 형태의 인지기능 저하와 이상 행동
심리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여러 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의 중재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중재가 효과적이다27]. 그 중 운동요법이 장기적으로 이
루어졌을 때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거나 치매의 발
생 위험률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규
칙적인 운동적용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5,925명을 
대상으로 한 걷기와 같은 적당한 신체활동은 약 6～8년 

후 인지기능 감소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으며[28], 62～70세의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운
동을 하지 않 노인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2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연구대상자

의 DHEA-s,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규칙적인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DHEA-s
의 농도 변화는 그룹별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
났으며, 시기×집단간 상호작용 효과분석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규칙적인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인지기
능의 변화는  그룹, 시기, 시기×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2주간 실시한 규칙적인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은 경증치매 여성 노인의 DHEA-s 
및 인지기능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한점이었던 연
구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중 식이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
분이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는 대상자들의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루
지 못하여 오염 변수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
례수를 늘려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 다 의미 있는 연
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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