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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형별 운동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BDNF 농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 유 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과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의 1 회성 중

재가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4 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이 안정 시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

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년여성의 인지 감

퇴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S 시 소재 K 구에 거주하는 건강한 중년 여성(만

50~64 세)으로, K 구청을 통해 모집된 인원 중 39 명을 선별하여 과제학습

형 운동군(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NTEG), 대조군(control group,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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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13 명씩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도 탈락자 7 명(TEG 2

명, NTEG 2명, CG 3 명)을 제외한 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운동 방법으로는 TEG 은 댄스 스포츠를, NTEG 는 걷기를 중강도

(50~65%HRR)로 50 분 간 1 회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휴식을 취하였다.

또한 2 일 후 TEG 는 댄스 스포츠와 인지적 과제가 부여된 밴드저항운동의

복합운동을, NTEG 는 걷기와 밴드 저항운동의 복합운동을 총 4 주간 주 2

회, 100분/회로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어떠한 신체활

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측정항목으로는 체력(근력, 복부 근지구력, 하지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체력) 및 신체조성(키, 몸무게, 체지방률, 근육량)을 안정 시 및 4 주 후에

측정하였으며, 1 회성 및 지속적 운동 중재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

하기 위해 단기기억 및 일화기억을 평가하는 청각 단어학습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를, 혈청 BDNF 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ELISA(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 를 이용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강도의 1 회성 운동은 운동 유형에 상관없이 건강한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과제학습형 운동은

AVLT 의 일부항목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둘째, 4 주간 중강도의 지속적 운동은 유형에 상관없이 건강한 중년여성의

안정 시 혈청 BDNF 농도의 유의한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운동

군(과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의 경우 AVLT 일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iii

셋째, 안정 시, 1 회성 운동 시, 4주간의 지속적 운동 시 건강한 중년여성

의 혈청 BDNF 농도와 인지기능의 변화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 중재 시

중강도의 1 회성 운동은 운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혈청 BDNF 의 농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단어학습검사(AVLT)에서는 중강도의 과제학습형 운동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4주간의 지속적인 중강

도 운동은 유형에 관계없이 안정 시 혈청 BDNF 의 농도 및 기억력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충분한 운동 기간과 강도의 부족 뿐

아니라 참가자의 특성(건강한 중년) 및 이에 따른 천장효과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운동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BDNF

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충분한 중재 기간과 보다 높은 운동강도를 고려한 후속연구의 수행

이 필요하다.

주요어 : 운동유형, 과제학습, BDNF, 인지기능, AVLT, 중년여성

학 번 : 2013-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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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뇌 과학의 발달로 fMRI, PET, NIRS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한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관찰하거나(Ekkekakis, 2009; Stephen M Smith et

al., 2009; Wang et al., 2000) BrdU 를 이용한 신경세포의 생성

(neurogenesis) 및 생존(survival) (Curlik II, Maeng, Agarwal, & Shors,

2013), c-Fos 를 이용한 뇌 세포의 유전적 변화(Clark, Bhattacharya,

Miller, & Rhodes, 2011)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운동과 인지

기능의 관계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전세계

적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쇠퇴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더 나아가 치매를 예방하고 개

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뇌는 기

능이나 구조적으로 성인기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Paul

Bach-y Rita의 연구를 기반으로 뇌의 가소성(plasticity)에 대한 유의한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되고(Bach-Y-Rita, Collins, Saunders, White, &

Scadden, 1969; Bach-y-Rita, 1967) 성인 뇌의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가 생성(neurogenesis)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Eriksson et al., 1998)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는 개념이 큰 주목을 받고있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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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성(Neuroplasticity)이란 뇌와 중추신경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경

세포의 연결 및 기능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생성된 신경세포의 분화와 성장

을 통해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손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Bergado-Rosado & Almaguer-

Melian, 1999; Knaepen, Goekint, Heyman, & Meeusen, 2010),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Uysal et al., 2015), 신경성장인자(NGF)(Schinder &

Poo, 2000),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Wrann et al., 2013) 등 다양한

신경영양인자(Neurotrophins)에 의해 발생된다. 그 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는 즉각적인 인지 수행 및 시간

에 따른 뇌의 기능적·구조적 변화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동의 강도 및

시간, 기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hnston, 2009;

Piepmeier & Etnier, 2015).

지금까지 운동과 인지(cognition)에 관한 연구들은 실험의 대상, 운동의

유형·기간·강도 및 BDNF 의 생성 장소, 인지과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Knaepen et al., 2010; T. McMorris, 2015; Piepmeier

& Etnier, 2015). 그 중 운동의 유형은 운동 중 인지적 자극이 비교적 많이

주어지는 유형(이하 과제학습형 운동)과 운동 중 인지적 자극이 비교적 적

게 주어지는 유형(이하 비과제학습형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걷

기,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이 주로 건강체력(physical fitness)을 향

상시키고 신체사지의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큰 기술과 협응을 요구하지 않

는 운동을 의미하고 후자는 댄스, 구기, 체조, 협응 훈련과 같이 건강체력

뿐만 아니라 운동체력(motor fitness)을 향상시키고 신체사지의 기술적 움

직임 또는 상황적 판단 등의 인지적 처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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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유형에 따른 BDNF 또는 인지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과제학습형 운동으로 대부분 트레드밀 달리기 또는 사이클 에르고미터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전용균, 김재호, & 최재일, 2013; Griffin et al., 2011)

과제학습형 운동으로는 무예(김철형, 2013; 정헌섭, 2013), 무용(이청무, 박

현정, & 황명자, 2011), 구기(안용덕 & 박상용, 2013; Yang, Yoo, Cho, &

Roh, 2012), 다양한 운동(균형잡기, 공 다루기, 구기)의 혼합(Budde,

Voelcker-Rehage, Pietraßyk-Kendziorra, Ribeiro, & Tidow, 2008;

Pesce, Crova, Cereatti, Casella, & Bellucci, 2009) 또는 단순한 운동 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형태(T McMorris, Collard, Corbett, Dicks, & Swain,

2008)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형태의 운동 모두 BDNF 또는

인지기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Griffin et

al., 2011; Klintsova, Dickson, Yoshida, & Greenough, 2004; Suzuki et al.,

2013) 동물 뿐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이 두 운동 유형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의 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좀더 어렵고 복잡한 운

동과제를 수행한 쥐가 단순히 달리기를 한 쥐보다 운동량이 훨씬 적었음에

도 불구하고 해마에서 더 많은 수의 신경세포가 생존했다고 보고한 연구

(Curlik II et al., 2013)가 있으나 종속변인으로 신경세포의 생존에 초점을

두었을 뿐 BNDF 의 발현과 인지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운동의 기간으로는 주로 지속적 트레이

닝을 통한 변화보다 일회성 운동을 통한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은데

(Piepmeier & Etnier, 2015), Knaepen 등에 따르면 이는 연구대상 관리의

어려움, 많은 연구 비용 등 연구수행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지속적 트레이

닝이 안정 시 혈중 BDNF의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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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Knaepen et al.,

2010). 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지속적 운동을 통한 안정 시 뇌의 BDNF

발현의 증가가 일관되게 보고되고있다(Klintsova et al., 2004; Lou, Liu,

Chang, & Chen, 2008).

Colcombe 와 Kramer 의 운동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

르면 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인지과제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인지

과제는‘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다(S. J. Colcombe et al., 2003).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민정은“운동의 효과가 전두엽에서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쇠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되

는 부분이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므로 운동이 상대적으로 쇠퇴가 빠

른 전두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우민정,

2010).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동으로 인해 증가된 BDNF 의 농도와 인지기

능의 향상에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때 모든 인지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memory)을 평가하는 인지과제에 특이적으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실행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과제에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BDNF 가 실행기능보다는 기억관련 과제

에 더 큰 상관을 보인다고 제기하고 있다(T. McMorris, 2015; Piepmeier

& Etnier, 2015).

상기와 같이 그동안 운동과 인지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연구설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의 유형

및 기간에 따른 혈중 BDNF 농도와 기억관련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연

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인지기능의 쇠퇴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의 운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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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양인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BDNF 가 운동의 유형 및 기간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인지기능과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기능 감퇴의 가속화에 접어들기 시작한 50-64 세 중

년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의 유형 및 기간에 따른 혈중 BDNF 농도의 변화

와 인지기능의 변화 및 BDNF 와 인지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운동 중 인지적 자극이 비교적 많이 주어지는‘과제학습형 운동’

과 운동 증 인지적 자극이 비교적 적게 주어지는‘비과제학습형 운동’이

1 회성 운동 시 혈청 BDNF 의 농도 변화 및 인지기능(단기기억, 장기기억)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4 주간의 유형별 지속적 트레이닝이 안정 시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학습형 운동과 비과제학습형 운동이 1 회성 운동

시 중년여성의 혈청 BDNF 의 농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4 주간의 유형별 지속적 트레이닝이 안정 시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

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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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회성 운동 시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혈청 BNDF 농도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4 주간의 지속적 운동 참여 시 유형별 운동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마. 안정 시, 1 회성 운동 및 4 주간의 지속적 운동 시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와 인지기능의 변화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시 00구에 거주자들로 제한하였다.

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식단 및 생활 습관을 통제하지 못했다.

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소 운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체적·정신의학

적 이상이 없는 중년층이기에 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

였다.

라. 본 연구에서 시행된 유형 별 운동프로그램 중 ‘걷기’와 ‘댄스 스포

츠’의 운동강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였다.

마. 본 연구는 운동 기간에 있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설

정하였으나 이는 유의한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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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가. 비 과제학습형 운동 (Non-task learning exercise)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 과제학습형 운동은 과제학습형에 대비되는 개념

으로 사용되며 ‘과제학습형 운동’과 같이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지

만 종종 “simple exercise”(Best, 2010), “metabolic exercise”(T.

McMorris, 2015)로 표현되기도 한다. Voelcker-Rehage 등은 체력은 근

력, 심폐체력의 건강체력(physical fitness)과 유연성, 속도, 균형, 미세 조

정(fine coordination)과 같은 운동체력(motor fitness)이 있으며 상기와 같

은 운동형태는 주로 건강체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건강체력을

향상시키는 cardiovascular training 과 운동체력을 향상시키는

coordination training을 ‘체력’의 형태로 분류하고 이 두 운동 및 체력의

유형이 인지기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Voelcker-Rehage,

Godde, & Staudinge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운동체력보다는 건강체력의

향상이 주가 되고 신체사지의 복잡한 움직임이 요구되지 않으며 비교적 단

순한 움직임의 자동화된 반복으로 이루어지거나 운동 중 상황에 따른 판단

및 기억 등의 인지적 사고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동을 ‘비 과제학습형

운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 과제학습형 운동’으로 ‘걷기’와

‘밴드 저항운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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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학습형 운동 (Task learning exercise)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제학습형 운동은 “complex exercise”(Best,

2010), “ coordinative exercise ” (Budde et al., 2008),

“multicomponent exercise”(Suzuki et al., 2013), “cognitive exercise”

(León, Ureña, Bolaños, Bilbao, & Oña, 2015), “cognitive performance”

(Piepmeier et al., 2015), “physical skill training”(Curlik II et al., 2013),

“Environmental enrichment”(Ekstrand, Hellsten, & Tingström, 2008)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 유형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움직임 및

신체 사지의 복잡한 움직임을 요구하거나, 일련의 연속된 동작들을 몸으로

학습하여 인출하거나, 스포츠 게임과 같이 운동 중 변화하는 상황에 재빠른

전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등의 인지적 처리를 요구하는 형태이며, 또한 건강

체력(physical fitness)보다는 주로 운동체력(motor fitness)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Voelcker-Rehage 등은 Coordination training 이란 “균

형잡기, 눈-손의 협응, 다리-팔의 협응, 공간적 방위(spatial orientation),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반응과 같이 정교하고 총체적인 신체의 조화를 포함

하는 운동 형태 ” 라고 정의하였다(Voelcker-Rehage, Godde, &

Staudinger, 2011). 또한 Rosenzweing 과 Bennett 는 Enrichment

environment 란 “ 사회적이고 무생물적인(inanimate) 자극의 복잡한 조합”

이라고 정의하였다(Rosenzweig & Bennett, 1996).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운동 유형은 근력 또는 심폐체력의 향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강체력의 효

과를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T. McMorris,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체력의 향상과 관계없이 운동체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적 움직임 및 신

체 사지의 복잡한 움직임을 요구하거나, 일련의 연속된 동작들을 몸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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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여 인출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재빠른 전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인지적 처리가 필요한 운동 형태를 ‘과제학습형 운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학습형 운동’으로 ‘댄스 스포츠’와

‘인지적 과제가 부여된 밴드 저항운동’을 선정하였다

다. BDNF(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뇌 유래 성장인자’로 불리우는 BDNF 는 약 14 kDa(mature BDNF)의

질량을 갖는 단백질 소단위체 2 개가 비공유 상호작용(noncovalent

interaction)에 의해 결합된 약 28~32 kDa(pro BDNF)의 호모다이머

(homodimer)이다(Carlino et al., 2011; Ferris, Williams, & Shen, 2007).

