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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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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매란 인지장애를 수반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발병 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1-3]. 이러한 치매 증

상은 옷 입기, 대소변 조절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 일상생활능력을 상

실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4].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고통을 야기

한다[5]. 치매환자의 보호자 중 50% 이상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 파산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6].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치매질환이 발생하면 치매환

자 개인은 물론 보호자의 삶까지 황폐화된다[7].

치매는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보건복

지부 중앙치매센터[8]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6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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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dementia research based on physical activit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S: 2025 keywords were extracted using Python, from 957 papers cited in PubMed over a 6-year span from 2013 to February 
2018. Research trends were classified into introduction period (2013-2014), diffusion period (2015-2016), and settlement period 
(2017-2018) to confirm the temporal change. To identify research trends, frequency analysis,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and rate of 
change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Excel program and NetMiner 4.3 softwar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dementia research based on physical activity were 
exercise (145), cognition (108), and aging (88). Second, when we look at the words associated with the top 3 keywords classified by the 
central value of connection, ‘exercise’ is connected to ‘depression’, perception is ‘prevention’, and aging is ‘gait’. Third, in the diffusion 
period (2015-2016) based on the introduction period (2013-2014),  keywords such as ‘stress’, ‘neurodegenerative disease’, ‘obesity’, 
and ‘memory’ were increased, and ‘walking’, and ‘odds ratio’ keywords were tend to decreased Moreover, the settlement period (2017-
2018), ‘nursing home’ and ‘elderly’ keywords were increased and ‘huntington’ keyword was decreased.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future dementia research based on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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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중 9.8%에 달하며, 2024년에는 치매환자 100

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전체 의료비는 

2010년 7,854억에서 2014년 1조 6,142억으로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증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원부담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8, 재인용].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에 대한 심각성 및 치매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술

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치매 진단 및 치료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는 약물요법을 중

심으로 한 의과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동안 의과

학 분야에서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치

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심리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약

물치료 방안을 주로 제안해 왔다[9]. 그러나 약물치료는 일부 치매 환자

에게만 효과가 있으며 심지어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이에, 최근 신체활동 및 인지치료 등 비 약리적인 방법으로 치

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11-13]. 반면, 국내에서

는 효과적인 치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신체활동은 비약물적인 치매치료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9]. 그 

이유는 다수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참여는 치매 발병 위험 및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14-16]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 치료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유

형, 신체활동 빈도, 그리고 신체활동 강도[17], 신체활동 중재요인[18]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신체활동

을 주제로 한 많은 치매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무엇을 규명하여 왔는

지, 어떤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지, 연구자가 빈번하게 관심 갖는 주제

는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신체활동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총체

적 관점에서의 조망이 요구된다. 연구동향분석을 통하여 신체활동을 

주제로 하는 치매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신체활동과 치매에 대

한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에 관한 치매연구의 발전 수준을 확인

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동향을 파악하거나 학문분야의 발

전방향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19-23].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은 선행연구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를 산출하고 동시출현 키워드 간 유사도를 분

석지표로 삼는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여 키워드 간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간

의 관계를 통하여 지식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연구동향을 파악하거나 미래의 유망지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가

능하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치매관련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주제로 가장 빈

번히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부가적으로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의 동향을 시계열적 

측면에서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체활동 관련 치매연구

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PubMed 데이터베이스의 논문자료를 활용하였다. PubMed는 

미국의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에 위치한 

논문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로 의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논문자

료를 수록하고 있다[24]. 이 연구의 부가적 목적인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의 동향을 시계열적 측면에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점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야 한다[23,25]. 이에 따라 이 연구는 PupMed에서 수록하고 

있는 논문의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구간으로 시기를 구분하

였다. 논문 발행 시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연구는 2012년 이

전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 연구가 

급속도로 관심을 받은 시점인 2013년을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시작 시

기로 규정한 후, 2년을 주기로 단기적 연구동향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계획하였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의 연구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013년부터 

폭발적인 증가가 시작된 시점을 신체활동 주제의 치매연구 도입기

(2013-2014년)로 정의하고, 도입기 이후 2년을 주기로 신체활동 주제의 

치매연구 확산기(2015-2016년)와 신체활동 주제의 치매연구 정착기

(2017-2018년)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였다. 

PubMed에서 논문 검색을 위해 사용한 키워드는 ‘신체활동’, ‘치매’

이며, 이들 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논문은 전체 997편이다. 분석에 포함

된 2013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적용한 논문은 모두 957편(키워드; 

2,025개)이다. 이 연구에 활용된 논문 편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분석절차

이 연구는 대상문헌선정, 키워드수집, 유사도행렬 도출,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및 시각화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분석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분석의 대상문헌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 대상문헌을 

PebMed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및 치매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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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 Python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문헌으로부터 연구자가 주요어

로 제시한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키워드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제목, 연구년도, 연구자, 키워드 순으로 코딩하였다.

