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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based korean traditional dance on vascular 

health, muscle strength and balance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Design: Quasi-experiment design. 

Methods: Forty-two elder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assigned experimental group (n=21), 

control group (n=21). Data were collected March to September 2019.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aerobic exercise based korean traditional dance(three times a week, 30-50 minutes session, 24 

sess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with the SPSS version 25.0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vascular health (p 0.05), upper extremity ＜

strength (p=.022), dynamic balance (p=.026)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erobic exercise based koran traditional dance is recommend a regular 

exercise program to enhance on vascular health, muscle strength and balance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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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년 현재 우리나라 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년 후인 년에는 2020 65 15.7% , 5 2025

노인인구 비중이 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3% ( , 2020). 

치매노인의 수도 년 만명 정도에서 년 만명 년에는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7 70 2020 84 , 2030 127

중앙치매센터 그러나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의 형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어( , 2019). , ,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년 월부터 노인 . , 2008 7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은 년 개 년 개 년 개로 급격하게 증가되었, 2005 203 , 2009 733 , 2018 1,445

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수도 만명에서 만명으로 증가되었다, 18 45 통계청( , 2019)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 

중 약 정도가 치매를 동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민경과 김은경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를 78.9% ( , 2010)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그 외에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다 중앙, , , , (

치매센터 이중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치매의 약 를 , 2019). 17%

차지한다 중앙치매센터 혈관성 치매는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 혹은 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허혈성( , 2019). -

저산소성 뇌병변과 관련된 치매의 한 형태로서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혈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신경세포가 손

상되어 기억력 인지기능 그리고 행동조절 등이 초래된다, (Román 혈관성 치매의 초기 임상증상으로는 보, 2002). 

행장애 운동장애 자세 불안정 반복적인 넘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경학적 측면에서는 편마비 안면근육의 , , , , 

약화 감각 소실과 시야장애 추체외로 증상 경직 운동불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한치매학회 특히 , , , , ( , 200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내피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혈관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혈관탄성이 감소하고 , 

혈압이 상승되면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치매노인의 혈관건강을 증진시켜 치매 진행을 지연시

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치매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 요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물 치료는 항정신성 약물 항불안제 항우울, , , 

제를 사용하는 여러 시도가 있다 한수정과 백남종 비록 약물치료가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 , 2015). 

할을 하지만 인지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와 다양한 비약물요법이 적용되(Zec Burkett, 2008), 

고 있다 등 치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약물요법으로는 감각요법 인지요법 회상요법 운동 등(Sofi , 2011). , , , 

이 있으며 송미순 등 운동은 치매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비약물요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혜정과 전미양( , 2014), ( , 

등 등2018; Kramer , 1999; Stokholm , 2009). 

운동은 노인이 신체기능을 발취하는데 필요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민첩성 등을 유지하거나 증진시, , , , 

키는 효과가 있으며 혈관의 내막과 중막의 콜라겐과 석회화 감소 중막의 칼슘 감소 등으로 동맥의 (ACSM, 2020), , 

경직성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춘다 등 또한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Bertovic , 1999). 

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 속도가 향상된다 등(Rogers , 1990) 이는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화 등에 관여하는 뇌신. 

경생성영양인자 또는 단백질을 분화시켜 등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신경노화에 관여하는 베타 아(Kim , 2019) -

닐로이드와 같은 물질을 감소시키며 해마의 용적을 증가시켜 한은영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주혜정과 ( , 2012) (

전미양 치매 진행을 억제시키는 등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8), (Stokholm , 2009) .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면 노인에게는 율동적이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절하며 전미양(

과 최명애 한국 춤의 기본동작은 상지 움직임과 무릎의 굴신동작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화와 , 2002), 

함께 근 기능이 퇴화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효과적이다 이애덕과 이주립 또한 한국 춤은 민요나 국악 등의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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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정서적 친근감을 줄 수 있어 운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주혜정과 전미양( , 

2018). 