Knaepen 등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BDNF 는 신경세포의 분화

(differentiation) 및 생존(survival)을 촉진하기 위해 tyrosine kinase

receptor B(TrkB)와 결합하여 역할을 수행하며(Cotman & Engesser-

Cesar, 2002), 뇌의 해마(hippocampus), 대뇌피질(cerebral cortex), 소뇌

(cerebellum), 전뇌(forebrain), 혈소판(platelet)에서 주로 분비되지만 내

분비 조직의 혈관내피세포(vascular endothelial cell), 면역세포(immune

cell), 말초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에서도 분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Knaepe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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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인지와 기억

가. 인지(Cognition)와 기억(Memory)의 정의

Naissner 에 따르면 “ 인지(cognition)란 내외적으로 유입된 감각정보

(input)가 변형되고, 감소되고, 정교화되고, 저장되고, 인출되고, 사용되는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지각, 주의, 기억의 부호화·보유·회상, 의사결정, 추

리, 문제해결, 상상, 계획, 집행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다”(Naissner,

1967). 또한 기억(memory)이란 시간에 걸쳐 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의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

다(Atkinson & Shiffrin, 1968).

나. 기억의 모형 및 유형

기억에 대한 Ebbinghaus 의 연구를 시작으로 1950 년대 행동주의의 한계

및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Atkinson 과 Shiffrin 은 인간의 기억체계가 컴퓨

터의 정보처리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tkinson & Shiffrin,

1968).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중다기억모형(Multi-store model)에 따르면

기억은 용량과 지속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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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각 기억(Sensory memory)

감각기억은 1~2 초 이하로 유지되는 아주 짧은 기억으로 시각·촉각·청

각·미각·후각 정보에 대한 일시적 기억이다(Atkinson & Shiffrin, 1968).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지각할 때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억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받아들인다

(Warren & Warren, 1970). 하지만 현재 감각 기억은 기억의 일부 라기보

다는 지각의 과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Allen, Hitch, & Baddeley, 2009).

② 단기 기억(Short term memory)

단기 기억은 지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몇 초 동안 유지되는 기억을 말

한다. 이러한 단기 기억은 시연(rehearsal)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0 초

안에 사라지게 되나 시연, 심상, 조직화 등의 의식적인 통제 전략을 통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된 기억은 장기기억으로 전환되어 파

지된다(Atkinson & Shiffrin, 1968). 인간의 단기 기억이 시연(rehearsal)

되지 않으면 망각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망각의 원인이 ‘시간’에 있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망각의 원

인은 ‘시간’ 보다는 ‘간섭’에 있으며(Oberauer & Lewandowsky,

2008), 간섭하는 정보가 이전 또는 이후에 유입된 정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질수록 망각의 크기가 더 크다(Wickens, 1973). 인간의 기억체계를 단기

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은 기억의 용량에

대한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차이에 있다. George Miller 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단기기억의 용량은 군집(Chunking)을 하나의 개수로 하여 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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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다(Miller, 1956).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만일 기억해야하는 숫자가

10 개라면 10 번째 숫자를 시연할 때 앞 위치에 있는 숫자를 시연하지 못하

기 때문에, 즉 주어진 정보의 폭이 길수록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정보를 망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Atkinson & Shiffrin, 1968).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단기기억

이 정보를 저장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Atkinson &

Shiffrin, 1968). 하지만 최근에는 작업기억이 장기기억의 일부이며 단기기

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Cantor & Engle, 1993). Baddeley

에 따르면 작업기억은 시각 및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공간잡기

장(Visuospatial sketchpad), 발음된 단어의 소리 등의 음향정보를 유지하

고 처리하는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이 두 체계의 정보를 통제하고,

전략을 세우는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시공간 정보와 음향정보를

통합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로 구성된다

(Baddeley, 2007).

③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

장기 기억은 단기 저장소의 정보가 시연, 심상 등의 통제적 처리를 통해

장기 저장소에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년 이상 저장되는 기억을 말한다

(Atkinson & Shiffrin, 196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망각은 ‘시간’의 흐

름보다는 학습 이전 및 이후에 유입된 다른 정보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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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Oberauer & Lewandowsky, 2008)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영원한

소멸이기보다는 ‘인출 실패’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Lehman &

Malmberg, 2009). 이는 인출해야 하는 정보가 회상검사 및 재인검사에서

기억되지 않았지만 내적 ·외적 인출 단서를 제공했을 때 기억 및 인출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teven M Smith, 1979).

장기기억은 크게 외현 기억(explicit memory)과 암묵 기억(implicit

memory)으로 나누어진다. 외현기억이란 어떤 일화적 사건이나 의미지식을

회상해낼 수 있는 기억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과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으로 나뉜다(Graf & Schacter, 1985). 일

화기억(Episodic memory)이란 개인이 겪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자서

전적 기억을 의미하며 특정 순간과 같은 시공간적, 맥락적 기억을 수반한다.

의미 기억(Semantic memory) 이란 개념적, 일반적 사실 및 진리에 관한

기억을 의미하며 이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Tulving,

1972). 또한 암묵 기억(implicit memory)이란 언어적 또는 시각적으로 표

현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서 회상되는 기억으로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 점화(priming),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등이 있

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절차 기억이다(Graf & Schacter, 1985; Squire

& Knowlton, 1995). 절차 기억은 자전거 타기를 연습할수록 점점 숙련된

기능을 보이는 것 또는 처음 읽었던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을 때 읽기속도가

향상되는 것과 같이 기능이나 절차를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mamura, Janowsky, & Squir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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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열위치효과(Serial position effect)

시연이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로 단어회상검사가 있다. 단어회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연이 어떻게

기억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계열위치효과이다. 계열위치효과란 단어회상검사에서 학습

단어의 목록 중 앞 부분에 학습한 단어에 대한 회상율과 마지막 부분에 학

습한 회상율이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회상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

미한다(Murdock Jr, 1962; Rundus, 1971). 일반적으로 단어회상검사는

15~20 개의 서로 관련 없는 단어를 제시하고 각 제시단어 사이사이에 몇

초 동안 시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시연은 학습단어 중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단어를 학습 후 즉시 단어회상검사를 실시하

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30 분 정도 후에 재 학습 없이 지연회상검사

도 실시한다(김홍근, 2001; 정민지, 성지은, & 심현섭, 2015). 계열위치곡선

은 주로 즉시회상검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학습한 단어를 제시된 순서에

따라 3 부분으로 나누고 앞 부분을 초두 항목(Primacy items), 마지막 부분

을 최신 항목(Recency items)이라고 명명한 후 초두, 중간, 최신 각 위치

에 대한 회상율을 그려보면 U 자 형태의 계열위치곡선이 나타난다. 이 중

초두 항목에 대한 회상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을 ‘ 초두효과(Primacy

effect) ’ , 최신 항목에 대한 회상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을 ‘최신효과

(Recency effect)’ 라고 한다(Murdock Jr, 1962; Rundus, 1971).

정보처리적 관점에서는 초두 효과의 원인을 ‘다른 항목보다 많은 시연’

이라고 설명한다. 즉 초두 항목은 중간 항목이나 최신 항목보다 먼저 제시

되기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연습 시간에 시연할 기회가 많고 또 실제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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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횟수로 시연된다. 따라서 이는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되어 즉

시회상검사에서 높은 회상율을 나타낸다(Atkinson & Shiffrin, 1968). 따라

서 만일 제시된 학습단어를 동일한 횟수로 모두 같게 시연한다면 초두 효과

는 사라진다(Fischler, Rundus, & Atkinson, 1970). 최신 효과는 시연의 횟

수로는 설명이 어렵다. 최신 항목들은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음에도 높은 회상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처리 모형에

서는 이를 장기기억이 아닌 단기기억으로 설명한다. 즉 즉시회상검사는 최

신 항목이 아직 피검자의 단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기 때

문에 암송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tkinson & Shiffrin, 1968). 이는 학습 후 15~30 분 후 실시되는 지연회

상검사에서는 최신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

다(Postman & Phillips, 1965). 따라서 정보처리 모형에서는 초두효과는 장

기기억을, 최신효과는 단기기억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Atkinson & Shiffrin,

1968).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는 임상에서 인지기능에 결함

이 있는 사람을 판별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

다(Howieson et al., 2011; La Rue et al., 2008). 즉 AD(Alzheimer’s

disease)의 경우 내측측두엽 및 해마의 손상이 가장 먼저 발생하고 가장

크게 손상되는 부위인데 이들 부위는 장기기억 중 일화기억, 의미기억을 관

장하는 부위이고(Cohen & Eichenbaum, 2001) 단어회상검사는 일화기억을

측정하는 검사이기에 AD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두효과가 나타나지 않

으며 이러한 낮은 수행력은 즉시회상검사보다는 지연회상검사에서 두드러진

다고 보고된다(Bruno, Reiss, Petkova, Sidtis, & Pomara, 2013; La Ru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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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Takayama, 2010). 이는 즉시회상에서의 초두 항목보다는 지연

회상에서의 초두 항목이 응고화(consolidation)와 더 큰 연관이 있기 때문

이며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Bruno et al., 2013). 응고화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

에서 단백질 합성, 장기상승작용(long-term potentiation)을 통해 기억의

흔적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해마 내 세포수준에서

단백질 및 RNA 생성을 통한 시냅스 구조의 변형, 시냅스 간 연결의 강화,

활동전위의 장기적 상승(long-term potentiation),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증

가, 신경전달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시냅스 응고화’ 및 대뇌피질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장기기억의 이동과 같은 ‘시스템 응고화’로 나뉜다

(신맹식, 2010). 따라서 즉시회상검사보다는 응고화에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지연회상검사에서의 초두항목의 회상율 저하가 응고화의 이

상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신항목은 일화기억으로 저

장되기 전 단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화기억 체계의 이상으로

단기기억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최신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La Rue et al., 2008). 또한 이러한 현상은 AD 가족력이

있거나 MCI(Mild cognitive impairment)를 갖고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도 하기에 AD 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

(Bruno et al., 2013; Howieson et al., 2011; Takayam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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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과 인지

가. 1회성 운동(Acute exercise)과 인지(Cognition)

초기 1 회성 운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각

성-수행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이론에서 출발하였다(Davey, 1973; T.

McMorris, 2015). 각성-수행이론은 수행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각성했을

때 최대의 수행력을 발휘하고 이보다 낮거나 높은 각성상태에서는 최대의

수행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Y 축이 수행, X 축이 각성인 좌표

상에서 둘 의 관계는 ‘역 U(inverted U)’의 형태가 그려지며, 이 때 각성

을 일으키는 요인은 불안과 같은 내적 요인과 기온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구성된다(Yerkes & Dodson, 1908). 이러한 원리가 1회성 운동과 인지기능

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이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었다. 즉 운동

또한 각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각성을 일으키

는 정도는 운동의 강도로 조절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적절한 강도의 운동

을 수행할 때 최대의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보다 낮은 강도 혹은

너무 높은 강도에서는 최대의 수행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론이 형성되었

다(Davey, 1973). 하지만 McMorris 는 운동과 감정은 다른 기제로 각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요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지라도 항상성이 유지된다면 각성은 비례하여 높지 않

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행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T.

McMorris, 2015).

McMorris는 각성-수행이론을 바탕으로 1회성 운동과 인지와의 관계를 살

펴본 대다수의 연구들은 중강도의 운동이 인지과제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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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속도를 증가시키지만 고강도의 운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T. McMorris, 2015). 하지만 여러 인지 영역 중

‘학습 및 장기기억’에 대한 1 회성 운동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

은데, Griffin은 평균 22세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이클 ergometer를 이용

한 점증부하운동(Graded exercise test, GXT)을 실시하고 학습 및 장기기

억을 평가하는 ‘Face-name matching test’와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을 평가하는 ‘Stroop word-color task’를 수행한 결과 후자

의 수행 점수는 향상되지 않은 반면 전자의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

음을 보고하였다(Griffin et al., 2011). 또한 Winter 는 평균 22 세의 남학생

을 대상으로 약 40 분간의 중강도 달리기 운동(2mmol 이하의 혈중 젖산

수준) 및 6 분간의 고강도 달리기(10mmol 이상의 혈중 젖산 수준)를 실시

하고 ‘단어학습검사(vocabulary learning task)’를 시행한 결과 고강도에

서의 수행이 중강도 및 대조군의 수행보다 20% 더 빠른 단어 학습의 수행

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Wint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Pesce 는 11-

12 세의 중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중강도(RPE 11.3±2.4, 146±19 bpm)의

서킷 운동과 중강도(RPE 10.6±2.9, 137±18 bpm)의 팀 게임 후 ‘자유회

상기억검사(Free recall memory task)’를 수행한 결과 두 운동 형태 모두

최신 위치(recency portion)에서의 지연 회상 점수(delayed recall score)

가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Pesce et al., 2009). 확언할 수

는 없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중강도 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1 회성 운동이 각

성-수행이론과는 다른 기제로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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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성의 고강도 운동이 기억관련 인지과제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이론적 근거는 해마(hippocampus)에서 찾을 수 있다. Hamilton 과

Rhodes 에 따르면 해마는 두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학습과

기억에 깊게 관여하고 둘째는 강도 높은 움직임을 지각하거나 생성한다. 즉

해마는 강도높은 움직임에 대한 감각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오히

려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명령자의 역할을 수행한다(T. McMorris,

2015). Clark 는 실험 쥐에게 자발적인 1 회성 달리기 환경을 제공한 결과

주행한 거리가 많을수록 즉,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해마 내 활성화된 신

경세포를 추적하기 위해 주입된 전사인자 ‘C-Fos’가 많이 발현되었다고

보고하였다(Clark et al., 2010). 그러나 그의 후속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결

과와 같이 실험 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수레 달리기의 주행거리(약

3~11km/day)는 C-Fos 의 발현양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수레가 없

는 우리에서 단순히 이동한 거리(0.1~0.5km/day)는 C-Fos 의 발현양과

상관관계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Clark, Kohman, et al., 2011). 또한 Oddie

와 Bland 는 해마를 제거한 쥐가 단순한 이동 즉, 저강도의 운동은 할 수

있었으나 빠르게 달리거나 높이 점프하는 강도높은 움직임은 수행할 수 없

었음을 보고하였다(Oddie & Bland, 1998). Hamilton 과 Rhodes 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1 회성의 고강도 운동이 해마 내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

키고 또한 해마가 고강도의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매우 깊이 관여함을 시사

한다고 보고하였다(T. McMorr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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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적 운동(Chronic exercise)과 인지(Cognition)

Jennifer L. Etnier와 Chia-Hao Shine등에 따르면 운동과 인지기능의 관

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T. McMorris, 2015;

Slater-Hammel, 1955; Weber, 1953), 이 시기의 연구는 운동 중재보다는

학생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학력의 상관관계 및 선수와 비 선수

의 인지기능을 비교하는 횡단연구(cross sectional study) 위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T. McMorris, 2015). 이후 1980~1990년대에 인지기능에 관한

지속적 운동 중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7 년 처음으로

운동과 인지 기능에 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졌으며(Etnier et al., 1997),

2000 년대에 들어서자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T. McMorris,

2015).

