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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60-70대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2주간 주 3회, 매회 60분 라인댄스가 치매 및 노화관련호르
몬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본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2주간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후 BDNF, DHEA-s, 에스트로겐
은 라인댄스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나 통제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2주간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후 Apolipoprotein B는 라인댄스 그룹에서는 감소하였으나 통제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룹과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라인댄스 프로그램 적용 그룹에
서 치매 예방 및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라인댄스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연구대상과 높은 운동강도, 빈도, 시간 및 운동 장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라인댄스, 노인여성, 뇌유래 신경성장인자,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설페이트, 에스트로겐,  아포지단백 B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lderly women in their 60s and 70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hen line dancing for 60 minuctes every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on dementia 
and aging-related hormones. After 12 weeks of line dancing programs, BDNF, DHEA-s, and estrogen 
increased,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control groups emerged. In addition, after 12 
weeks of line dancing, Apolipoprotein B decreased in line dancing group bu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group.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not 
identifi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sitive effects on preventing and aging of dementia were 
identified in the group applying the line dance program, and further studies considering the new target 
and hign kinetic strength, frequency, time, and athletic genre are needed to identify the distinct effects 
of line dancing in the future.
Key Words : Line dance, Elderly women, BDNF, DHEA-s,  Estrogen, Apolipoprote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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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라인댄스는 스텝 위주의 댄스로서 여성에게만 국한되

지 않은 남, 녀 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신체활동 감소로 노인여성에게 수영, 아쿠아로빅 및 
댄스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춤은 여
성 노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며 행복감을 준다. 특
히 라인댄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용한 건강댄스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1]. 라인댄스는 반복적인 동작으
로  노인 여성들의 인지력과 사고력, 판단력을 증진시켜 
주며 회전량이 기억력 향상을 도와주는데 효과적 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라인댄스는 무릎관절에 도움을 주며 음악과 함께 
신체의 움직임이 노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며 
꾸준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인 여성들의 1주일 3
회 운동은 운동 미참여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이 보다 향
상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2]. 또한 꾸준한 운동은 뼈의 
특성, 및 근육과 인대를 포함한  결합조직과 신경에 영향
을 미친다[3].

한편, 치매관련인자(BDNF, DHEA-S)는 주로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이 있으며, 노화관련인자(에스트로겐, 
Apolipoprotein B)로  연구되고 있지만 사실  라인댄스
를 가지고 이러한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라인댄스의 운동 효과 중 치매관련인자와 노화관련인자
를 라인을 다년간 참여한 노인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변
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주
간 라인댄스가 노인 여성들의 치매관련인자 그리고 노화
관련인자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Y시에 거주하는 노인여성(60-70세) 
총 19명을 대상으로  평소 운동을 미참석 하는 통제그룹
(10명)과 라인댄스 그룹(10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운동
기간 중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
함으로써 최종 라인그룹 (9명)과 통제그룹 (10명), 총 19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전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들이 자발적인 참여
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실험내용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사전검사로서 신체구

성,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라인댄스 프로그램은 12주
간 주 3일의 빈도로 1회 60분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을 
위한 채혈은 실험 전, 12주 후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동일한 오전 7-8시 
사이에 하였다. 일회용 주사를 사용하여 상완정맥에서 
10㎖를 채혈하였다.

2.3 라인댄스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경쾌하고 재미있는 작

품으로 구성하여 주3회 준비운동 10분, 라인댄스 40분, 
정리운동 10분, 총 60분으로 실시하였고, 운동강도는 운
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라인댄스 운동은 Table 2와 같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윈도우용 SPSS/PC+ Ver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2주간 그룹간의 측정항목에 대
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사전·사후
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매관련인자의 결과

3.1.1 BDNF의 결과
12주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BDNF 에 미치는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평균과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BDNF 에 대한 라인댄스 그룹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
전 20,750.22±3,814.94pg/㎖, 12주후 23,010.94± 
2,090.52pg/㎖으로 증가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사전 
25,921.95±5,898.01pg/㎖, 12주후 23,839.24± 
4,859.94pg/㎖ 으로 감소하였다.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 집단, 시기, 시기X집단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주간 라인댄스가 노인여성의 치매 및 노화관련인자에 미치는 영향 245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Age

(yr)
Height
(cm) Weight(kg) Skeletal muscle 

mass(kg)
Fat mass

(kg)
BMI

(kg/m2)
Body fat

(%)
Line dance group 9 66.44±3.77 156.27±3.96 62.31±6.96 21.94±1.54 21.71±5.36 25.48±2.41 34.38±5.25

Control group 10 63.00±3.68 153.11±5.12 59.12±10.36 20.82±2.43 20.49±7.34 25.12±3.56 33.67±7.77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Table 2. 12-Week line dance exercise program
Division 12-week line dance program RPE BPM min count
Warmup stretching(10mim) 9-11 10

Main exercise Main exercise
(40min)

