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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8년에

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60년까

지 41.0% 증가하여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더욱

이,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인 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남녀 각각 64.9세와 64.0세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보내

게 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어[2], 여성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건

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신체기능과 인지,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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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노화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기능이 함께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3], 신체기능의 저하는 이동 능력의 장애와 일상생

활 기능의 상실, 체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어 활기찬 노후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된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쇠퇴하면서 각종 만성질환

이 발생하고 은퇴, 사회적 소외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신적, 사

회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4], 지각, 기억, 지능을 

포함하는 인지기능이 감퇴를 경험하게 되고,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

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5]. Fitzgerald [6]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체력저

하는 완전한 예방은 안되지만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체력 감소의 속

도를 늦출 수가 있으며, 증진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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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기능과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필

수적이며,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건강 증진에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된

다[7].

신체기능의 저하에 동반되는 인지기능의 저하 또한 일상 환경 속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독립적인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8],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이후 치매로 이어져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

지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9].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 시에는 노인의 우울 증상에 관한 검사를 병행

하고 있는데 인지저하와 우울 증상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인지기능 

장애가 우울증에 의한 것인지, 혹은 우울증이 인지기능 저하에서 비

롯된 것인지, 혹은 기질적인 것인지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10]. 특히 

노인에 있어서 우울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발생률이 높으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 하나로써 일상생활 활동 및 기능장애, 자살의 

위험과 사망률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12]. 

노인에게 있어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의 의미를 넘어 실생할에 제한

과 문제 및 독립된 행동과 활동의 자유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고되

고 있다[13]. 삶의 질은 신체 활동과 생리적 상태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14], 노인의 체력 활동 능력의 저하는 사회적 능력 저하로 이어

지고 결국에는 생활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다[15].

한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문제들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고[16],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

들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7]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

울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노인의 삶의 질이 여성노인의 삶

의 질보다 높다고 하였다[18-20].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

지하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에 놓여 있

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체력유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하겠다. 

최근에 이르러 과거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도

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노인 

또한 자신의 사회적 활동능력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동

적인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고 댄스스포츠 활동이 노인의 심리적 특성

에 비추어볼 때 활기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활동이

라고 말할 수 있다[21]. 댄스스포츠는 리듬에 맞추어 신체활동을 통한 

동작으로 자세와 미적인 표현을 극대화시킨 예술성이 풍부한 실내 스

포츠인 동시에 사회체육의 한 분야이다[22]. 체형을 아름답고 바른 자

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의 향상, 혈액순환 

개선 등 일상생활의 복잡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해소시켜 주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23]. 또한 댄스스포츠는 다양

한 스텝과 방향전환,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여러 장르의 음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댄스루틴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

루함을 덜 느끼며,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어 재미와 흥미가 큰 것이 장

점이라 할 수 있다[24]. Chodzko-Zaiko et al. [25]는 댄스스포츠가 신체

활동이 부족한 노인에게 근력 및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적합한 운동으로 보고하였으며, Yang [26]은 그의 연구에서 댄스스포

츠가 여러 동작을 외워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반 생활면에서 

기억력이 많이 향상되는 효과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Kim [27]은 댄

스스포츠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발전시키는 등 개인 욕구의 

충족시키고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망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지

역사회 내의 노인들을 통합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행복감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댄스스포츠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댄스스포츠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노인 대상 댄스스포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른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 ‧인지‧정서 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

으며 재미와 율동이 가미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서 노인의 신체기능, 인지, 우울 및 삶의 질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Y군의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의 운동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에서 댄스스포츠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자 희망하고, 연구목적에 동의하며, 한국판 간이정신상

태 검사 도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of Korean version, MMSE-

K)의 측정점수가 18점 이상인 자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혼자 걸을 수 있으며 활동이 가능한 자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MMSE-K가 18점 이상이라 함은 인지 기능에 