지속적 운동의 효과는 1 회성 운동의 효과보다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Etnier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층(45-60세)이 젊은 층(18-30

세)보다 운동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했으며(Etnier et al., 1997),

Colcombe와 Kramer 의 메타분석(meta-analysis)에 따르면 노인층에서도

‘66-70’세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71-80’세, ‘55-65’세 순으

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있다(S. Colcombe & Kramer, 2003).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향적 코호트 연구(Prospective cohort studies)

및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들은 대부분

신체활동 수준 및 운동이 노인의 인지기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즉 Hamer 와 Chida 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향적

코호트 연구(Prospective cohort studies)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AD(Alzheimer’s disease)의 위험을 28-4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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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기타 치매(Dementia)를 28%, 일반적인 인지적 감퇴를 34~38%

정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Hamer & Chida, 2009; Sofi et al., 2011).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s)들에 대해 메타분석한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하

게 지속적인 운동은 인지기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small-to-

moderate positive effect)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Angevaren,

Aufdemkampe, Verhaar, Aleman, & Vanhees, 2008; P. J. Smith et al.,

2010).

지속적 운동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생물학적 기전은 운동을 통한 뇌의

형태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뇌는 기능이나 구조적으로 성인기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Paul Bach-y Rita 의 연구를 기반으

로 뇌의 가소성(plasticity)에 대한 유의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Bach-

Y-Rita et al., 1969; Bach-y-Rita, 1967) 성인 뇌의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성(neurogenesis)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Eriksson et al.,

1998) 뇌의‘가소성(plasticity)’에 대한 운동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현재

포유류 성인 뇌의 신경세포생성은 해마의 치상회(dentate gyrus)와 전 외

측 뇌실의 뇌실하 영역(SVZ : Subventricular Zone)에서만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다(Eriksson et al., 1998). 동물실험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실험 쥐

를 대상으로 4 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중재한 결과 해마 치상회(dentate

gyrus) 에서의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젊은 쥐의 경우 약 30%, 노령 쥐

의 경우 약 15% 증가하였으며 Morris water maze 에서 향상된 공간 학습

속도와 공간 기억 능력을 보고하였다(Van Praag, Shubert, Zhao, & Gage,

2005). 인간연구의 경우 ten Brinke 등은 70~80 세 MCI 여성을 대상으로

6 개월간 주 2 회의 걷기운동을 수행한 결과 일화기억과 관련이 있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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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의 크기가 증가했으며 이는 RAVLT(Rey ’ s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의 일부 항목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ten

Brinke et al., 2015). 또한 Erickson 등은 55세~80 세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12 개월간 중간강도(최대 예비 심박수의 50~75%)의 걷기운동을 중

재하고 운동 중재 전, 6 개월 후, 12 개월 후에 최대산소섭취량(VO2max),

혈청 BDNF 의 농도, 해마의 크기, 공간 기억 과제의 정확성 및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산소 운동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전 해마(anterior

hippocampus)의 좌·우측 모두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최대산소섭취량이 대

조군에 비해서 중가 하였다. 하지만 혈청 BDNF 의 농도는 시간 및 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공간기억 과제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시간에

따른 증가는 보였으나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해마 크기의 증가를

보인 유산소 운동군에서 해마 크기의 증가율과 최대산소섭취량의 증가,

BDNF 농도의 증가, 공간기억과제의 향상 각각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Erickson et al., 2011).

다. 운동의 유형과 인지

인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운동의 유형은 크게 체력의 유형과 인지적 과제의

요구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운동의 유형

보다는 인지과제의 유형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운동의 유형에 따

른 인지적 효과에 대한 일관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운동의 유형은 먼저 체력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체력은 건강체

력(physical fitness)과 운동체력(motor fitnes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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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폐체력과 근력을 포함하고 후자는 유연성, 속도, 균형, 미세 조정(fine

coordination)과 같은 하위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건강체

력, 특히 심폐체력을 향상시키는 cardiovascular training 또는 운동체력을

향상시키는 coordination training 을 통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Etnier, Nowell, Landers, & Sibley, 2006) 여러

연구에서 심폐체력(Cardiovascular fitness)이 인지기능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며(Hötting et al., 2012; Voelcker-Rehage et

al., 2010), 몇몇 연구에서 운동체력(Motor fitness)이 다른 형태로 인지기

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Van Praag, Kempermann,

& Gage, 1999; Voelcker-Rehage et al., 2011). 일례로 Hötting 등은

40-55 세의 중년 남녀 68 명을 대상으로 cardiovascular training 군,

coordination training 군, 대조군으로 배정한 뒤 주당 2회, 60분/회로 약 6

개월간 운동 중재한 결과 운동군은 대조군에 비해 AVLT 의 즉시회상 점수

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나 두 운동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배정

된 그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중 심폐체력의 향상이 증가할수록 AVLT

의 즉시회상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coordination training 군은 주의

(attention) 과제에서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Hötting et

al., 2012).

둘째로 인지관련 연구에서 운동의 유형은 걷기, 달리기, 반복 저항운동과

같이 고도의 자동화된 움직임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처리를 요구

하지 않은 단순한 운동 또는 비과제학습형 운동과 coordination training,

팀 게임, 댄스 등 신체 사지의 조화와 협응을 요구하거나 높은 인지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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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복잡한 운동 또는 과제학습형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Best,

2010; Curlik II et al., 2013). 이는 운동의 유형을 체력의 유형으로 구분하

는 것과 거의 비슷하나 과제학습형 운동의 경우 댄스, 팀 게임(구기 종목

등)과 같이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일례로 Pesce 등은 11-12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

회성 유산소 서킷 트레이닝과 팀게임을 적용한 결과 팀게임을 수행한 그룹

이 자유 회상 기억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Pesce

et al., 2009). 하지만 운동유형 특히, 인지적 ·행동적 과제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 운동유형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의 수는

부족하고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BDNF

가. BNDF(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의 정의

‘뇌 유래 성장인자’로 불리우는 BDNF 는 약 14 kDa(mature BDNF)의

질량을 갖는 단백질 소단위체 2 개가 비공유 상호작용(noncovalent

interaction)에 의해 결합된 약 28~32 kDa(pro BDNF)의 호모다이머

(homodimer)이다(Carlino et al., 2011; Ferris et al., 2007). BDNF 를 합

성하는 BDNF 유전자는 길이가 약 70kb, 11 번 염색체의 p13.14 에 위치

하고 11 개의 exon 과 9 개의 기능적 promotor 로 이루어져 있으며

(Knaepen et al., 2010), BDNF 유전자에 의해 합성된 BDNF 는 세포내

또는 세포 외에서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거쳐

pro BDNF 에서 mature BDNF로 전환된다(Piepmeier & Etni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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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DNF의 역할

일반적으로 BDNF 는 중추신경계(CNS)에서 뉴런(neuron)의 보호 및 생

존, 신경돌기(neurite)의 발현, 축색(axon)과 수상돌기(dendrite)의 성장과

개조(remodeling), 뉴런의 분화(differentiation), 축색 말단의 신경연접생

성(synaptogenesis), 시냅스 전달 효율성(synaptic transmission efficacy)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Piepmeier & Etnier, 2015). 또한 말초에서는

음식섭취를 줄이고, glucose 의 산화(oxidation)를 증가시키고, 혈중

glucose 수준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킨다(Piepmeier & Etnier,

2015). 하지만 모든 BDNF 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 BDNF

유전자의 prodomain 내 66 번째 codon 에 Val66Met 이라 명명하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 존재하며 만일 이 부위에 돌연변

이(mutation)이가 발생하여 아미노산의 치환(substitution)이 발생하면 상

황은 달라진다(Chen, Bath, McEwen, Hempstead, & Lee, 2008). 즉

BDNF 유전자의 196 번 째 nucleotide 에 돌연변이(mutation)가 일어나면

Guanine 이 Adenine 으로 치환되는데, 이때 Valine(GUG) 이

Methionine(AUG)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Valine allele 를 가진

BDNF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며 Methionine allele를 가진 BDNF는 전체

인구의 약 20~3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Knaepen et al., 2010).

BDNFval allele 는 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 BDNFmet allele 는 정상적인 BDNF 의 분비 및 뇌의 특정 영역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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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일화적 기억(episode memory)의 능력에 결함을 일으키고, 불

안과 우울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Hariri et al., 2003).

또한 BDNF 유전자에 의해 합성된 BDNF 는 세포내 또는 세포 외에서 번

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거쳐 pro BDNF 에서

mature BDNF(이하 mBDNF)로 전환되는데(Piepmeier & Etnier, 2015)이

둘의 역할이 다르다. 즉 mBDNF는 TrkB receptor에 부착되어 장기 강화

(Long term potentiation, LTP)등의 신경영양인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pro BDNF 는 p75NTR receptor 에 부착되어 장기 억압(Long term

depression, LTD), 세포사멸(apoptosis), 수상돌기 및 시냅스의 수축

(retraction)을 유발한다(Barker, 2009; Carla Cunha, Riccardo Brambilla,

& Kerrie L Thomas, 2010).

다. BDNF의 생성 및 분비

BDNF는 주로 뇌에서 생성되고 혈관뇌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으며(Pan, Banks, Fasold, Bluth, & Kastin, 1998), 혈중

BDNF의 약 75%는 해마, 대뇌피질, 소뇌, 시상하부 등 뇌에서 분비되고 있

다고 보고된다(Rasmussen et al., 2009). Knaepen 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나머지 혈중 BDNF 의 약 25%는 골수 내 의 거핵구(megakaryocyte), 혈

소판(platelet)(Fujimura et al., 2002) 및 현관내피세포(vascular

endothelial cell)(Nakahashi et al., 2000), 면역세포 또는 말초의 혈액 단

핵세포(T 림프구, B 림프구, 단핵구, 혈관 평활근 세포) 등에서 분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Knaepe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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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체외 실험(in vitro)에 따르면 BDNF 는 골격근이 수축하는 동안

근육세포 내에서 합성되기도 하는데, 근 수축으로 야기된 BDNF 는 혈액으

로 분비되지 않고 근육세포 내에서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의 활성화에 의해 지방 산화(fat oxidation)에 이용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Matthews et al., 2009).

4. 운동과 BNDF

가. 1회성 운동과 BDNF

1회성 운동은 대체로 혈중BDNF 농도를 증가시킨다(Piepmeier & Etnier,

2015). 하지만 대상 및 강도에 따라서 증가율이 다를 수 있는데 Knaepan

등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서는 69%가 고강도 일회성 운동으

로 혈중 BDNF 가 증가되었으며 만성질환자에서는 86%가 증가되었다고 보

고한다. 하지만 저강도 또는 중강도의 일회성 운동에서는 건강한 사람에서

약 44%대로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고한다(Knaepen et al., 2010). 또한

1 회성 운동으로 증가된 혈중 BDNF 의 농도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정 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Knaepen 등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운동 후 뇌

또는 뇌 이외의 곳에서 생성되고 혈액으로 분비되어 증가된 BDNF 농도는

운동 후 10~60 분 내에 안정 시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때 혈액 내 BDNF농도의 감소는 BDNF가 말초 또는 뇌의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하여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Knaepen et al., 2010).

반면 Castellano 와 white 의 연구와 Yarrow 의 연구에서는 운동 완료 2~3

시간 후에 혈중 BDNF 농도가 안정 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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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성 저항성 운동과 BDNF 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수는 유산소 운동보

다 부족한 실정이며 운동 강도 및 트레이닝 방법(단축성 또는 신장성)에 따

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naepen et al., 2010). 또한 김영일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1 회성 저항성 운동이 혈중 BDNF 의 농도를 증가시키려

면 유산소 운동과 같이 충분한 운동 부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김

영일, 2013).