Side by side
All you need
Ice Breaker

The Galway Gathering
Keep My Cool 

Cliche Love Song
I Didn’t pick This polka

Down at the station
Bring on the good times

Got a feeling
Psycho

Angel Eyes
Allisa Waltz

Same old something

11-14

83
108
84
84
118
117
118
119
101
130
127
108
88
70

40 32

Cool down stretching(10min) 9-11 10

Table 3. Results of BDNF before and after 12-week line dance exercise program
Item Time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BDNF
(pg/㎖)

Pre
0 Week

LDG 9 20750.22
±3814.31

Group 8.526 1 8.526 4.235 .055
Error 3.423 17 2.013

CG 10 25921.95
±5898.01 Time 75054.281 1 75054.281 .004 .951

post
12 Weeks

LDG 9 23010.94
±2090.52 Time × Group 4.468 1 4.468 2.269 .150

CG 10 23839.24
±4859.94 Error 3.347 17 1.969

LDG: line dance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4. Results of DHEA-S before and after 12-week line dance exercise program
Item Time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DHEA-S
(μg/dL)

Pre
(0 Week)

LDG 9 103.23
±68.32

Group 887.809 1 887.809 .131 .722

Error 115080.857 17 6769.462
CG 10 104.45

±27.96 Time 613.495 1 613.495 1.374 .257

post
(12 Weeks)

LDG 9 122.17
±92.45

Time × 
Group 1124.995 1 1124.995 2.519 .131

CG 10 101.60
±33.17 Error 7591.704 17 446.571

LDG: line dance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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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Estradiol(E2) before and after 12-week line dance exercise  program
Item Time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Estradiol
(E2)(pg/㎖)

Pre
(0 Week)

LDG 9 7.00
±3.00 Group .213 1 .213 .046 .833

Error 79.050 17 4.650
CG 10 7.90

±1.79 Time 8.550 1 8.550 .1.979 .178

post
(12 Weeks)

LDG 9 9.00
±1.50 Time × Group 10.445 1 10.445 2.417 .138

CG 10 7.80
±1.93 Error 73.450 17 4.321

LDG: line dance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6. Results of Apolipoprotein B before and after 12-week line dance exercise 
Item Time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Apolipo
protein B
(mg/dL)

Pre
(0 Week)

LDG 9 117.61
±29.29

Group 6.962 1 6.962 .006 .937
Error 18575.732 17 1092.690

CG 10 113.74
±15.38 Time 146.941 1 146.941 .717 .409

post
(12 Weeks)

LDG 9 108.94
±26.75 Time × Group 211.804 1 211.804 1.034 .324

CG 10 114.53
±28.55 Error 3483.085 17 204.887

LDG: line dance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3.1.2 DHEA-S 결과
12주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DHEA-S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평균과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HEA-S에 대한 라인댄스 그룹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전 
103.23±68.32㎍/dL, 12주후 122.17±92.45㎍/dL으
로 증가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사전 104.45±27.96㎍
/dL, 12주후 101.60±33.17㎍/dL으로 감소하였다. 
Two-way repeated ANOVA 분석결과 집단, 시기, 시
기x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노화관련인자 결과
3.2.1 Estradiol(E2) 결과
12주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Estradiol(E2)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stradiol에 대한 라인댄스 그룹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
전 7.00±3.00pg/㎖, 12주후 9.00±1.50pg/㎖으로 증
가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사전 7.90±1.79pg/㎖, 12주후 
7.80±1.93pg/㎖으로 감소하였다. Two-way repeated 
ANOVA 분석결과 집단, 시기, 시기x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1 Apolipoprotein B 결과
12주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Apolipoprotein B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평균과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Apolipoprotein B에 대한 라인댄스 그룹의 평균을 살
펴보면 사전 117.61±29.29mg/dL, 12주후 108.94± 
26.75mg/dL으로 감소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사전 
108.94±26.75mg/dL, 12주후 114.53±28.55mg/dL
으로 증가하였다. Two-way repeated ANOVA 분석 
결과 집단, 시기, 시기집단x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60-70대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3회 1일 60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여
성의 BDNF, DHEA-s, 에스트로겐, Apolipoprotein B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고자 한다.

4.1 BDNF 결과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BDNF의 기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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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 시키는 것은 적당한 운동을 통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4]. 뇌에서 유래한 신경영양인자(BDNF)는 단백
질 군의 일원으로 신경 집단의 분화 및 생존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추신경계, 근육조직 및 말초 혈액에
서 발견된다. 

운동과 BDNF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중 노인대상의
(65세)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
간 주 3회 걷기운동을 50분간 실시하였더니  BDNF 혈
장농도를 상승시켰다고 보고하였다[5]. 또한 남, 여 노인
(63-80세)을 대상으로 댄스 프로그램(라인댄스, 재즈댄
스, 락앤롤, 라틴아메리카, 스퀘어댄스)을 실시한 결과 주 
2회 90분간 6개월간의 댄스 그룹 참여자들의 혈장 
BDNF 수준이 스포츠 그룹 참여자들 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다[6].