3단계: 수집된 키워드에 대하여 연도×키워드의 2-mode 행렬을 산

출하였다. 이후 동시출현 단어를 도출하고 동시출현한 단어 간의 유사

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키워드 간 유사도를 계산에 사용되는 자카드계

수(Jaccard’s Coefficien)를 활용하였다. 유사도 계수를 활용하여 키워

드×키워드 행렬을 1-mode 행렬로 변환시켰다.

4단계: NetMiner 4.3을 활용하여 연결중앙성 값을 지표로 한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신체활동 관련 치매 연구동향을 시계열적 관점에서 파악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째, 연구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ubMed에서 제공하고 있는 25년간의 자료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주요 키워드로 사용된 Top 3를 추출하여 Top 3 키워드

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Top 3의 주요 키워드를 활용

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이유는 한정된 소수의 정보에 대한 

분석은 보다 효율성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이를 

위하여 NetMiner 4.3을 활용하여 연결중앙성을 지표로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중앙성은 키워드들의 연결 관계를 측정하

는 척도로서 특정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23]. 연

결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연구에 많이 등장하였음을 의

미하고, 다른 핵심 키워드와 공통으로 연구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연구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7]. 연결중앙성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 1>        di: 절대 연결정도 중심성

          n: 네트워크 전체 노드수

셋째, 구간별(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연구 키워드의 변화 경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연결중앙성 값을 토대로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도입기

를 기준으로 한 확산기와 정착기의 키워드 변화를 통하여 상승키워드

(도입기에 비해 키워드 중앙성이 높아짐), 하강키워드(확산기에 비해 

키워드 중앙성이 낮아짐)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키워드의 중앙성 값

의 변화율의 산출 공식은 <식 2 >와 같다.

<식 2 >

 

여기서,  은 도입기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 연결중앙성 값,  는 확

산기 혹은 정착기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앙성 값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 키워드 빈도분석

이 연구는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가 급속도로 관심을 받은 

시점인 2013년 기점으로 2018년 2월까지의 논문자료에 제시된 키워드

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2013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가

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운동(exercise, 145회)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가 선정한 주요어가 20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는 21개이며, 40회 이상 

연구에 사용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운동(exercise, 145회), 인지(cogni-

tion, 108회), 노화(aging, 88회),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

ment, 57회),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41회), 기억(memory, 40회) 순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

서 운동, 인지, 노화에 대한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전체 키워드에서 독

점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 관련 주요 키워드 Top 3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운동, 인지, 노화 키워드의 출

현빈도와 연결중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연구에 많이 등장하였음을 의미하고, 다른 핵심 

키워드와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연구주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운동, 인지, 노화를 핵심 키

워드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1. Data of research target  

Years Paper no. Analysis

1993 1 Except
1996 1 Except
2004 1 Except
2006 1 Except
2008 4 Except

2009 4 Except
2010 6 Except
2011 7 Except
2012 12 Except
2013 70 Introduction stage

2014 150 Introduction stage
2015 203 Growth stage
2016 213 Growth stage
2017 297 Maturity stage
2018 24 Maturity stage
Introduction stage: 2013-2014
Growth stage: 2015-2016
Maturity stage: 2017-2018. 02. 

n-1
di

Rate of change =
X1

×100Xi-X1

X1 Xi



http://www.ksep-es.org14 |� Jiwun Yoon, et al.  •  Research Trend in Dementia Based on Physical Activity  

Vol.28, No.1, February 2019: 11-21

1) 운동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첫 번째 핵심 키워드인 운동(exercise)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Table 2, Fig. 2와 같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 키워드

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는 ‘우울증(depression, DC: 0.616)’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DC: 

0.161)’, ‘파킨슨(Parkinson, DC: 0.140)’, ‘헌팅톤(Huntington, DC: 0.140)’, 

‘걷기(walking, DC: 0.140)’, ‘재활(Rehabilitation, DC: 0.140)’ 등의 키워드 

역시 운동 키워드와 함께 출현하는 키워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운동 키워드를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주로 증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우울증, 경도인지장애), 질환 관련 키워드(파킨슨, 헌팅톤), 신체활동 

관련 키워드 (걷기, 재활) 등의 연구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

다. 첫째, ‘우울증’, 및 ‘경도인지장애’는 치매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이다[28]. 또한 운동과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과 ‘헌팅톤병’에서 치

매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29], 발병 시 인지기능, 감정조

절 기능 및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운동중재를 통하여 개선 효과

[30,31]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체활동 관련 키워드로 

‘걷기’와 ‘재활’ 키워드가 활용된 것은 치매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와 보행 간 상관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나타나는 보행속도 및 보폭의 감소를 포함

한 보행패턴의 이상은 다수의 연구보고[32,47]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

다. 또한 걷기는 치매 위험인자를 감소[33]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

드들이 운동관련 키워드로 도출되었다고 사료된다.