나. 지속적 운동과 BDNF

임상연구에서 지속적 운동을 통한 혈중 BDNF의 농도는 ‘증가’(전용균

et al., 2013) 또는 ‘일정’ (조원제, 2015; Erickson et al., 2011) 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울증, ADHD, AD, 당뇨병 환자들

같이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 운동의 중재

가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운동 선수들의

경우 오히려 낮은 혈중 BDNF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안정 시

BDNF 농도는 어느 수준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Knaepen et al., 2010). 즉 혈중 BDNF 의 농도가 낮은 질환자들은 지

속적 운동을 통한 혈중 BDNF 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혈중

BDNF의 농도가 안정적인 일반인에게는 천정효과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운동 선수들의 안정 시 낮은 혈중 BDNF 농도

(Babaei, Damirchi, Mehdipoor, & Tehrani, 2014) 또는 일회성 운동 후 60

분 이내에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를 BDNF가 신체 각 기관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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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때문으로 추측하기도 하기에(Knaepen et al., 2010) 안정 시 혈중

BDNF 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임상연구가

뇌에서 직접 분비되는 BDNF 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 기관에서 추출

한 혈액 속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중추에서의 분비량을 대변할 수 없다는

보고들(Di Lazzaro et al., 2007; Pardridge, 2007)과 BDNF가 혈관뇌장벽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기 때문에 혈중 BDNF 가 뇌 내 BDNF 의

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Karege, Schwald, & Cisse, 2002;

Pan et al., 1998; Rasmussen et al., 2009)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를 규명하

기 위한 더 많은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5. BNDF 와 기억

BDNF와 기억의 관계는 내측두엽에 존재하는 해마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가 있는데 이는 BDNF 가 뇌의 다양한 곳에서 분비되지만 그중 해마가

BDNF 분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otman & Berchtold, 2002;

Patterson et al., 1996). 또한 해마는 장기기억 중 일화기억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Burgess, Maguire, & O'Keefe, 2002; Tulving & Markowitsch,

1998) BDNF와 기억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예

측할 수 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회성 운동 및 지속적 운동 모두 혈중

BDNF 농도의 변화와 기억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즉 BDNF 와 기억과의 관계에 있어 1 회성 운동으로 인해 증가된 BDNF 는

기억 및 기타 다른 인지적 과제에 장기강화(Long term potentiation, LTP)

를 통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강화란 신경세포를 동시에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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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의하여 두 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C. Cunha, R. Brambilla, & K. L. Thomas, 2010; Piepmeier &

Etnier, 2015; Schinder & Poo, 2000). 따라서 1 회성 운동으로 혈중으로

분비된 BDNF 는 혈액뇌장벽(BBB)를 통과해 뇌의 장기강화를 일으키고 시

냅스의 전달 효율성을 증가시켜 즉각적인 인지과제의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Winter et al., 2007). 또한 지속적 운동을 통해 생성되는 BDNF가 누

적적으로 신경 및 뇌의 각 부위에 자극을 가하여 장기강화(LTP)를 일으키

게 되면 뇌의 형태가 변화되고, 부피가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기억의 향상이 야기된다(C. Cunha et al., 2010; Piepmeier

& Etnier, 2015; Schinder & Po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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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S 시 소재 K 구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만 50~64 세)

으로, K 구청 교육사업과 평생학습팀을 통해 모집된 인원 중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외 변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

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39 을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도 탈락자 7 명

을 제외한 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신경·정신 의학적 병력이 있는 사람

- 현재 신경·정신 의학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 중추신경계 및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 최근 전문의에게 운동 금지 권고를 받은 사람

- 하루에 담배 10개비 이상을 피우는 사람

- 하루에 50g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

- 하루에 커피 6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K) 23 점 이하인 사람

- 국제 신체활동량조사지(I-PAQ)을 통해 산출한 신체활동량이 '매우활동

적인'에 해당되는 사람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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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group

(n)
age(year) height(cm) weight(kg) HRR(beat)

MMSE-

K(point)

NTEG

(11)
60.45±4.05 156±4.94 55.93±7.22 76.18±11.80 28.26±1.57

TEG

(11)
59.90±4.48 155.7±7.90 57.47±6.67 75.82±10.34 27.73±1.79

CG (10) 56.10±4.12 156.2±6.84 58.95±8.69 79.60±13.01 26.70±1.70

Value : mean ± SD,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2. 실험설계

가.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15년 02월부터 2016년 05 월까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기간 및 절차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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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기간

절 차 기 간

자료수집/분석 2015 년 02월 ~ 2016 년 02월

피험자 모집 2016 년 02월 24일~03 월 04 일(10 일간)

피험자 선별 2016 년 03월 10일

사전측정 2016 년 03월 11일 ~ 03 월 12일(2 일간)

1 회성 운동 2016 년 03월 14일

운동중재 2016 년 03월 15일 ~ 2016 년 04 월 07일(4 주)

사후측정 2016 년 04월 11일 ~ 04 월 12일(2 일간)

결과분석 ~ 2016 년 04 월 15 일

나.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신체적 정신의학적 이상이 없는 중년층을 연구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1 차적으로 00 시 00 구청을 통해 모집되었고

모집된 인원은 2 차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참가 혜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진 자발적 동의와 연구 참여자 기준의

적합성 검사를 종합하여 선별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별은 먼저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신경

및 정신의학 적 병력 및 현재 상태, 관련 약물 복용 여부, 쾌락을 위한 약물

복용여부, 술/커피/담배의 섭취 및 흡연량)에 대한 설문 및 국제신체활동량

조사(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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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국제신체활동량 조사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신체활동량이‘매우 활동적인’사람은 제외하고‘비활동적인’또는‘최소한

으로 활동적인’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선별하였고,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

사에서는 원점수 24점 이상인 사람(정상)만을 선별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

'적합'판정을 받고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에서 모든

대답에 '아니오'로 대답할 경우 체력검사를 받고 이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만일 '예'의 대답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체력검사 및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판단하였다.

선별된 39명의 참여자들은 2일 후 과제학습형 운동군, 비과제학습형 운

동군,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채혈 후 신경심리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검사 당일 주정맥(cubital

vein)채혈을 실시하기 위해 4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채혈은

운동 전 및 운동 직후 각각 15분 내에 모두 완료하였다. 검사 후 각 반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1회성 운동(50분)을 실시하거나 휴식(영화감상)을

취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채혈 및 신경심리검사(AVLT)

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1회성 운동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4주간(주 2회, 100분/

회)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였으며,

4주간의 운동 참여를 마친 후 이전과 같은 시간대에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 안정 시 채혈 및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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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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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방법

가. 1회성 운동

본 연구에서는 운동이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 운동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과제학습형 운동은

‘걷기’를, 비과제학습형 운동은‘댄스 스포츠’를 선정하였다. 또한 두 운

동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단순히 운동 강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기때

문에 두 그룹의 운동강도를 맞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태가 다

른 운동 간의 강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렵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운동

유형별 강도를 추정하여 그룹별 운동 강도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본 연구에

서‘댄스 스포츠 중 차차차(과제학습형 운동군)’의 운동 강도를 분석한 선

행연구들은 차차차에 익숙한 선수(92%HRmax) 또는 댄스 스포츠 동아리

학생(75%HRmax)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정미송, 2004) 차차

차를 처음 접하는 중년 여성에게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운동강도는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중강도(50~65%

HRR) 운동강도를 댄스 스포츠 및 걷기 운동군에게 적용하고 Karvonen 공

식(Karvonen, Kentala, & Mustala, 2010)을 이용하여 개인별 목표 심박수

(TRH)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목표심박수는 운동 시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무선심박수 측정기(Team Polar)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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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회성 운동 프로그램

그 룹 종 목 내 용 시 간

과제학습형

운동군

댄스

스포츠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댄스 기본 스텝

(chacha, chasse, weave,

shuffle, rocking chair) 40 분

차차차 기본동작

(Chachacha basic movement)

비과제학습형

운동군
걷기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50~60% HRR 강도로 걷기 40 분

HRR : heart rate reserve

나. 지속적 운동

본 연구에서는 또한 운동의 기간이 중년 여성의 혈청 BDNF 및 인지기능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1회성 운동 및 4주간의 지속적

운동을 통한 혈중 BDNF 농도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주간의

지속적 운동 프로그램은 주 2회의 적은 빈도로 운동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

해 1회 당 약 100분 동안 같은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 운동종목을 실시하

였다. 즉 과제학습형 운동군은 ‘댄스 스포츠’와 ‘인지과제가 부여된 저

항성 밴드 운동’을 실시하였고,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은 ‘걷기’와 ‘인

지과제가 부여되지 않은 저항성 밴드 운동’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4주간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4주간의 운동프로그램 편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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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속적 운동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구성

화 목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

과제학습형

운동군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

과제학습형

운동군

19:00 ~ 19:50 걷기 댄스 스포츠 걷기 댄스 스포츠

20:00 ~ 20:50 밴드운동
밴드

(인지과제 부여)
밴드운동

밴드

(인지과제 부여)

가. 과제학습형운동 프로그램

과제학습형운동 은 ‘댄스 스포츠’와‘인지적 과제가 부여된 저항성 밴

드 운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표 5>와 같다.

댄스 스포츠의 강도는 중강도(50~65% HRR)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Karvonen 공식(Karvonen et al., 2010)을 이용하여 개인별 목표 심박수

(TRH)를 산출하였다. 설정된 목표심박수는 운동 시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무선심박수 측정기(Team Polar)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또한 인지적

과제가 부여된 저항성 운동으로 세라밴드(The Hygenic Corp., USA)를 사

용하였으며 운동의 강도는 사전에 본인의 근력 수준에 적합한 밴드의 레벨

을 선택하였다. 즉 근력 운동 자세 중 Lateral Raise 를 15 회(15RM) 수행

하였을 때‘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밴드의 레벨을 선택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모든 참여자는 녹색 밴드(Level 3)를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15RM 은 1RM 의 약 65% 정도이며 이는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위(≤60% of 1RM, ≥20Reps)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강도로써 근지구력

및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강도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Ha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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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tt, 2015). 세라밴드(The Hygenic Corp., USA)의 종류 및 특성은 <

표 5>와 같다.

<표 5> 세라밴드의 종류 및 강도

레 벨 색 상
부 하(kg)

신장률 100% 신장률 200%

1 노 랑 1.3 2

2 빨 강 1.7 2.5

3 초 록 2.1 3.0

4 파 랑 2.6 3.9

5 검 정 3.3 4.6

6 은 4.6 6.9

7 금 6.5 9.5

<표 6> 과제학습형 운동프로그램_1

댄스 스포츠

주 차 내 용 시 간

1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댄스 기본 스텝

(chacha, chasse, weave, shuffle, rocking chair) 40 분

차차차 기본동작 (Chachacha basic movement)

2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언더암턴, 뉴욕, 스팟턴

(Underarm Turn, Spot Turn, New Yorks) 40 분

핸드 투 핸드 (hand to hand)

3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쓰리차차차 포워드/백워드

(three chachacha forward/backward)
40 분

4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핸드투핸드 쓰리턴

(hand to hand and new york foot change three turn)
40 분

타임스텝 (time step)

숄더투숄더 (shoulder to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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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제학습형 운동프로그램_2

탄력밴드 운동

주 차
내용 시 간

순서 동작 강도 운동부위

50 분

(10 분×5circuit)1~2

1 팔위로굽히기 Neutral biceps brachii

10 초 제자리걷기

2 팔뒤에서뻗기 Neutral triceps brachii

10 초 제자리걷기

3 팔위로올리기 Neutral Front a deltoid

10 초 제자리걷기

4 팔앞으로뻗기 ×2 pectoral m.

10 초 제자리걷기

5 팔꿈치하늘로당기기 ×2
latissimus dorsi m.,

rhomboid m.

10 초 제자리걷기

6 한발앉았다일어서기 ×2 gluteus maximus

10 초 제자리걷기

7 양발앉았다일어서기 Ⅰ ×2 gluteus maximus

10 초 제자리걷기

8 발뒤로올리기 Neutral
gluteus maximus

gluteus medius

3~4

1 양팔 위로 굽혔다 뻗기 Neutral
biceps brachii,

triceps brachii

50 분

(10 분×5circuit)

10 초 휴식

2 칼뽑기 Neutral
Deltoid

(anterior, lateral)

10 초 휴식

3 세수하기 Neutral pectoral m.

10 초 휴식

4 앉아팔꿈치뒤로당기기 ×2
latissimus dorsi m.,

rhomboid m.

10 초 휴식

5 윗몸일으키기 ×2 rectus abdominis

10 초 휴식

6 엉덩이들어올리기 ×2 gluteus maximus

10 초 휴식

7 두발앉았다일어서기 Neutral quadriceps femoris m.