있어서 경도의 인지장애와 정상인지를 포함하는 범위이며, 댄스스포

츠 프로그램이 지도자가 댄스동작을 시연하면서 노인들이 따라하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도의 인지장애 노인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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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도의 인지장애 노인

도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앞의 선정기준에 포함된 노인은 연구대상 수가 균형되게 분포되도

록[28] 난수표를 이용한 블록 무작위 배정법(block randomization)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댄스스포츠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연구가 끝난 후 실험군과 동일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여 대조군이 실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29]에서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평균 효과크기인 중간 정도

의 효과크기 0.50로 추정하고,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으로 설정한 

군별 최소 대상자 수 17명[30]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도 탈락 등을 고려

하여 실험군 34명, 대조군 36명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실험군에서 1명, 

대조군에서 5명이 연락두절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조사거부 등

으로 중도 탈락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33명, 대조군 31명으로 

총 64명이었다.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연구자와 3명의 훈련된 간호사 및 건강운동관리사가 설

문지 조사와 근력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고

려하여 1:1 면담을 통하여 직접 설문지 문항을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한 내용을 설문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특히 인지기능

은 치매센터 간호사가 전담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근력은 국민

체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A지역 체력인증센터의 건강운동관리사가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와 근력측정은 각각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처치

실험군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12주간 주 1회, 

총 12회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댄스스포츠는 댄스스

포츠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진행하였으

며, 매주 같은 요일의 오후 2시에서 2시 50분 사이, 1회당 50분간 진행

되었다. 대조군은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건강체조, 요가, 기공체조 등의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대를 고려하여 노인

의 신체활동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은 동작으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을 토대로 구성하였고, 동작은 최대한 단순화시켰다. 실험군에 적용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하였으

며, 준비운동은 10분간 실시하였고 10분 동안 팔, 어깨, 몸통, 다리운동 

순으로 간단한 체조 및 스트레칭 체조로 몸을 푼 후 웃음활동과 최신 

유행가를 접목한 레크리에이션 율동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였다. 

본 운동은 30분간 차차차, 자이브, 룸바를 노인의 특성에 맞게 동작을 

재구성하여 3회씩 반복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체력을 생각하여 중간

에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첨가하여 안면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였으며 서로 교감하면서 소리내어 웃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정리

운동은 10분 동안 실시하였으며, 근육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스트레칭 

및 기공운동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2주간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틀 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간호사와 건강운동관리사가 동일한 설문조사방법과 

근력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dance sports program

Classification Item Time

Warm-up excercise Laughing activity, Recreational activity
Walking/Stretching

10 min

Main exercise
   Cha Cha Cha 1. Basic movement in place 2.3.4 & 1×4 30 min

2. Closed Basic Movement 2.3.4 & 1×4
3. New York to R 2.3.4 & 1
4. New York to L 2.3.4 & 1
5. New York to R 2.3.4 & 1
6. Spot Turn 2.3.4 & 1
7. Hand to Hand to R 2.3.4 & 1
8. Hand to Hand to L 2.3.4 & 1
9. Hand to Hand to R 2.3.4 & 1
10. Right Under Arm Turn 2.3.4 & 1 

   Jive 1. Fallway Rock Q.Q.QaQ×
2. Change of place to R Q.Q.QaQ.QaQ
3. Change of place to L Q.Q.QaQ.QaQ
4. Link Q.Q.QaQ. QaQ. Q.Q.
5. Walks Q.Q.QaQ. QaQ. Q.Q.Q.Q.QaQ.QaQ
6. Change of place to R Q.Q.QaQ.QaQ
7. Fallway throwaway Q.Q.QaQ.QaQ
8. Hip Bumps Q.Q.QaQ.QaQ×2
9. American Spin Q.Q.QaQ.QaQ

   Rumba 1. Under arm turn to R 2,3,4 & 1
2. Alternative Basic 2.3.4.1×4
3. Basic movement 2.3.4.1×4
4. New York R 2.3.4.1
5. New York L 2.3.4.1
6. New York R 2.3.4.1
7. Spot Turn 2.3.4.1
8. Hand to Hand to R 2.3.4.1

Cool-down exercise Static stretching 10 min
※ Duration / Frequency / Time: 1-12 weeks / 1 per week / 5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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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우울은 Sheikh and Yesavage [35]가 개발하고, Bae [36]가 표준화시킨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of Ko-

rean Version, SGDS-K)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

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Bae [3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55이었다.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No [37]가 개발하고 Lee [38]가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Lee [3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78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0.57이었다.