선행연구 유지영 등 이경호 에서 한국 춤이 치매환자의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 2018; , 2010)

로 보고되었으며 등 은 운동이 치매환자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 Kramer (1999)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운동이 치매노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혈류량을 증진시킨다는 보고는 있으. , 

나 혈관건강 근력과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치매노인들에게 익숙한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치매노인의 뇌혈류를 증진시키고 근력과 균형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에게 한국 춤을 기반으로 개발한 유산소 운동을 적용하여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이다, . 

연구대상2. 

본 연구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J J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함기준1) 

세 이상인 자(1) 65

의학적으로 치매로 진단 받은 지 개월 이상인 자(2) 1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개월 이상인 자(3) 1

정형외과적 문제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자(4) 

시력 및 청력에 제한이 없는 자(5) 

제외기준2) 

담당의사가 활동을 금한 자(1) 

뇌졸중 등으로 신체마비가 있는 자(2) 

재활치료를 시행중인 자(3)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효과크기 검정력 G*power 3.1.2 .05, 0.8, 0.8

로 계산한 결과 한 군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 명, 21 25 , 

총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 명씩 사후조사 전에 퇴원하여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50 . 4

않아서 탈락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 명이었다. 21 , 21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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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3. 

일반적 특성1) 

본 연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보호자 입원기간 의사로부, , , , , 

터 진단받은 기저질환을 조사하였다. 

혈관건강2) 

본 연구에서 혈관건강은 비침습적인 가속도맥파기 로 측정하였다 가속도맥파기를 (SA6000, Medicore, KOREA) . 

이용하여 혈관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대상자를 분 정도 누운 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측정기의 센서를 5 , 

검지손가락에 부착하여 분 동안 측정하였다 장석암과 김승석 그림 가속도맥파기5 ( , 2012)( 1). (Accelerated ple-

는 손가락 끝에서 얻은 가속도 맥파신호를 두 번 미분하여 혈액 순환 상태를 자동 분석하는 기기로 thysmo graph)

본 연구에서는 혈관건강을 혈관박출강도 혈관탄성도 혈관 잔(Blood Vessel Output Power), (Blood Vessel Tension), 

혈량 및 혈관노화단계로 분석하였다(Remained Blood Volume) .

혈관박출강도는 절대값이 클수록 혈관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실험측정 결과는 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 (-) (

클수록 좋다 혈관탄성도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본 파형에서 값을 가지는데 혈관의 노) . (+)

화가 진행 될수록 혈관탄성도가 떨어져 측정결과는 값으로 나타난다 혈관잔혈량은 혈관상태가 좋을수록 적으(-) . 

며 실험측정 결과로는 값이 작게 나올수록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 될수록 혈관박출강도(-) ( ) . 

는 약해지고 혈관잔혈량은 많아지게 된다 혈관노화단계는 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장을 대표파형으. level analysis

로 하여 단계로 구분하며 단계에서 단계로 진행 될수록 혈관의 노화 상태가 심함을 의미한다7 , 1 7 .  

가속도맥파기(SA6000, Medicore, KOREA) 가속도맥파기 측정 모습

그림 혈관건강상태 측정1. 

근력3) 

상지근력(1) 

상지근력은 악력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직립자세로 선 후 (Hand dynamoment, Lafayette instrument, U.S.A.) . 

두 팔을 도 정도 벌려 악력계가 신체나 옷에 닿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악력계를 쥐게 하였으며 손의 쥐는 힘이 15

악력계의 손잡이에 가해져 강철 고리가 압착되면서 가해진 힘의 총량을 단위로 측정하였다 똑바로 서서 악력. ㎏ 

계를 잡고 초간 최대한 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회 측정을 하며 평균값을 기록5 . 2

하였다 등 조민형 등(Roberts , 2011; , 2019). 이 클수록 상지근력이 높음을 의미한다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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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근력(2) 

하지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자에 번 반복 앉고 일어서기 동작 검사 를 시행하였다5 (5 times sit-to-stand test) . 

대상자는 편하게 의자에 등을 대고 앉고 팔은 가슴 앞에 교차해서 모은 상태로 시작하였다 굽이 높은 신발, . , 

미끄럽거나 불편한 신발은 신지 않도록 하였다 앉은 상태에서 등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일어서는 것을 . 