10 초 휴식

8 누워두발뻗기 Neutral biceps femori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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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첫 session 에는 정확한 동작을 위해 시범/설명/cuing/feed back 부여

2. 정확한 동작을 익힌 후 동작이름 및 동작에 부여된 번호 암기 실시

3. 번호 암기 후 1 circuit 은 '1→10'의 순서로, 2 circuit 은 '10→1'의 순서로, 3 circuit 은 '짝수 → 홀수' 의 순서로,

4 circuit 은 '홀수→짝수'의 순서로, 5 circuit 은 무작위 순서로 실시

4. circuit 운동 시 다음 동작은 10 초간의 제자리걷기 실시 중 생각하며 지도자는 번호만 알려줄 뿐 다른

단서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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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 과제학습형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과제학습형 운동은 인지적 과제가 부여되지 않고

신체 사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수행되는 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걷기’를 선택하였다. 걷기는 중강도(50~65% HRR) 운동강도를 2

주마다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Karvonen 공식(Karvonen et al., 2010)을 이

용하여 개인별 목표 심박수(TRH)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목표심박수는 운동

시 무선심박수 측정기(Team Polar)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또한 저항성 운동으로 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하되 인지적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지도자의 시범을 따라하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운동강도 및

동작은 과제학습형 운동과 같게 구성하였다. 즉 과제학습형 운동군과 비과

제 학습형 운동군에서의 저항성 운동의 차이는 인지적 과제의 존재 여부로

구분된다. 비 과제학습형 운동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비과제학습형 운동프로그램_1

걷기 운동

주 차 내 용 시 간

1~2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50~60% HRR 강도로 걷기 40 분

3~4

준비운동 관절운동, 스트레칭 10 분

본운동 55~65% HRR 강도로 걷기 40 분

HRR : heart rat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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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과제학습형 운동프로그램_2

탄력밴드 운동

주 차
내용 시 간

순서 동작 강도 운동부위

50 분

(10 분×5circuit)1~2

1 팔위로굽히기 Neutral biceps brachii

10 초 제자리걷기

2 팔뒤에서뻗기 Neutral triceps brachii

10 초 제자리걷기

3 팔위로올리기 Neutral Front a deltoid

10 초 제자리걷기

4 팔앞으로뻗기 ×2 pectoral m.

10 초 제자리걷기

5 팔꿈치하늘로당기기 ×2
latissimus dorsi m.,

rhomboid m.

10 초 제자리걷기

6 한발앉았다일어서기 ×2 gluteus maximus

10 초 제자리걷기

7 양발앉았다일어서기 Ⅰ ×2 gluteus maximus

10 초 제자리걷기

8 발뒤로올리기 Neutral
gluteus maximus

gluteus medius

3~4

1 양팔 위로 굽혔다 뻗기 Neutral
biceps brachii,

triceps brachii

50 분

(10 분×5circuit)

10 초 휴식

2 칼뽑기 Neutral
Deltoid

(anterior, lateral)

10 초 휴식

3 세수하기 Neutral pectoral m.

10 초 휴식

4 앉아팔꿈치뒤로당기기 ×2
latissimus dorsi m.,

rhomboid m.

10 초 휴식

5 윗몸일으키기 ×2 rectus abdominis

10 초 휴식

6 엉덩이들어올리기 ×2 gluteus maximus

10 초 휴식

7 두발앉았다일어서기 Neutral
quadriceps femoris

m.

10 초 휴식

8 누워두발뻗기 Neutral biceps femoris m.

1. 운동 첫 session 에는 정확한 동작을 위해 시범/설명/cuing/feed back 부여

2. 지도자는 어떠한 인지적 과제도 부여하지 않으며 실시자는 지도자의 시범 및 동작을 보고 따라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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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

가. 체력검사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생체전기임피던스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 BIA)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인체에 미세한 교류전류를 흘려 보내 생겨

나는 Impedance Index를 얻어 체수분을 측정하는 체성분분석기(InBody

720)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근육량,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선 자세로 5 분간 머무르다 맨 발로 측정기기에 부착된

전극판위에 올라서서 체중을 측정한 후 양손으로 전극판이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서 있으면 신체조성이 자동으로 측정된다. 주의사항으로는 측

정 중에는 신체에 힘을 주거나 말을 하지 않으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속류의 장신구는 제거하고 검사 30 분 이내에 이뇨제의 섭취 및 검사 12

시간 전 이내에 무리한 운동을 금한다.

2) 체 력

① 근 력 : 악 력

악력계의 손잡이를 손가락 둘째 마디로 잡는다. 손잡이가 맞지 않을 때는

알맞게 조절나사로 조정한다. 팔을 곧게 펴고 몸통과 팔을 15°로 유지하면

서 힘껏 잡아당긴다. 악력계를 잡고 최대로 힘을 주어 5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 측정 시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악력 측정은 좌우 교대

로 2회씩 실시하여 4회 실시에 대한 평균을 기록하였다. 기록은 0.1kg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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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기재한다.

② 하지 근지구력 : 의자에서 얼어 섰다 앉기

대상자를 등받이가 수직인 의자의 중간 부분에 앉힌다. 발은 바닥에 평평

하게 놓고, 팔은 X자 모양으로 가슴에 놓는다.“시작”이란 신호와 함께 완

전히 일어선 다음 다시 완전하게 앉는다.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검사

자가 시범을 보인 후 참가자에게 1~2 번 연습을 하도록 한다. 점수는 30초

동안 완벽하게 선 자세의 총 횟수로 기록한다.

③ 복부 근지구력 : 윗몸 일으키기

무릎을 구부린 채 두 발을 엉덩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상태로 매트에

등을 대고 눕는다. 양 팔은 가슴 위에 십자모양으로 겹쳐 놓는다. 측정 보조

원에 의해 발이 고정된 준비 상태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상체를 일으켜

각 양쪽 팔꿈치가 대퇴에 닿도록 한다. 양 쪽 팔꿈치가 대퇴에 닿았을 대 1

회로 인정하며 다시 등이 바닥에 닿고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한다. 측정단위

는 횟수로 기록되며 1분간 실시한다.

④ 유연성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엉덩이 관절을 비롯한 등과 대퇴부위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측정기에 발바닥을 붙인 후 다리를 곧게 편다. 이후 허리를 서서히 구부리

며 양팔 사이로 머리를 넣어 손끝을 최대한 앞으로 뻗는다. 발가락 끝을 기

준으로 그 곳보다 손가락이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 발가락 끝에 닿지 못하

면 마이너스로 하고 그 사이를 수평으로 측정한 수치를 기록한다. 단위는

0.1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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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폐지구력 : 2분 제자리 걷기

2분 제자리 걷기 검사는 변형된 전신 지구력 검사방법으로, 시간이나 공

간, 날씨의 제한으로 인해 6분 걷기 검사가 어려울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측정방법은 2분 동안 제자리에서 각 무릎이 지정된 높이에 이르렀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2분간 실시 횟수로 기록한다.

나. 신경심리검사

기억(단기기억 및 장기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억력 평가에 많이 사

용되는 한국판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AVLT; Rey, 1964)와 작

업기억(working memory)과 주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est(PASAT)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est(PASAT)의 검사 목적은 AVLT

검사 시 지연 회상(delayed recall)에서의 시연으로 인한 점수의 상향 평준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검사의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AVLT; Rey, 1964)

15개의 단어를 기억 재료로 사용하며 총 7번의 시행(시행1~시행5, 지연

회상, 지연재인)이 있다. 15개의 단어들은 모두 1혹은 2음절의 사용 빈도가

높은 쉬운 단어들로 서로 관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 시행 1에서 검사자는

1초에 한 개 정도의 속도로 단어를 불러주며, 피검자는 검사자가 불러주기

를 마친 직후 불러준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즉시 회상한다. 시행 2, 3, 4,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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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과 동일한 15개의 단어를 사용하며 절차적으로도 시행 1과 동일하다.

즉 검사자가 15개의 단어를 불러주고 나면 무슨 단어를 불렀는지를 피검자

가 즉시 회상한다. 시행 5가 끝나면 약 20분의 지연시간을 갖은 후 지연회

상 시행을 실시한다. 이 시행에서 피검자는 단어들을 단서 없이 회상한다.

본 연구는 AVLT를 시기별로 총 3회 측정하였기에 연습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검사 문항을 수정하였다. 즉 각 검사 별 단어의 구성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15개의 서로 다른 범주(동물, 과일, 날씨, 사

무용품, 주방용품, 나라이름, 신체기관, 스포츠, 꽃, 행성, 가구, 색깔, 의류,

곡식, 악기) 각각에 해당하는 1~2음절의 단어를 3개씩 제작하고 각각의 검

사(1회성 운동 전·후, 4주 후)에 1개씩 포함시켜 검사 간 단어의 질적 구

성이 최대한 동일하게 하였다(예 : ‘행성’범주에 ‘해’, ‘달’, ‘별’

로 구성, ‘신체기관’범주에 ‘머리’, ‘가슴’, ‘손목’으로 구성). 또

한 재인 시행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AVLT의 평가는 총 7개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단기기억 및 일화기억(장기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즉시 회상

(immediately recall)에서 회상한 단어의 개수를 평가하였다. 즉 시행1~6

중 시행 1에서 회상한 단어의 개수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최

저점 0점, 최고점 15점이 된다.

둘째, 일화기억(장기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지연 회상(delayed recall)에

서 회상한 단어의 개수를 평가하였다.

즉 시행 1~6중 시행 6에서 회상한 단어의 개수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점

수의 범위는 최저점 0점, 최고점 15점이 된다.

셋째, 단기기억과 일화기억(장기기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위해 즉시

회상(immediately recall)과 지연 회상(delayed recall)에서 획득한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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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을 평가하였다.

넷째, 계열위치효과를 판단하기위해 제시된 15개의 단어를 학습 순서에

따라 3부분(초두 위치: 앞 5개 단어, 중간 위치 : 중간 위치의 5개 단어,

최신 위치 : 마지막 5개 단어) 으로 나누고 시행1~시행5의 즉각 검사에서

초두 위치의 회상율을 산출하였다. 즉시 회상의 단어 회상율 분석은 즉시

회상 1~5에서 제시한 전체 단어의 수에서 초두위치에서 회상한 단어의 수

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최고 회상율은 33.3%가 된다(정민지 et

al., 2015).

초두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수

즉시 회상	 �~�회 시행의 전체 단어 수(��)
× 100

다섯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초두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회상율을 분석하

되 즉시 회상이 아니라 지연 회상에서의 단어 회상율을 평가하였다. 최고

회상율은 33.3%가 된다(정민지 et al., 2015).

초두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수

지연 회상 시행의 전체 단어 수(��)
× 100

여섯째, 시행 1~시행 5 의 즉각 검사에서 최신 위치의 회상율을 산출하였다.

즉시 회상의 단어 회상율 분석은 즉시 회상 1~5 에서 제시한 전체 단어의 수

에서 최신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의 수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최고

회상율은 33.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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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수

즉시 회상	 �~�회 시행의 전체 단어 수(��)
× 100

일곱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신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회상율을 분석하

되 즉시 회상이 아니라 지연 회상에서의 단어 회상율을 평가하였다. 최고

회상율은 33.3%가 된다.

최신 위치에서 회상한 단어 수

지연 회상 시행의 전체 단어 수(��)
× 100

2)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est(PASAT)

작업기억(working memory), 주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경심리

검시이다. PASAT는 1의 자리 숫자(1~9) 61개로 구성된다. 검사 시행 시

피험자는 3초 간격으로 들리는 숫자를 기억하여 연속해서 들려오는 두 숫

자를 더하여 종이에 적는다. 예들 들어 첫 번째 시행에 2가 들리고 3초 후

인 두 번째 시행에 8이 들리면 피험자는 세 번째 시행이 나오기 전에 종이

에 10(2+8)을 적는다. 다시 3초 후인 세 번째 시행에 7이라는 숫자가 음

성을 통해 나오면 네 번째 시행이 나오기 전에 종이에 15(8+7)라고 적는

다. 총 60번의 덧셈이 요구되며 맞춘 개수마다 1점으로 기록되어 총 점수

의 범위는 0~60점이된다.

PASAT는 AVLT의 5회 시행 후 6회 시행 전 20분 간의 시간에 실시하

였다. 이 검사는 AVLT 검사의 20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 학습한 단어의

‘암송’을 방지하고 숫자 계산을 통한 ‘간섭’을 부여하여 지연 회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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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채혈 및 혈액분석

채혈은 ‘1 회성 운동 전 안정 시’ 및 ‘1 회성 운동 후 즉시(15 분 이

내)’, ‘4주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안정 시’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 졌으

며 대상자는 채혈 당일 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였다. 전문자격을 가진 채

혈병리사에 의해 상완주정맥(antecubital vein)에서 혈액 5ml를 채취하였고

채취된 혈액은 SST(Separate serum tube)에 담겨 40~60 분간 상온에서

응고 과정을 거친 뒤 4 ℃, 3,000 rpm 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

(Serum)을 분류하여 보관튜브에 넣고 -70℃에서 분석 전까지 절동하였다.

혈청 BDNF 의 농도는 표준화된 ELISA(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R&D,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 연구 대상자 선별 검사

1)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ersion,

MMSE-K)

검사자와의 문답을 통해 인지기능 장애를 손쉽게 감별할 수 있는 구조화

된 신경심리검사이다. 국내에서는 박종한과 권용철(1989)이 수정, 보완하여

MMSE-K 도구를 개발하였다. MMSE-K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10

점), 기억 등록(3점), 기억 회상(3점), 주의 집중 및 계산(5점), 언어 기능

(7 점), 이해 및 판단(2점) 영역의 총 12 문항으로 최고점은 30점이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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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상을 정상으로 간주한다(김재민, 신일선, 윤진상, & 이형영, 2003). 본

연구에서는 MMSE-K 를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의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하

였으며 인지적 기능 저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

해 24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만을 선별하였다.