자료 분석 

측정된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사전검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Paired t-검정, 공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IRB No. 2019-000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고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진행 중 언제든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종료 후 자료는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실험군이 

72.67세, 대조군은 71.68세이었으며,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종교

유무, 가계월수입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유무의 경우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실험군이 18명(54.5%), 

대조군은 8명(25.8%)으로 실험군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의

하게 높았다(p< 0.05).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

증 결과, 상지근력, 하지근력,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은 댄스스포

츠 프로그램 적용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유연성은 실험군 14.25, 대조군 17.16으로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실시 전 인지, 우울 및 삶의 질은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연구내용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가계월수입, 

질병유무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하

고,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배우자는 유무로 분류하

였으며, 가계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으로, 질병은 유

무로 구분하였다.

신체기능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2년 노년기 

국민체력 인증기준[31]에 선정된 상지근력, 하지근력, 심폐지구력, 유연

성, 평형성, 협응력 등의 6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상대악력(grip 

strength)은 악력계(GRIP-D 5101; TAKEI, Co., Japan)를 손에 쥐고 왼손

과 오른손을 각각 2회씩 측정하여 높은 값을 기록하였으며, 악력을 체

중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하지 근력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chair 

sit to stand)를 30초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때 양팔은 몸에 붙인 상태로 

하여 기립동작을 다리로만 수행하도록 하여 횟수를 측정하였다. 심폐

지구력 측정을 위해 제자리에서 우측 발부터 시작하여 양발 모두 완

전하게 걸었을 때를 1회로 계수하며, 6분간 제자리 걸음한 횟수를 측

정하였다. 유연성은 무릎을 펴고 앉아 발바닥을 체전굴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게 한 후 거리를 측정하였다. 평형성

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3 m 지점에 있는 콘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 협응력은 피검자가 사각형 양 모서리 중앙에 있는 의

자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시작’ 구호에 따라 오른쪽 후방에 있는 고깔

을 돌아 의자에 앉은 후, 쉬지 않고 다시 왼쪽 후방의 고깔을 돌아 의

자에 앉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인지

인지는 Kwon and Park [32]이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완 수정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 도구(Mini Mental State Exami-

nation of Korean version, MMSE-K)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본

래 기질성 정신장애와 기능적 정신장애를 구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

지만, 본래 목적 외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고 반복적인 측정으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33]. 총점은 30점이며, 24점 이상은 정상,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

애, 17점 이하는 중증의 인지장애로 세분화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인

지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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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12주간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신체기능, 

인지,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2회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체기능 중 상지근력을 나타내는 좌·우 악력에서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의 왼쪽 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0.01),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왼쪽 악력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중재 후 오른

쪽 악력은 대조군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0.05), 사전 조사값

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

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른

쪽 악력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 중재 후 하지근

력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0.01), 대조군은 유의하게 낮

아졌으나(p< 0.01),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하지근력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심

폐지구력은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감소하였고,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심페지구력의 변화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연성은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0.01),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

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연성의 변화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형성은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은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증가하였으며,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

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형성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0.05). 협응력은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p< 0.05),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협응력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중재 후 인지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p< 0.05),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변화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은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에서는 감소하고, 대조

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0.05).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질을 살펴

보면, 실험군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0.05), 사전 조사값과 단순분

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와 유연성을 공변량

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64)