본 연구는 12주간 주3회 60분간 라인댄스를 실시하
였으나 BDNF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주간의 연
구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라인댄스 프로그램
에 참여한다면 BDNF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DHEA-S 결과
DHEA-S는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면

역 증강 작용과 더불어 노화 방지로 평가되고 있다[7]. 또
한, DHEA-S의 증가는 기억력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을 현저히 감소시킨다[8].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DHEA-S의 변화에 관한 국
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DHEA-S 수준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9], 고령여성(80세 이상)을 대상
으로 4개월간 주 5일 이상 45-80% HR 걷기운동 20분
간 주 3회 저항운동 30분간 실시한 결과 DHEA-S에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DHEA-S 수치
는 고령자 일수록 낮아지며 운동적응에 미흡하다고 보고
하였다[10]. 또한 남․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저항운동(6
개월)의 경우도 DHEA-S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
고하였다[11]. 

반면 12주간 주3회 1회 60분간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을 실시한 결과 DHEA-S 수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12], 노인여성인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수
중재활 운동을 실시한 결과(12주간 주 3회 매회 60분) 
DHEA-S 수준이 상승 하였다고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 라인댄스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지만 DHEA-S 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따라서, 12주간의 연구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높은 
운동강도와 여러 장르별 작품해석과 이에 따른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DHEA-S 호르몬 분비에 효과적
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라인댄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4.3 Estradiol(E2) 결과
폐경기 이전 여성 20명과 폐경기 이후 여성 20명을 

각각 대상으로 24주간 유산소 운동(주 3회, 매회 60분간, 
60-70%(Heart Rate maximum)을 실시한 결과, 폐경 
전 여성에서는 Estradiol(E2) 증가하였으나 폐경 후 여성
에서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4].

운동과 Estradiol(E2)의 변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매회 
60-70분간 40-60% THR으로 협응력 운동을 실시한 결
과 Estradiol(E2)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며[15], 비만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유산소 운동, 저항운동 및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복합운동에서 가장 큰 증
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라인댄스를 실시한 결과 Estradiol(E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 자극하여 노인여
성들에게 호르몬 감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4 Apolipoprotein B의 결과
LDL-C는 LDL 입자 내의 콜레스테롤 질량을 측정하

는 반면, HDL-C는 매우 낮은 밀도의 지단백질, LDL 및 
지단백질 Lp(a) 입자 내의 콜레스테롤 질량을 측정 한 것
이다. 이들 지단백질 입자 각각은 1 분자의 Apo-B1 을 
포함한다.

그러나 잔여 지단백 장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Apo-B 입자의 90 %는 LDL 입자
이다. 따라서, Apo-B 에는 초저밀도 지단백질과 Lp(a) 
입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Apo-B 는 LDL 입자 수에 의
해 결정된다[17].

Apo-B 지질단백질 입자가 심혈관 위험의 주요 결정 
인자이며 심혈관계 위험이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는 것을 고려할 때 Apo-B 입자와 관련된 심혈관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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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이다[18].
Apolipoprotein B(Apo-B)와 운동의 변화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비만 중년여
성(50대)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매회 60분 50-60% 
HRmax으로 걷기운동을 실시하였더니 Apo-B가 감소하
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19],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6주간 주3회 매회 60분간 
50-80% MHR으로 라인댄스를 실시한 결과 Apo-B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라인댄스를 실시한 결과 Apo-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라인댄스를 통한 유
산소운동의 증가로 노인여성의 염증 및 동맥경화의 예방
은 물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여성(60-70세)을 대상으로 12주간 라

인댄스 운동이 치매예방 및 노화를 지연 시키는 호르몬
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대상은 자발적 참여
로 인한 60-70대 노인여성을 10명의 통제그룹과 10명
의 라인댄스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운동기간 중 개인사
정으로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함으로 라인그룹 9명과 
통제그룹 10명, 최종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2주간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경쾌하고 재
미있는 흥미위주의 작품으로 구성하였으며 매회 준비운
동 10분, 라인댄스 40분, 정리운동 10분, 총 60분간 12
주간 실시하였다. 세부적 항목은 BDNF, DHEA-S와 에
스트로겐, Apolipoprotein B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주간 라인댄스 실시 후 BDNF는 라인댄스 그
룹에서 증가하였고 통제그룹과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둘째, 12주간 라인댄스 실시 후 DHEA-S는 라인댄스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나 통제그룹과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12주간 라인댄스 실시 후 Estradiol(E2)는 라인
댄스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나 통제그룹과의 차이는 유의
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12주간 라인댄스 실시 후 Apolipoprotein B는 
라인댄스 그룹에서 감소하였으나 통제그룹과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12주간 라인댄스 프로그램
이 BDNF, DHEA-S와 에스트로겐, Apolipoprotein B
에서 효과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치매 및 노화관련인자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라인댄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운동강도, 빈도, 시간 및 여러 장르별 작품구성을 
고려한 중‧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춤의 효
과를 통한 공간적 지향, 조정력, 발란스, 지구력, 상호작
용 및 의사소통과 같은 과정을 증진시키고 참여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스타일링을 제공함으로써 작업 기억력과 같
은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라인댄스가 노인여성뿐 아니라 
남, 녀 모든 대상에게 유익한 유산소 운동 으로써 효과적
이며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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