2) 국제신체활동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IPAQ는 지난 7일 동안의 신체적 활동 시간을 피검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산출하고 이를 활동량으로 전환하여 사정하는 질문지로써,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신체활동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신체활동의 시간을 질의하며 활동

량은 활동의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MET-minutes 의 계산된다. 또한

IPAQ는 질문지를 통해 산출된 점수와 신체활동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3단

계(비활동적인, 최소한으로 활동적인, 매우 활동적인)로 지난 7 일간의 신체

활동 수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천정효과

를 방지하기 위해 IPAQ 가이드라인(Committee, 2005)을 참고하여‘비활

동적인’또는‘최소한으로 활동적인’대상자 만을 선별하였다.

3) 신체활동 준비상태 질문지(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

PAR-Q 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사전 선별 도구

로써 총 7 개의 질문을 통해 심장 질환 및 관절 상의 문제를 확인한다.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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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항목에 ‘아니오’로 답할 경우 체력 평가 및 운동 참여를 권유 받

으나 7 개의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답할 경우 신체활동 및 체력 평가

전 의사와의 상담을 권유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체력 측정 및 운동프로

그램 참여 전 PAR-Q 를 통해 문진하여 모든 대답에 ‘아니오’로 답할 경

우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하나라도 ‘예’에 답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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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ver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가.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치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

하였다.

나. 측정 자료가 반복측정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정규성, 등분산성, 구형성)

을 만족하여 독립변인인 트레이닝의 유무(과제학습형 운동군, 비과제학습형

운동군, 통제군)와 시간(운동 전 안정 시, 1회성 운동 후 즉시, 4주 후 안정

시)에 따라 나타나는 종속변인(체력 및 신체조성, 혈청 BDNF 농도, 신경심

리검사 점수)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다. 그룹 내 트레이닝 시간에 따른 변화 및 그룹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 및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마.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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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신체조성 및 체력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전·후 대조군(CG)과 과제학습형 운동군

(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의 체중, 근육량, 체지방율의 변화는<

표 10>과 같다. 세 그룹의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

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세 그룹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가. 4주간의 지속적 운동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표 10> 신체조성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Time Group T X G

weight

(kg)

NTEG(11) 55.93±7.22 55.61±7.28

p > .05 p > .05 p > .05TEG (11) 57.47±6.67 57.37±6.61

CG (10) 58.95±8.69 58.99±8.91

Body

fat

percent

(%)

NTEG(11) 32.62±3.98 31.86±4.44

p > .05 p > .05 p > .05TEG (11) 34.18±5.85 33.83±5.9

CG (10) 33.51±5.25 33.08±4.68

Soft

lean

mass

(%)

NTEG(11) 35.34±3.51 35.47±3.23

p > .05 p > .05 p > .05TEG (11) 35.66±5.79 35.81±5.82

CG (10) 36.83±5.7 37.11±5.81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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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중(weight)의 변화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근육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1.262, p>.05). 또한 그룹 간 평균

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470, p>.05).

그림 2. 체중의 변화

2) 체지방율(Body fat percent)의 변화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체중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4.071, p>.05). 또한 그룹 간 평균에

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7.31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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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지방율의 변화

3) 근육량(Soft lean mass)의 변화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근육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2.383, p>.05). 또한 그룹 간 평균

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27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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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육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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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주간의 지속적 운동 전·후 체력의 변화

<표 11> 체력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Time Group T X G

muscle

strength

(kg)

NTEG

(11)
23.54±3.28 22.85±2.85

p > .05 p > .05 p > .05
TEG (11) 22.46±4.31 22.28±5.41

CG (10) 23.77±2.91 21.9±4.01

Lower muscle

endurance(n)

NTEG

(11)
24.09±6.71 27.27±7.56

p > .05 p > .05 p > .05TEG (11) 23.73±7.35 26.09±6.2

CG (10) 24.3±3.86 26.3±5.29

Abdominal

muscle

endurance

(n)

NTEG

(11)
12.82±6.35 17.45±8.65

***p

<.001
p > .05 p > .05TEG (11)

14.09±11.9

4

15.64±12.9

6

CG (10) 10.4±10.45 13.5±13.6

Flexibility

(cm)

NTEG

(11)
17.77±8.12 20.01±6.74

*p

< .05
p > .05

*p

< .05
TEG (11) 20.73±6.08 20.94±6.27

CG (10) 15.83±5.16 15.91±4.91

Cardiorespirat

ory fitness

(n)

NTEG

(11)
211.1±29.7

237.1±24.0

3

**p

<.01
p > .05 p > .05TEG (11)

227.6±25.8

8

243.2±22.0

6

CG (10)
227.7±38.0

4

232.8±31.7

3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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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력(muscle strength)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근력의

변화는 시간, 그룹,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136, p> .05).

그림 5. 근력(악력)의 변화

2) 하지 근지구력(Lower muscle endurance)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하지근지

구력의 변화는 시간, 그룹, 시간과 그룹의 교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F= .055,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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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지근지구력(의자앉아일어서기)의 변화

3) 복부 근지구력(Abdominal muscle endurance)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복부 근지

구력(윗몸일으키기)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22.839, p<.001).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는 세 그룹 모두에서 유의하였다(p<.01, p<.05, p<.05).

하지만 그룹 간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 .278, p>.05),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1.963, p>.05).



61

그림 7. 복부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의 변화

5) 유연성 (Flexibility)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유연성(앉

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7.564, p<.05).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는 NTEG에서만 유의하였고(p<.05) 나머지 두 집단은 유

의하지 않았다(p= .546, p=.845). 그룹 간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F=1.65, p>.05),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은 유의하였다(F=5.27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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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변화

5) 심폐 체력 (Cradiorespiratory fitness)

그림과 같이 4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세 집단의 심폐체력

(2분 제자리걷기)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0.768, p<.01).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그룹 내 시간

에 따른 변화는 NTEG, TEG 에서 유의하였으나(p<.01, p<.05) CG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660). 그룹 간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F= .538, p>.05),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1.95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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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심폐체력의(2분 제자리걷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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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NF 의 변화

1 회성 운동 및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전·후 대조군(CG)과 과제

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의 혈청 BDNF 농도의

변화는 <표 12>, <표 13>과 같다. 세 그룹의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세 그룹은 모두 동질

적인 집단이었다.

<표 12> 1회성 운동 후 혈청 BDNF 농도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Time Group T X G

BDNF

(pg/ml)

NTEG

(11)

21293.63

±5777.45

24168.32

±6879.06

*p < .05 p > .05 p > .05
TEG

(11)

25360.51

±5632.59

25598.97

±5452.17

CG

(10)

26129.77

±4455.73

26765.45

±4675.95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표 13> 4주 운동 후 안정 시 혈청 BDNF 농도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4 week Time Group T X G

BDNF

(pg/ml)

NTEG

(11)

21293.63

±5777.45

22732.66

±5995.15

**p < .01 p > .05 p > .05
TEG

(11)

25360.51

5632.59

26672.31

±6873.87

CG

(10)

26129.77

±4455.73

27510.05

±6196.20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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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성 운동에 따른 혈중BDNF 농도의 변화

<표 12>와 같이 세 집단의 집단 내 시기에 따른 혈청 BDNF 농도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4.323, p<.05). 그러나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는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p=.079, p=.713, p=.431) 그룹 간 평균

(F=1.41, p>.05) 및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F=1.909, p>.05)도 유의하

지 않았다.

그림 10. BDNF 농도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나. 4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혈중 BDNF 농도의 변화

<표 13>과 같이 세 집단의 집단 내 시기에 따른 혈청 BDNF 농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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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7.921, p<.01). 그러나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는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p=.090, p=.106, p=.217) 그룹 간 평균

(F=2.175, p>.05) 및 시간과 집단간의 교호작용(F=.006, p>.05)도 유의하

지 않았다.

그림 11. BDNF 농도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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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의 변화

1회성 운동 및 4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전·후 대조군(CG)과 비과

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의 AVLT 점수의 변화

는 <표 14>,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세 그룹의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세 그룹

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표 14> 1회성 운동 직후 청각 단어학습검사(AVLT) 점수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Time Group T X G

IR

(n)

NTEG (11) 5.64±2.2 6.36±1.91

**p < .01 *p < .05 *p < .05TEG (11) 4.73±0.9 6.73±1.84

CG (10) 3.9±2.42 4.1±1.79

DR

(n)

NTEG (11) 9.73±3.35 9.91±2.42

p > .05 p > .05 *p < .05TEG (11) 9.36±1.57 10.91±2.38

CG (10) 8.5±2.8 7.8±2.2

TR

(n)

NTEG (11) 15.36±5.3 16.27±3.22

**p < .01 p > .05 **p < .01TEG (11) 14.09±2.21 17.64±3.61

CG (10) 12.4±5.06 11.9±3.69

iPP

(%)

NTEG (11) 16.48±8.29 22.3±6.47
***p

< .001
p > .05 p > .05TEG (11) 16.24±3.62 23.39±3.23

CG (10) 13.07±7.05 17.33±7.38

dPP

(%)

NTEG (11) 24.49±6.18 26.67±2.3

**p < .01 p > .05 p > .05TEG (11) 23.64±6.26 26.79±3.64

CG (10) 20.27±5.61 19.07±5.26

iRP

(%)

NTEG (11) 21.82±9.93 24.85±7.93

p > .05 **p < .01 p > .05TEG (11) 20.61±7.57 29.7±4.58

CG (10) 16.67±11.44 18± 8.34

dRP

(%)

NTEG (11) 24.24±9.55 20.61±6.96

*p < .05 p > .05 p > .05TEG (11) 26.67±7.3 23.64±8.62

CG (10) 23.33±6.48 17.33±4.66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IR : Immediate recall, DR : Delayed recall, TR : Total recall, iPP : primacy portion (immediately

recall), dPP : primacy portion (delayed recall), iRP : recnecy protion (immediately recall), dRP :

recency protion(delayed recall),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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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4주 운동 후 안정 시 청각 단어학습검사(AVLT) 점수의 변화

Item Group (n) Pre Post 4 week Time Group T X G

IR

(n)

NTEG (11) 5.64±2.2 5.91±2.84

p > .05 p > .05 p > .05TEG (11) 4.73±0.9 5.55±2.01

CG (10) 3.9±2.42 4.2±1.61

DR

(n)

NTEG (11) 9.73 3.35 11.18±2.48

**p < .01 p > .05 p > .05TEG (11) 9.36±1.57 11.09±2.66

CG (10) 8.5±2.8 9.1±3.41

TR

(n)

NTEG (11) 15.36±5.3 17.09±4.82

**p < .01 p > .05 p > .05TEG (11) 14.09±2.21 16.64±4.34

CG (10) 12.4±5.06 13.3±4.9

iPP

(%)

NTEG (11) 16.48±8.29 18.06±7.62

**p < .01 p > .05 p > .05TEG (11) 16.24±3.62 20.73±4.35

CG (10) 13.07±7.05 16.4±6.38

dPP

(%)

NTEG (11) 24.49±6.18 27.88±3.23

**p < .01 p > .05 p > .05TEG (11) 23.64±6.26 24.49±5.24

CG (10) 20.27±5.61 20.94±6.91

iRP

(%)

NTEG (11) 21.82±9.93 26.06±6.96

p > .05 *p < .05 p > .05TEG (11) 20.61±7.57 27.88 5

CG (10) 16.67±11.44 20.67±11.94

dRP

(%)

NTEG (11) 24.24±9.55 24.85±8.47

p > .05 p > .05 p > .05TEG (11) 26.67±7.3 23.63±10.04

CG (10) 23.33±6.48 20±8.88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IR : Immediate recall, DR : Delayed recall, TR : Total recall, iPP : primacy portion (immediately

recall), dPP : primacy portion (delayed recall), iRP : recnecy protion (immediately recall), dRP :

recency protion(delayed recall),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가. AVLT 즉시 회상 점수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의 변화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회성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의 즉

시회상(IR) 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8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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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즉시 회상 점수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각 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의 변화량이 대조군(CG)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3.68, p<.05).

<표 16> 그룹별 IR 변화량 분산분석

Item Group (n) Mean ± SD F p
Post Hoc

(Tukey HSD)

IR

(n)

NTEG (11) 0.73 ± 1.68

3.68 0.038*TEG (11) 2 ± 1.67
TEG > CG

(p=.036†)

CG (10) 0.2 ± 1.32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Post Hoc : †p<.05,
††p<.01, †††p<.001

IR : immediately recall,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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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 따른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의 즉시회상(IR)점수의 변화는 ‘시

간(F=2.214, p=.148)’,‘그룹 (F=2.182, p=.131)’,‘시간×그룹의 교

호작용(F=.331, p=.72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3. 즉시 회상 점수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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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VLT 지연 회상 점수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의 변화

그림 1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회성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

른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의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549, p<.05).