회로 측정하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 다음에 엉덩이와 등을 붙이고 앉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1 , 

등 측정하기 전 최대한 빠르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야 한다고 미리 설명하였으며 초시계를 (Jeng , 1990). , , 

이용하여 총 번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기록하였다2 , . 초 가 짧을수록 하지근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ec) .

균형4) 

정적균형(1)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발 서기 검사 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팔을 약간 벌리(one leg standing test) . 

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였다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시작 이라는 구호와 함께 한쪽 발을 들어 . ‘ ’ 

올리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였다 손으로 벽이나 주변 구조물을 잡거나 들어 올린 다리가 바닥. , 

에 닿거나 무게중심이 이동되면 측정을 중지하고 해당 시간으로 기록하였다 측정하는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할 , .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자는 대상자의 뒤에서 최대한 붙어서 보호하였다 초시계를 이용하여 총 번 , . 2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등 시간이 길수록 정적균형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Michikawa , 2009). . 

동적 균형(2) 

동적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서 걷어 갔다 돌아오기 검사 를 시행하였다3m (up to go test) . 

약 의 의자를 이용하였고 의자 바로 앞 지점부터 되는 곳을 선과 의자로 표시하였다 대상자는 일반적인 46cm , 3m . 

신발을 착용하였으며 신체적인 보조가 필요 없으며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의자에 , , . 

등을 편하게 기댄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시작 이라는 단어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출발하여 가능한 최대한 , ‘ ’

빠른 속도로 지점을 반환하여 돌아온 후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3m 

와 초시계를 이용하여 총 번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시간이 짧을수록 (Podsiadlo Richardson, 1991). 2 , . 

동적균형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4. 

본 연구에서는 한국 춤을 기반으로 개발한 유산소운동을 주 회 회 분간 주 총 회 실시하였다 평소 1 3 , 1 50 8 , 24 . 

운동을 하지 않는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운동에 잘 적응하고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 

예방하기 위해 본운동 시간을 준비기 증진기 유지기 등 단계로 나누어 점차 증진시켰다 준비기는 첫 주에 , , 3 . 1

실시하였으며 본운동을 분간 실시하였다 증진기는 주에 실시하였으며 본운동을 분간 실시하였다 유지20 . 2-3 30 . 

기는 본운동 시간을 분으로 유지한 시기로 주 주까지 실시하였으며 준비운동 분 본운동 분 정리운동 40 4 8 5 , 40 , ∼

분으로 총 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50 . < 1>.

본 연구에서 한국 춤을 기반으로 개발한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은 한국 춤을 년 이상 배웠으며 한국 춤을 이용10

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경험을 가진 간호학교수 인과 치매노인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 1

경험과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학과 교수 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이 개발하였다 개발한 1 1 . 

운동 프로그램은 요양병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과 물리치료사 인 요양병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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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치매노인을 년 이상 간호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 인에게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10 1 .

자료수집5. 

본 연구의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실험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2019 3 1 9 30 , 

다른 병동에서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경상남도 시 소재 요양병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 J J

및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연구 진행을 승인받았다 연구자가 병동입원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한 .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차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을 권유 받은 대상자 및 보호자 중 연구자에게 1 .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자세히 설명 듣고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연구보조원 훈련1)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측정자간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 보조원 명이 실험군과 대조군에 1

게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연구변수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 측정 항목을 측정, . 

표 한국 춤 기반 유산소운동 프로그램 1. 

주차 운동 내용 및 강도
운동

보조도구 
배경음악

소요

시간

1 준비기 

준비운동 서서하는 스트레칭-  - 청춘가 분5

본운동

제자리에서 무릎 굴신하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앞뒤로 움직이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신체 중심을 이동하며 노 젓는 사위- 

- 경기아리랑

- 꽃타령

- 뱃노래

분20

정리운동
서서하는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 널뛰기타령 분5

2-3 증진기 

준비운동 서서하는 스트레칭- - 청춘가 분5

본운동

제자리에서 무릎 굴신하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앞뒤로 움직이며 팔 허리감는 사위- 

한쪽 팔과 다리를 함께 든 후 내리면서 무릎을 - 

굴신하는 사위

짝끼리 마주보고 무릎 굴신하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짝끼리 손잡고 움직이는 사위- 