Variables
Exp. (n=33) Cont. (n=31)

t or χ2 p
n (%) or Mean±SD

Age (y) 72.67±4.28 71.68±4.89 0.86 0.392
   65-74 23 (69.7) 23 (74.2) 0.16 0.689
   ≥75 10 (30.3) 8 (25.8)
Educational attainment
   Below middle school 12 (36.4) 17 (54.8) 2.20 0.138
   Graduation below high 

school
21 (63.6) 14 (45.2)

Spouse
   Yes 8 (24.2) 7 (22.6) 0.03 0.875
   No 25 (75.8) 24 (77.4)
Religion
   Yes 6 (18.2) 5 (16.1) 0.05 0.828
   No 27 (81.8) 26 (83.9)
Family income (thousand won/mon)
   <1,000 20 (60.6) 20 (64.5) 0.10 0.747
   ≥1,000 13 (39.4) 11 (35.5)
Disease
   Have 18 (54.5) 8 (25.8) 5.47 0.019
   Do not 15 (45.5) 23 (74.2)
Physical function
   Upper extremity muscle (%)
      Left 35.44±9.01 35.92±7.01 -0.23 0.816
      Right 38.85±6.69 38.84±8.58 0.00 0.997
   Lower extremity muscle 

(time)
24.49±7.73 25.61±6.71 -0.62 0.539

   Cardiopulmonary  
endurance (time)

473.48±64.00 465.16±69.16 0.50 0.619

   Flexibility (cm) 14.25±6.00 17.16±4.49 -2.19 0.032
   Balance (sec) 7.12±1.12 7.02±0.84 0.39 0.700
   Coordination (sec) 28.20±3.97 28.94±4.70 -0.68 0.501
Cognition 26.91±1.97 26.00±2.11 1.78 0.080
   Normal 30 (90.9) 27 (87.1) 0.24 0.625
   Mild cognitive  

impairment
3 (9.1) 4 (12.9)

Depression 3.21±2.36 3.58±2.22 -0.64 0.522
Quality of life 101.76±13.94 99.45±10.93 0.73 0.46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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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노인의 신체기능과 관련된 생리학적 중요한 변인으로 근력, 심폐지

구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을 측정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39], 

고령자 대상의 다양한 유산소 운동 시행 후 체력변화의 결과는 선행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0].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여성노인에게 12주간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을 적용하고, 대조군에게는 지역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하

는 건강체조나 요가, 기공체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결과 상·하지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협응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평형성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되

는 결과를 보였다. 

16주간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

과 평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41], Jeon and 

Choi [42]와 Bae [43]의 연구에서도 댄스스포츠에 참여한 노인들의 평

형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평형

성은 지지하는 지면 위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의 위치나 근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활

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이다[44]. 평소 건강체조, 요

가, 기공체조를 하고 있던 대조군과 댄스스포츠를 적용하였던 실험군 

모두 신체기능면에서 긍정적 향상이 관찰되었지만 댄스스포츠 활동

을 한 여성노인의 평형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균형감각을 많이 요

구하는 댄스스포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댄스스포츠 

동작 중에는 한 발에서 다른 한쪽 발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동작들이 

있어 평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빠른 회전 동작 등은 그 회

전으로부터 자세가 동요하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균

형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평형성 

향상은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의 신체기능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평형성[33-35,37,38]뿐만 아니라 근력

[45,46], 근지구력[45,47], 유연성[43,45,46]에서도 향상이 있었다고 하여 

평형성에만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의 적용 횟수가 적었던 영향인 것으로 여겨지며 

다빈도의 댄스스포츠 적용으로 신체기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지의 경우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뿐만 아니라 대조

Table 3. Changes of physical function, cogni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y dance sports program (n=64)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Change p1 p2

Mean±SD Mean±SD

Physical function
   Upper extremity muscle (%) 
      Left Exp. 35.44±9.01 38.11±8.56 2.67 0.003 0.462

Cont. 35.92±7.01 37.63±7.49 1.71 0.084
      Right Exp. 38.85±6.69 40.15±7.75 1.30 0.071 0.865