그림 14. 지연 회상 점수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각 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 1 회성 운동에 따른 즉시회상(IR) 점수 와 마찬가지로 과제

학습형 운동군(TEG)의 변화량이 대조군(CG)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F=3.54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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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그룹별 DR 변화량 분산분석

Item Group (n) Mean ± SD F p
Post Hoc

(Tukey HSD)

DR

(n)

NTEG (11) 0.18 ± 2.48

3.549 0.042*TEG (11) 1.55 ± 1.81
TEG > CG

(p=.035†)

CG (10) -0.7 ±1.34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Post Hoc : †p<.05,
††p<.01, †††p<.001
DR : Delayed recall,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의 변화

4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대조군(CG)의 지연회상(DR) 점수의 변화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는 있었으나(F= 19.037,

p<.01) ‘그룹(F= 1.186, p<.01)’ 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

1.343, p>.05)’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t=-3.220, P<.01),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t=-3.012, P<.05)에서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대

조군(CG)에서는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t=-

1.32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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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연 회상 점수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다. AVLT 전체 회상 점수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전체 회상의 변화

그림 1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회성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의 전체회상(TR)

점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54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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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체 회상 점수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각 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1 회성 운동에 따른 즉시회상(IR) 및 지연회상

(DR) 점수 와 마찬가지로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의 변화량이 대조군

(CG)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6.675, p<.01).

<표 18> 그룹별 TR 변화량 분산분석

Item Group (n) Mean ± SD F p
Post Hoc

(Tukey HSD)

TR

(n)

NTEG (11) 0.91 ± 3.01

6.675 0.004**TEG (11) 3.5 ± 2.62
TEG > CG

(p=.003††)

CG (10) -0.5 ±1.96

Values are presented as M ± SD, * p<.05, **p<.01, ***p<.001, Post Hoc : †p<.05,
††p<.01, †††p<.001

TR : Total recall, NTEG :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 TEG : task learning

exercise group, CG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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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전체 회상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전체회상(TR) 점수의 변화는 <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는 있었으나(F=

14.818, p<.01) ‘그룹(F= 1.674, p>.05)’ 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

(F= 1.107, p>.05)’ 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각 집단의 집단 내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

test) 결과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t=-2.492, P<.05),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t=-2.508, P<.05)에서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대조군(CG)에서는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t=-1.964, P>.05).

그림 17. 전체 회상 점수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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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VLT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1 회성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 시간’ 에 따른 유의한 증가는 나타났다

(F=40.113, p<.001). 이에 각 집단의 시기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t=-3.282, P<.01),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t=-5.611, P<.001) 대조군(CG) (t=-3.282,

P<.001) 모두 집단 내 시기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 그룹

(F=2.052, p>.05)’ 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830, p>.05)’에 따

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18.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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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

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

의 변화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는 있

었다(F= 14.912, p<.01). 이에 각 집단의 집단 내 시간에 대한 사후 분석

(Paired samples t-test) 결과 과제학습형 운동군(TEG)(t=-2.517, P<.05)

과 대조군(CG)(t=-2.643, P<.05)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비과제

학습형 운동군(NTEG)(t=-1.530,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그룹

(F=1.052, p>.05)’ 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1.123, p>.05)’에

따른 변화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9. 즉시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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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VLT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1 회성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

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그룹’간 유의한 증가는 있었으나(F=5.782,

p<.01) 그룹 간 회상율 변화량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One-way ANOVA)

결과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2.191, p=.130), ‘ 시간

(F=2.460, p>.05)’및‘시간×그룹의 교호작용(F=2.191, p>.05)’에 따

른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20.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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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룹’ 간 유의한 증가는 있었으나(F=3.584,

p<.01)‘시간(F=2.345, p>.05)’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683 ,

p>.05)’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그룹 간 회상율 변화량에 차

이에 대한 사후검증(One-way ANOVA) 결과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F=686, p= .512).

그림 21. 즉시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80

바. AVLT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1 회성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F=10.256, p<.01)’에 따른 유의한 증

가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의 집단 내 시간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과제학습형 운동군(TEG)(t=-3,155, p<.05)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t=-1.456, p>.05)

과 대조군(CG)(t=-.613,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 그룹

(F=3.047, p=.063)’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2.838, p=.075)’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22.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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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

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룹 내 시간(F=11.185, p<.01)’에 따른 유

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의 집단 내 시간에 대한 사후 분석

(Paired samples t-test) 결과 과제학습형 운동군(TEG)(t=-2.964, p<.05)

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t=-1.751,

p>.05)과 대조군(CG)(t=-1.261,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그룹

(F=1.612 p>.05)’및 ‘시간×그룹의 교호작용(F=.469, p>.05)’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23. 지연 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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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AVLT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1) 1 회성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1 회성 유형별 운동 중재에 따른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대조군(CG)의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시간(F=5.598, p<.05)’에 따른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의 집단 내 시간에 대한 사후 분석(Paired

samples t-test) 결과 과제학습형 운동군(TEG)(t=.922, p>.05)과 비과제

학습형 운동군(NTEG)(t=1.032, p>.05)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대조군(CG)(t=2.683, p<.05)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그러나‘그룹

(F=2.010, p>.05)’ 및‘시간×그룹의 교호작용 (F=.251, p>.05)’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24.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1회성 운동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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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따른 AVLT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 중재에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비과제학습형 운

동군(NTEG), 대조군(CG)의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시간(F=2.127, p>.05)’,‘그룹(F=.600 p>.05)’

및‘시간×그룹의 교호작용(F=.936, p>.05)’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림 25. 지연 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의 변화(4주 운동 후 안정 시)



84

4. BDNF 와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가.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와 AVLT 점수의 상관관계

1 회성 운동 전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와 청각 단어학습 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AVLT 의 하위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9> 운동 전 안정 시 BDNF와 AVLT와의 상관관계

변 수 BDNF IR DR TR iPP dPP iRP

IR -0.169

DR -0.014 0.806**

TR -0.086 0.935** 0.963**

iPP -0.176 0.729** 0.747** 0.778**

dPP -0.079 0.65** 0.796** 0.771** 0.783**

iRP -0.001 0.664** 0.736** 0.741** 0.467** 0.467**

dRP 0.375 0.356* 0.637** 0.542** 0.332 0.223 0.729**

* p<.05, **p<.01

IR : Immediate recall, DR : Delayed recall, TR : Total recall, iPP : primacy portion

(immediately recall), dPP : primacy portion (delayed recall), iRP : recnecy protion

(immediately recall), dRP : recency protion(delayed recall)

나. 1회성 운동 직후 혈중 BDNF 농도와 AVLT 점수의 상관관계

1 회성 운동 후 즉시 혈중 BDNF 농도와 청각 단어학습 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시 와 마찬가지로 AVLT 의 어떠한 하위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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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1회 운동 후 즉시 BDNF와 AVLT의 상관관계

변 수 BDNF IR DR TR iPP dPP iRP

IR -0.253

DR 0.045 0.550**

TR -0.101 0.853** 0.905**

iPP -0.072 0.661** 0.781** 0.825**

dPP 0.06 0.606** 0.828** 0.826** 0.858**

iRP -0.283 0.754** 0.599** 0.758** 0.538** 0.661**

dRP 0.072 0.259 0.706 0.572** 0.235 0.353* 0.367*

* p<.05, **p<.01

다. 4주간의 지속적 운동 후 안정 시 BDNF와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4 주간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와 1 회성 운동

전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와 청각 단어학습 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

정 시, 1 회성 운동 후 즉시와 마찬가지로 AVLT 의 어떠한 하위 항목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 4주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안정 시 BDNF와 AVLT의 상관관계

변 수 BDNF IR DR TR iPP dPP iRP

IR -0.055

DR -0.221 0.718**

TR -0.160 0.907** 0.944**

iPP -0.003 0.775** 0.710** 0.796**

dPP -0.008 0.632** 0.774** 0.767** 0.593**

iRP -0.164 0.677** 0.708** 0.749** 0.420* 0.591**

dRP -0.206 0.604** 0.830** 0.788** 0.529** 0.392* 0.64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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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유형별 운동(과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이 1회성 운동 시 중년

여성의 혈청 BDNF 의 농도 변화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4

주간의 유형별 지속적 트레이닝이 안정 시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

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지기능의 쇠퇴를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1. 1회성 운동에 있어서의 운동 유형에 따른 혈중 BDNF 의 변화

본 연구는 1 회성 운동 및 운동의 유형이 혈청 BDNF 농도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세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과제학습

형 운동군, 비과제학습형 운동군, 대조군)한 뒤 약 50 분간 각각 걷기(비과

제학습형 운동군), 댄스 스포츠(과제학습형 운동군) 및 휴식(대조군)을 처

치하였다. BDNF 분석을 위한 채혈은 운동 30 분 전과 운동 후 즉시 시작

하여 15 분 이내에 완료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세 그룹 모두 시기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후

분석 결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증가는 세 그룹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

든 운동군(과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에서 1 회성 운동 후 혈청 BDNF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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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지만 연구 대상, 운동강도를 고려하면 선행연구와 일관된 사실을 발

견할 수 있다. 즉 1 회성 운동을 통한 BDNF 농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했

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강도의 비과제학습형 운동(트레드밀 달리기, 사이

클 등)을 중재하였고 연구 참여자 또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10~30 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Piepmeier & Etnier, 2015).

Knaepen 등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1 회성 운동의 강도

와 혈중 BDNF 의 농도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Knaepen et al., 2010), Ferris 는 평균 25.4 세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클을 통한 점증 부하운동(GXT), 30 분간의 중·고강도 운동(환기역치

+ 10%, ≒ RPE 14.2 ), 30분간의 저강도 운동(환기역치 - 20%, ≒ RPE

10.8)을 중재한 결과 안정 시 수준에 비하여 점증부하운동(GXT)에서 30%

의 증가, 고강도 운동(환기역치 + 10%, ≒ RPE 14.2 )에서 13%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으나 저강도 (환기역치 - 20%, ≒ RPE 10.8)에서는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나지 읺았음을 보고하였다(Ferris et al., 2007).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1 회성의 중강도 운동에서도 혈중 BDNF 의 유의한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Tsai 등은 평균 22.5 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중강도(VO2max 의

60%)의 트레드밀 달리기를 중재한 결과 혈청 BDNF 농도의 유의한 상승을

보고하였다(Tsa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저·중강도 (50~65% HRR)의 걷기와 댄스 스포츠를 중

재하였지만 Tsai 등의 연구와 같이 혈청 BDNF 의 유의한 증가는 발견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되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러한 사실은 50-64 세의 중년층에게도 1 회성의 저·중강도의 운동은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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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NF의 농도의 일시적 증가에 영향을 줄 만한 충분한 자극이 되지 못한다

는 점과 이러한 사실이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 뿐 아니라 인지적 처

리, 신체 협응 등을 통해 인지적 자극이 더욱 주어지는 과제학습형 운동

(TEG)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운동 강도의 부족은 유형에 따

른 변화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에 따른 운동 중

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강도가 적용될 필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1 회성 운동을 통한 혈중 BDNF

농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고 혈중 BDNF 의 농도가 체력, 나이,

성, 체중, 영양상태, 정신질환, 당뇨, 고혈압, 채혈 시간 등 여러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Knaepen et al., 2010; Tonoli et al., 2014) 본 연구

에서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일반화는 어려우며 중년 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

로 두 운동 유형을 중재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2. 1 회성 운동에 있어서의 운동 유형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

본 연구는 ‘인지’의 하위영역 중 ‘기억’을 측정하기위해 청각 단어학

습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를 이용하였고 즉시회상(IR)

개수, 지연회상(DR) 개수, 전체회상(TR) 개수, 즉시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

율(iPP), 지연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dPP), 즉시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

율(iRP), 지연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dRP) 총 7 개의 하위 요소로 나누

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중강도의 1회성 운동이

운동 직후 혈청 BDNF 농도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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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능력에는 일시적 향상을 나타냈다. 즉 즉시회상(IR) 점수에서 과제학습

형 운동군(TEG)은 대조군(CG)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F=3.68,

p<.05)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대조군(CG)과 비교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연회상(DR) 점수

에서도 즉시회상(IR)과 마찬가지로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이 대조군(CG)

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즉시회상(IR) 개수와

지연회상(DR)개수를 합한 전체회상(TR)에서도 과제학습형 운동군(TEG)

은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과 달리 대조군(CG)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보다는 과제

학습형 운동군(TEG)이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일화기억)의 일시적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다. 하지만 비과제학습형 운동

군(NTEG)은 대조군(CG)에 비하여 즉시회상(IR), 지연회상(DR)에서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걷기, 달리기와 같은 비과제학습

형 운동에서 ‘주의’,’실행기능’등의 다른 인지기능을 평가할 때는 중강

도의 운동이 효과적이지만 ‘기억’관련 과제를 수행할 때는 저-중강도보

다는 고강도에서의 운동이 더 큰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일

치한다. 가령 Griffin은 평균 22세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이클 ergometer

를 이용한 점증부하운동(Graded exercise test, GXT)을 실시하고 학습 및

장기기억을 평가하는 ‘ Face-name matching test ’ 와 ‘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을 평가하는 ‘Stroop word-color task’를 수행한

결과 후자의 수행 점수는 향상되지 않은 반면 전자의 수행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Griffin et al., 2011). 또한 Winter 는 평균 22세

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약 40 분간의 중강도 달리기 운동(2mmol 이하의 혈

중 젖산 수준) 및 6 분간의 고강도 달리기(10mmol 이상의 혈중 젖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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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단어학습검사(vocabulary learning task)’를 시행한 결과

고강도에서의 수행이 중강도 및 대조군의 수행보다 20% 더 빠른 단어 학

습의 수행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Winter et al., 2007). 앞에서 언급하였듯

‘기억’관련 인지과제가 고강도 운동에서 더욱 큰 수행력을 발휘하는 것은

기억이 주로 ‘ 뇌측 측두엽 ’ 과 ‘ 해마 ’ 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Hamilton 과 Rhodes 에 따르면 해마는 ‘기억’을 관장할 뿐 아니라 강도

높은 움직임에 대한 감각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오히려 그러한 움

직임을 만들어 내는 명령자의 역할을 수행한다(T. McMorris, 2015). 따라

서 해마를 자극하고 해마에서의 BDNF 생성을 증가시켜 1 회성의 비과제학

습형 운동을 통한 기억관련 과제의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를 높게 설정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원리는 중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과제학습형 운동의 경우 고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회상 검사에서 보여준 유의한 결과는 이러한 운동형태는 운동

의 강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비과제학습형 운동과는 다른 기전으로 해마 및

뇌의 기타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어 회상검사는 회상한 개수에 대한 양적평가 뿐 아니라 제시된 단어 목

록에 대한 회상 비율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MCI, AD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른 계열위치곡선을 보인다고 보고된다.