신체 중심을 이동하며 노 젓는 사위- 

소고⦁

한삼⦁

- 경기아리랑

- 밀양아리랑

- 꽃타령

- 뱃노래

분30

정리운동
서서하는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 널뛰기타령 분5

4-8 유지기

준비운동 서서하는 스트레칭- - 청춘가 분5

본운동

제자리에서 무릎 굴신하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앞뒤로 움직이며 팔 허리감는 사위- 

한쪽 팔과 다리를 함께 든 후 내리면서 무릎을 - 

굴신하는 사위

짝끼리 마주보고 무릎 굴신하며 팔 허리 감는 사위- 

짝끼리 손잡고 움직이는 사위- 

전체가 원을 그리며 돌는 사위- 

전체가 손잡고 원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사위- 

신체 중심을 이동하며 노 젓는 사위- 

소고⦁

한삼⦁

- 꽃타령

- 뱃노래

- 경기아리랑

- 밀양아리랑

- 도라지타령

- 신만고강산

분40

정리운동
서서 하는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 널뛰기타령 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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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측정 전에 물리치료과 교수 인으로부터 치매 노인에게 신, 1

체적 변수를 측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교육받고 연구보조원간에 서로 측정방법을 실습하였다. 

사전조사2) 

연구자가 대상자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 및 연구참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였으며 대상자와 대상자의 보호자는 이를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치매로 진단받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어 보호자 또는 전자의무기록지를 통해 . 

자료를 수집하였다 훈련받은 명의 연구보조원이 각각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을 개 항목씩 측정하였다. 3 , 1 .

사후조사3) 

주간 프로그램이 끝난 뒤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연구 보조원이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을 측정8 , 

하였다. 

윤리적 고려6.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전 연구 대상자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구자 소개 및 연구 목적 방법 등을 기술하고 개인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노출. , 

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개별화된 만을 부여하여 연구자료 보관 파일에 따로 저장하고 대상자의 ID ,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파일에 저장하여 관리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코드화하여 연구목적으로만 . 

사용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이후 설문지는 연구가 종료되고 년간 보관한 후에 파쇄 처리하여 익명성을 3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사후조사 후 원하는 대상자에게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을 회 . 3

실시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7. 

본 연구의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SPSS/WIN 25.0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연구 결과 변수의 동질성검증은 1) ,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

로 분석하였다dependent t-test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집단내 사전과 사후의 차이는 로 사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관건강 근력 paired t-test , , 

및 균형의 차이는 로 분석하였다independent t-test . 

연구결과. Ⅲ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증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 2>.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보호자 입원기간 및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기저질환을 조사하고 두 군간, , , ,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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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2. (N=42) 

일반적 특성 실험군 (n=21) 대조군 (n=21) χ2 p

성별 남자 3 (14.3)a 3 (14.3) 0.00 1.000

여자 18 (85.7) 18 (85.7)

연령 세( ) 65-74 5 (25.0) 8 (38.1) 1.55 .462

75-84 8 (40.0) 9 (42.8)

85≥ 7 (35.0) 4 (19.1)

 80.62±7.38b 77.24±7.04 1.52 .136

결혼상태c 미혼 2 (9.5) 1 (4.8) 5.07 .060

기혼 4 (19.0) 11 (52.4)

사별 15 (71.4) 9 (42.9)

주보호자 배우자 5 (23.8) 2 (9.5) 6.86 .077

자녀 15 (71.4) 13 (61.9)

기타 1 (4.8) 6 (28.6)

입원기간c 개월 ( ) 1- 12＜ 12 (57.1) 8 (38.1) 5.65 .256

12- 24＜ 4 (19.1) 6 (28.6)

2- 36＜ 3 (14.3) 5 (23.8)

36≥ 2 (9.5) 2 (9.5)

기저질환d 고혈압 14 (66.7) 8 (38.1) 3.44 .121

당뇨 4 (19.1) 8 (38.1) 1.87 .306

관절염 5 (23.8) 2 (9.5) 1.54 .410

뇌졸중 3 (14.3) 6 (28.6) 1.27 .454

골다공증 4 (19.1) 7 (33.3) 1.11 .484
a빈도 백분율( ), b평균 표준편차± , cFisher’s exact test, d다중응답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의 동질성 검증2. ,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전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실험군과 , < 3>. 