Cont. 38.84±8.58 40.24±7.79 1.40 0.015
   Lowe extremity muscle (time) Exp. 24.49±7.73 20.88±4.85 -3.61 0.008 0.197

Cont. 25.61±6.71 20.19±4.16 -5.42 <0.001
   Cardiopulmonary endurance (time) Exp. 473.48±64.00 468.33±49.48 -5.15 0.662 0.188

Cont. 465.16±69.16 455.32±42.43 -9.84 0.408
   Flexibility (cm) Exp. 14.25±6.00 16.38±6.26 2.13 <0.001 0.639

Cont. 17.16±4.49 18.73±4.42 1.57 0.007
   Balance (sec) Exp. 7.12±1.12 6.91±1.04 -0.21 0.161 0.013

Cont. 7.02±0.84 7.23±1.08 0.27 0.078
   Coordination (sec) Exp. 28.20±3.97 26.74±3.61 -1.46 0.011 0.079

Cont. 28.94±4.70 28.15±4.61 -0.79 0.091
Cognition Exp. 26.91±1.97 27.58±1.84 0.67 0.014 0.095

Cont. 26.00±2.11 26.19±2.07 0.19 0.506
Depression Exp. 3.21±2.36 2.73±1.87 -0.46 0.314 0.049

Cont. 3.58±2.22 4.23±2.83 0.65 0.171
Quality of life Exp. 100.82±12.94 107.12±10.52 6.30 0.007 0.047

Cont. 100.45±10.85 101.10±10.24 0.65 0.748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1p-value by Paired t-test, 2p-value b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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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Jung [48]은 그의 연구에서 음악과 운동은 여러 가지 방

법으로 뇌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음악과 운동이 동시에 자극할 

경우 인지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든다고 하였고, 최근 율동요법의 경

우 음악을 들으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인지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49], 본 

연구와는 일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시행될 당시 연구 

참여 여성노인의 MMSE-K 평균점수가 27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인

지기능 개선의 여지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쉽게 향상되지 않

는 인지기능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12주간의 댄스스포츠 적용으로는 

인지기능의 현저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12주의 프로그

램 참여 후 실험군에서 인지기능의 향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노인의 인

지기능 개선에 대한 댄스스포츠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결과라고 여겨진다. 

노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우울이며, 노인

의 우울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과 인지기능 

같은 정신건강 요인들은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체건강, 자존감 등이 다르게 나타나

므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50]. 본 연구에서 

우울은 댄스스포츠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건강

체조, 요가, 기공체조를 적용하였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

게 낮았으며, 12주간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적용 후 우울이 감소하였다

고 한 Joo and Park [5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댄스스포츠가 레크

레이션 성격을 포함한 간호중재로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 생각되고,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의 특성상 우울 개선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울의 개선은 스스로의 생활

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정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

댄스스포츠 적용 후 노인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

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유산소 리듬 운동프로그

램을 노인에게 실시한 후 삶의 질을 측정한 Kim and Park [14]의 연구

결과와 율동적 운동프로그램을 노인에게 실시한 후 삶의 질을 측정한 

Lee [3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Joo and Park [51]은 댄스스포츠가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노인들에게 율동적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힘들고 지

루한 운동 대신에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음악과 춤동작을 이용

해 실시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52]. 또한 율동적 운동프로그램이 

노인의 기질적인 우울이나 생활스트레스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 삶을 인지하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은 여성노인의 신체기능과 인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

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며, 댄스스포츠 운동은 여성

노인의 노화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라 판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 동안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적 문제로 말미암아 12주간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라 생각된다. 둘째, 실험군과 대

조군의 동질성 검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질병유무 변수를 공변량으로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초기에 이와 같은 일반적

인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인지에 있어서 정상범주의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과 삶의 

질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

한 수단으로 건강체조, 요가, 기공체조 등과 비교한 댄스스포츠만의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댄스스포츠를 지역사회에서 적용시키고 활성화 할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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