즉 이러한 대상자들은 초두위치에 대한 회상율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보상기제로 최신 위치에 대한 회상율이 크게 증가

한다(La Rue et al., 2008).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초두위치의 회상율, 특히

지연회상에서의 초두위치 회상율이 MCI, AD 또는 기타 인지저하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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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선별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runo et al., 2013;

Howieson et al., 2011; Takayama,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쇠퇴가 나타날 수 있는 노

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중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운동 중재 전 초두 위치에 대한 회상율이 낮지 않았다. 또한 즉시회상 및

지연회상에서의 초두위치 회상율이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를 보

였으나(p<.001, p<.01) 즉시회상의 경우 대조군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

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연회상에서는 대조군 및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과제학

습형 운동군(TEG)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하지만 Pesce 등은 11-12 세 남녀학생 52 명을 대상으로

서킷 운동과 팀게임을 저-중강도(각각 약 146 bpm/11.3 RPE, 137

bpm/10.6 RPE)로 각각 다른 날 중재한 결과 지연회상에서는 최신위치에서

두 운동이 운동 중재가 없이 측정했던 점수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즉

시회상에서는 중재 없이 측정한 점수보다 팀게임을 했을 때만 초두위치 및

최신위치의 회상율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Pesce et al., 2009).

이렇게 연구마다 단어회상 개수에 대한 양적 평가와 계열위치효과를 이용

한 질적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운동중재에 따른 단어회상

개수 및 계열위치효과에 관한 논문의 절대적 부족, 과제자체의 비 동질성,

대상자의 연령, 성, 건강상태, 운동 강도 등으로 야기되는 결과의 비일관성

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일관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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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있어서의 운동 유형에 따른 혈

중 BDNF 의 변화

본 연구는 4 주간의 지속적 운동 후 운동 유형에 따른 안정 시 혈청

BDNF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 주간의 운동은 유형에 상관없이 운

동 전·후에 따른 그룹 내 유의한 변화 및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운동의 기간이다. 본 연

구는 4 주라는 짧은 운동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동물실험의 경우 1 주간의

자발적 운동이 안정 시 해마의 BDNF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

(Gomez-Pinilla, Vaynman, & Ying, 2008), 임상연구의 경우 평균 22.7 세

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주 4회 5주간(40분/회) 중강도의 자전거 운동

을 중재한 결과 안정 시 혈장 BDNF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

(Zoladz et al., 2008)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8주 이

하에서는 안정 시 혈청 BDNF 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

거나, 12 주 이상의 지속적 운동에서 안정 시 BDNF 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

하였다(전용균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원인을 짧은 운동 기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강한 대상자

에 있어 8 주 이상의 지속적 운동이 말초 수준에서의 안정 시 혈중 BDNF

농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존재한다(조원제, 2015;

Erickson et al., 2011). 또한 운동선수의 경우 오히려 안정 시 낮은 수준의

혈중 BDNF 가 보고되기도 하며 이를 혈중 BDNF 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Babaei et al., 2014) 적어도 건강한 일반인에게서는

BDNF 이용의 효율성 및 천정효과로 인해 안정 시 BDNF 의 농도에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Knaepen 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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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BDNF 의 농도의 범위는 1.5~30.9ng/ml 였으며 노화에 따른 인지적

감퇴 및 만성 질환자들은 대체로 10ng/ml 이하의 농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 무게, 영양, 체력, 나이, 대사질환 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감한다(Knaepen et al., 2010).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

자들의 평균 농도는 약 24.2ng/ml 였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혈청 BDNF

농도는 아니기에 4 주간의 운동 중재가 천정효과로 인해 안정 시 혈청

BDNF의 농도에 유의한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4 주간의 지속적 운동에 있어서의 운동 유형에 따른 인

지기능의 변화

본 연구는 4 주간의 유형별 운동프로그램이‘인지’의 하위영역 중‘기억’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각 단어학습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를 이용하였고 즉시회상(IR) 개수, 지연회상(DR)

개수, 전체회상(TR) 개수, 즉시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iPP), 지연회상 시

초두위치 회상율(dPP), 즉시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iRP), 지연회상 시

최신위치 회상율(dRP) 총 7 개의 하위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먼저 단

어 회상 개수에 대한 양적 평가에 있어 즉시회상(IR)은 그룹 내 시간에 따

른 변화 및 그룹 간 차이, 시간×그룹의 교호작용에서 어떠한 변화도 나타

나지 않았으며, 지연회상(DR) 및 전체회상(TR)에서만 그룹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p<.01, p<.01). 이에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지연회상(DR)에서는 비과제학습형 운동군(NTEG)과 과제학

습형 운동군(TEG)에서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t=-



94

3.2, p=.009 / t=-3.012, p=.013), 전체회상(TR)에서도 비과제학습형 운

동군(NTEG)와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에서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t=-2.508, p=.031 / t=-2.492, p=.032) 유의한 그룹 간

차이 및 시간과 그룹 간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운동은

기억을 포함한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상

기와 같은 결과들이 도출된 원인은 불충분한 중재기간과 대상자의 특성(일

반인)에 따른 천장효과의 결과로 분석된다. 가령 ten Brinke 등은 70~80세

MCI 여성을 대상으로 6 개월간 주 2 회의 걷기운동을 수행한 결과 일화기억

과 관련이 있는 좌측 해마의 크기가 증가했으며 이는 RAVLT(Rey’ s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의 일부 항목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여(ten Brinke et al., 2015) 본 연구와 같은 운동형태, 강도, 빈도, 기

간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자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계열위치효과를 이용한 질적 평가에서는 즉시회상 및 지연회상에서

의 초두위치 회상율에서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p<.01, p<.01). 이에 그룹 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사후검정 결과 즉시회

상의 경우 과제학습형 운동군(TEG)과 대조군(CG)에서 그룹 내 시간에 따

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t=-2.527, p=.031 / t=-2.643, p=.027), 지연

회상의 경우 과제학습형 운동군(TEG)에서만 그룹 내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t=-2.964, p=.014) 유의한 그룹 간 차이 및 시간과 그룹

간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 회성 운동과는 달리, 그

리고 양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운동의 유형, 강도보다는 중재 시간의 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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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제기한다. 따라서 추후 건강한 중년층을 대상으

로 장기간의 효과를 연구하거나 짧은 기간 고강도 운동 등의 다양한 연구설

계를 통한 운동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혈중 BDNF 와 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

BDNF 와 기억의 관계는 내측두엽에 존재하는 해마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는 BDNF 가 뇌의 다양한 곳에서 분비되지만 그중 해마가

BDNF 분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는 장기기억 중 일화기

억, 의미기억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BDNF 와 기억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가 있다. Piepmeier 와 Etnier 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1 회성 운동을 통해 증가된 혈중 BDNF 와 인지와의 상관관

계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마다 다른 인지영역을 평

가하고 있으며 설사 같은 인지영역이라 하더라도 영역에 따른 평가항목이

다 다르고 또한 연구마다 다양한 설계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Piepmeier & Etnier, 2015). 본 연구는 운동 전 안정 시, 1회성 및 지속성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각 시기에 대한 혈중 BDNF 농도와 청각 단어학습

검사(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AVLT)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하였으나 모든 시기에서 혈중 BDNF 농도와 AVLT 점수 간의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DNF 가 뇌의 장기강화작용(LTP), 신경가소성

을 통한 기능적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하나의 인자일 뿐 행동적으로 발현

되는 기억과제의 수행을 항상 대변해 주지는 못하고 이러한 결과는 BDNF

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전달물질, 혈관신생, 시냅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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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더 나아가 분자적 수준에서의 신경세포의 생성, 증식, 분화, 생존 을 통

한 여러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산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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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과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의 1 회성 중

재가 중년여성의 혈청 BDNF의 농도 변화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4 주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이 안정 시의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년여성의

인지 감퇴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강도의 1 회성 운동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과제학습형 운동은 AVLT 의

일부항목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둘째, 4 주간 중강도의 지속적 운동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년여성의 안정

시 혈청 BDNF 농도의 유의한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운동군(과

제학습형, 비과제학습형)의 경우 AVLT 일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그룹 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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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정 시, 1 회성 운동 시, 4주간의 지속적 운동 시 중년여성의 혈청

BDNF 농도와 인지기능의 변화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건강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 중재 시 1 회성 운동의 경우

중강도의 운동은 운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혈청 BDNF 의 농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단어학습검사(AVLT)에서는 중강도의 과제학습형 운동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4 주간의 지속적인 중강도 운동은 유형에 관계없

이 안정 시 혈청 BDNF 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단어기억검사의 수행

력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중년 여성의 인지기능 관

련 변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 중재와 운동 기간

을 장기화하여 설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변인도 다양화하여 측정 및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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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건강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1 회성 운동시 고강도의 유형별 운동이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4 주 이상의 지속적 운동을 통해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이 혈청 BDNF 농도 및 인지기능(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4 주 간의 지속적 운동을 고강도로 수행

하여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이 혈청 BDNF 및 인지기능(기억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 노인, 정신 및 대사질환자들을 대상으로4주 간의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시 혈청 BDNF 및 인지기능(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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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exercise

program on BNDF levels and cognitive function

in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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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 exercise prescription

strategies on cognition decline of healthy middle-aged women by

investigating the immediate effect of two different types of acute

exercise program on serum BDNF levels and cognitive function, the

effect of two different types of chronic exercise program on basal

serum BDNF levels and cognitive func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is

two factors(i.e., BDNF level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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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healthy women, aged 50~64 years were recruited from the‘K’

ward office in‘S’city and passed the inclusion criteria, followed by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 task learning exercise

group(TEG)(n=13), which involves complex, non-automatic, and

higher-level cognitive processes, a non-task learning exercise

group(NTEG)(n=13), which involves simple, automatic, and lower-

level cognitive processes, or a control group(CG)(n=13). However,

two participants in the TEG, two participants in the NTEG and three

participants in the CG were ex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ue to their

absence during the exercise program. After allocation, participants in

the NTEG and TEG received a supervised walking and dance sports

program respectively for 50 minutes of moderate intensity

(50~65%HRR)(i.e., acute exercise) expect for the sedentary control

group. Then(i.e., two days after) participants in the NTEG received a

supervised combined walking and band resistance exercise program.

Also, participants in the TEG received a supervised combined sports

dance and cognitive band resistance exercise program. Both exercise

programs consisted of 4 weeks, 2 days per week, and each session

lasted 100 minutes(i.e., chronic exercise) expect for the control group

that kept to their daily routines without participating in any physical

activity program. Physical fitness(muscle strength, abdominal muscle

endurance, lower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body composition(height, weight, body fat percent, soft

lean mass) were measured at baseline, week 4. Also, w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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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function using AVLT(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which

measures a short term memory and an episodic memory, and serum

BDNF levels using ELISA(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 at baseline, immediately acute exercise, week 4.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ute exercise of moderate intensity did not show

significantly change on serum BDNF levels of healthy middle-aged

women regardless of types of exercise, but the task learning exercis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VLT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chronic exercise(4weeks) of moderate intensity did not

show significantly change on basal serum BDNF levels of healthy

middle-aged women regardless of types of exercise, but both exercise

groups(TEG, NTEG) showed the tendency of increase with time within

GROUP on AVLT although it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re were not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basal serum

BDNF levels and cognitive function at all time (i.e., at baseline,

immediately acute exercise, week 4).

In conclusion, an acute exercise of moderate intensity on healthy

middle-aged women do not affect transient change of serum BDNF

levels significantly regardless of exercise types, but a task-learning

exercise affect positive effect on AVLT. Also, a chronic exerc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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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intensity for 4weeks on healthy middle-aged women do not

affect increase of basal serum BDNF levels and memory performance

significantly. We may conclude that these findings result from not lack

of enough intervention periods and exercise intensity but also properties

of participants(i.e., healthy middle-aged) and a consequential celling

effect. However, as many advanced researches show that exercise can

improve cognitive function and has been linked to the increased

expression of BDNF, a follow-up study taking into account enough

intervention periods or exercise intensity on healthy middle aged wome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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