대조군의 혈관건강 혈관박출강도 혈관탄성도 혈관잔혈량 혈관노화단계 근력 상지근력 하지근력 균형 정적( , , , ), ( , ), (

균형 동적균형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 ) , 

다.

표 연구 변수의 동질성 검정 3. (N=42)

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1) t p

혈관건강 박출강도 -70.36±17.42a -67.07±18.34 -0.56 .576

혈관탄성도 -12.35±14.82 -17.83±14.39 1.093 .283

혈관잔혈량 -47.35±16.66 -49.69±20.31 0.39 .699

혈관노화단계 3.60±1.93 4.71±1.76 -1.93 .061

근력 상지근력 ( )㎏ 13.66±6.11 11.15±5.27 1.40 .167

하지근력 (sec) 16.24±5.63 16.42±5.42 -0.09 .924

균형 정적균형 (sec) 14.72±6.46 16.71±6.09 -0.93 .358

동적균형 (sec) 13.31±4.77 16.82±6.75 -1.90 .065
a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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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3.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차이와 운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 표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상지근력< 4>.  (t=2.57, p 하지근력=.019), (t=-2.56, p 정적균형=.020), 

(t=4.13, p 동적균형=.001), (t=3.54, p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대조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002) . 

혈관잔혈량(t=-2.10, p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하지근력=.048) , (t=-3.70, p 과 정적균형=.002) (t=2.39, 

p 이 증진되었다 운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혈관건강 중 혈관박출강도=.029) . (t=-2.31, p 혈관잔혈량=.026), (t=2.49, 

p 혈관노화단계=.017), (t=-2.27, p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근력 중 =.029) . 

상지근력(t=2.38, p 과 균형 중 동적균형=.022) (t=-2.30, p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26) . 

표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 검정 4. (N=42)

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1)

t(p)
사전 사후 사후사전- t(p) 사전 사후 사후 사전- t(p)

혈관건강

혈관박출강도  -70.36±17.42a -73.64±17.66 -0.83 (.420) -67.07±18.34 -61.29±15.17 -1.57 (.132) -2.31 (.026)

혈관탄성도  -12.35±14.82 -11.77±15.39 0.14 (.884) -17.83±14.39 -24.74±22.73 -1.66 (.116) 1.94 (.061)

혈관잔혈량  -47.35±16.66 -45.18±20.19 0.60 (.552) -49.69±20.31 -60.54±18.23 -2.10 (.048) 2.49( .017)

혈관노화단계  3.60±1.93 3.78±1.90 0.44 (.663) 4.71±1.76 5.04±1.59 0.96 (.349) -2.27 (.029)

근력

상지근력   ( )㎏ 13.66±6.11 16.45±4.86 2.57 (.019) 11.15±5.27 12.40±5.82 1.75 (.096) 2.38 (.022)

하지근력   (sec) 16.24±5.63 13.56±2.98 -2.56 (.020) 16.42±5.42 12.75±5.36 -3.70 (.002) 0.63 (.531)

균형

정적균형   (sec) 14.72±6.46 22.06±3.87 4.13 (.001) 16.71±6.09 20.12±7.32 2.39 (.029) 0.97 (.336)

동적균형   (sec) 13.31±4.77 13.98±3.67 3.54 (.002) 16.82±6.75 18.40±7.76 0.87 (.392) -2.30 (.026)
a평균 표준편차±

고 찰. Ⅳ

치매는 인간의 대뇌가 담당하는 인지적 기능과 고등정신 및 사고력이 퇴화되는 기질적 정신장애이다

등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뇌혈관 내부에 (Corey-Bloom , 1995). Ca2+이 축적되어 혈관이 석회화되고 혈관 내피세, 

포가 병적으로 비대해지며 저밀도콜레스테롤의 축적에 의하여 혈관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게 되면서 유발된다, 

김일곤 특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의 허혈 또는 출혈로 인해 뇌혈류 장애가 발생하며 뇌손상을 유발하( , 2002). 

며 뇌의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 . 

노인은 연령과 반비례하게 근골격계의 양과 기능이 저하되어 근력이 저하되며 이는 보행의 불안정과 균형능력을 

감소시킨다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Bechshøft , 2016). , 

들에게 익숙한 한국 춤을 기반으로 유산소 운동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한국 춤을 기반으로 개발한 유산소 운동은 치매노인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노인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한국 민요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고 혼자서 하는 동작 뿐 아니라 짝을 지어하는 동작과 전체 집단이 , 

함께 움직이는 동작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 치매노인의 상지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춤에서 소도구로 활용 

하는 소고와 한삼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게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을 주간 실시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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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혈관건강 중 혈관박출강도가 증가하고 혈관잔혈량과 혈관노화단계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산소 운, , , 

동이 혈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매노인에게 가속도맥파기를 이용하여 혈관건강을 측정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주간 , 14

걷기운동을 실시한 후 비만여대생의 맥파속도가 낮아지고 중뇌뇌동맥 혈류속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한 연구 지용(

석 등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노인에게 주간의 댄스스포츠 운동을 실시한 결과 뇌혈관촬영, 2011) . 8 , (SPECT 

촬영 을 통해 뇌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신철호 등 로 혈관건강이 좋아) ( , 2005)

지면 뇌혈류량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근육조직의 혈류량을 .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혈관내의 전단응력 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혈관확장물질인 산화질소를 생성(Shear stress) . 

하며 혈관내피세포의 이완물질의 유리를 증가시키고 혈관 탄성을 증가시키며 수축물질에 대한 수축성을 감소, , , 

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등 혈관건강은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과 (Chuensiri , 2018). , , ,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통해 혈관박출강도를 높이고 혈관잔혈량을 낮춘다면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기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 후 실험군의 상지근력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경도인지장애 여성 노인에게 .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주간 실시한 결과 상지 악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박건희 등 결과와 유사하12 , ( , 2020)

고 등 의 신체활동이 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등, Carrasco (2016) . Bann 

은 가벼운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여도 상지근력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오태(2015)

웅 이 주간 박수체조와 댄스스포츠를 적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상(2018) 12

지악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운동 유형에 따른 운동의 효과를 .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운동의 유형에 따라 운동효과는 차이가 있며 댄스와 유산소운동을 적용한 경우에는 근력,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배주옥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지근력으로 측정한 ( , 2013) . 

악력이 증가한 것은 연구자가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을 개발할 때 노인의 상지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작에 소고나 한삼 등을 손에 들고 수행하는 동작을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도 

연구 목적에 적합한 운동 동작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동적균형을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 갔다 돌아오는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운동 후에 실험군은  3m , 

대조군에 비해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이는 실험군의 동3m . 

적균형능력이 대조군의 동적균형능력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원 노인에게 주간의 복합운동. 8

을 적용한 후 동적 균형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전미양과 최명애 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치매의심 ( , 2002) . 

노인에게 생활한국춤을 주간 실시한 결과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돌아오는 시간으로 측정한 복합적 이8 , 3m 

동능력이 증진되었고 보고한 연구 유지영 등 의 연구결과와 한국무용의 균형 잡기 동작 프로그램이 노인의 ( , 2018)

평형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이경호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동적균형이 증가한 것은 (2010) . 

한국춤의 정 중 동 의 고전적 움직임 원리가 공간인지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 ( ), ( ) (靜 中 動

경호 한국 춤의 기본동작은 비교적 단순하며 음악에 맞추어 동작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체를 움직이기 , 2010). , 

때문에 치매노인이 따라 하기 쉬울 뿐 아니라  흥미와 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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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Ⅴ

본 연구는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이 치매노인의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 

실시하였다 운동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관건강 혈관박출강도 혈관탄성도 혈관잔혈량 혈관노화단계 근력 . ( , , , ), 

및 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하였으며 운동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관박출강도가 높았, 

으며 혈관잔혈량은 적었고 혈관노화단계는 낮았으며 상지근력인 악력은 높았고 균형 중 동적균형 능력은 높음, , , ,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 

의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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