Fig. 2는 운동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결중앙성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키워드를 나타내는 노드의 크기가 클 

수록 연구자들이 연구 키워드로 사용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노드 간 연결거리가 짧을수록 키워드 간 유사성이 높은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반면, 링크의 굵기는 키워드 간 연결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링크의 굵기가 굵다(강한 연결)는 것은 특정 키워드와 공통으로 

출현한 키워드의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을 토대로 Fig. 2에서 운동 키워드와 함께 빈번한 키워

드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 Top 3와 관련된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나타난 ‘우울증(depression)’은 ‘고

혈압(hypertension)’,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행동증상(behav-

ioral symptoms)’, ‘수면(sleep)’ 등의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

Fig. 1. Dementia research related keywords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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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Centrality of Exercise-related keywords  

No. Keyword DC

1 Depression 0.226
2 Mild cognitive impairment 0.161
3 Parkinson 0.140
4 Huntington 0.140
5 Rehabilitation 0.140
6 Walking 0.140
7 Executive Function 0.129
8 Hypertension 0.129
9 Psychological Symptoms 0.108

10 Pain 0.108
11 Rthostatic Hypotension 0.108
12 Hip Fracture 0.108
13 Cachexia 0.108
14 Behavioral Symptoms 0.108
15 Antiresorptive Drugs 0.108
16 Cognitive Function 0.108
17 Training 0.108
18 Balance 0.108
19 Prevention 0.108
20 Intervention 0.097

DC, Degree Centrality.



http://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19.28.1.11

� 윤지운 외��•��신체활동을�주제로�한�치매연구동향�분석� | 15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인지기능 키워드와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경도인지장

애(mild cognitive impairment)’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갖는 키워드는 

‘생활방식(life-style)’, ‘레저활동(leisure activity)’, ‘중재(intervention)’, ‘경

도치매(longitudinal dementia)’, ‘저항운동(resistance exercise)’, ‘예방

(prevention)’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예방은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 4개(파킨슨, 헌팅톤, 

걷기, 재활) 키워드가 공동 순위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팅톤’과 ‘파킨슨’ 그리고 ‘재활’ 

키워드는 함께 출현하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세 개의 키

워드는 서로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공통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성질환인 파킨슨과 헌팅톤은 보다 강한 연결을 갖

고 있으며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함께 연결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활 키워드의 경우 ‘걸음걸이(gait)’, ‘균형성(balance)’, ‘비

디오게임놀이(video game play)’ 등의 키워드와 연결을 갖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걷기(walking)’, 키워드는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 

‘1차 진료에서 신체활동 촉진(physical activity promotion in primary 

care)’, ‘신체활동 및 운동방법론(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methodol-

ogy)’ 등의 키워드와 연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인지(cognition)’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 결과는 Table 3, Fig. 3과 같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 키

워드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는 ‘예방(prevention, DC: 

0.177)’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울증(depression, DC: 0.139)’, ‘경도

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DC: 0.127)’, ‘인지장애(cognitive 

impairment, DC: 0.101)’, ‘스크리닝(screening, DC: 0.101)’, ‘케어플랜

(gondozasi terv, DC: 0.101)’ 등의 키워드 역시 인지 키워드와 함께 출현

하는 키워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지 키워드를 주제로 한 치매

연구에서 예방 키워드로 한 연구와 함께 증상을 나타내는 키워드(우

울증, 경도인지장애, 인지장애), 치료관련 키워드(스크리닝, 케어플랜) 

등의 연구 키워드가 주제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Fig. 2. Exercise related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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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이유를 Top 3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

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방’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된 원인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뇌질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기능을 발달시킴과 동

시에 뇌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34]. 즉 신체활동이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치매의 위험요소를 감소시

킴으로써 치매 예방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

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추측은 

치매의 조기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의 1차 

예방의 중요성[35]이 보다 강조되기 때문으로 치매 예방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크리닝’과 

‘케어플랜’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 것 역시 치매예방 및 치료와 밀접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증상관련 키워드인 우울증, 경도인지장애, 인지장애는 앞서 

논의했다시피 치매발병 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며[28], 우울증과 경

도인지장애의 경우 치매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도 하다. 또한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치

매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감소[36]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주

제로 다수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Fig. 3은 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결중앙성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인지 키워드와 함께 빈번한 키워드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 

Top 3와 관련된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나타난 ‘예방(prevention)’은 ‘질병역학(epidemiology)’, ‘위험

요소(risk factor)’, ‘혈관성치매(vascular dementia)’,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등의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예방은 질병역학, 위험요인과 보다 강한 연결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우울증(depres-

sion)’은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걸음걸이(gait)’, ‘응급실(emer-

gency room)’, ‘노인(elderly)’ 등의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 중 인지장애와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과 인지기능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

한다[37]. 세 번째 핵심 키워드로 확인된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는 ‘노인(elderly)’, ‘가속도계(accelerometer)’,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예방(prevention)’ 등의 키워드가 주제어로 함께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관성 치매 주제어는 예방 및 경도인

지장애 키워드와 공동으로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세 번째 핵심 키워드인 ‘노화(Aging)’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Table 4, Fig. 4와 같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화 키워

드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는 ‘걸음걸이(gait, DC: 0.157)’

와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DC: 0.157)’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뇌졸중(stroke, DC: 0.143)’,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DC: 0.129)’, 그리고 ‘우울증(depression, DC: 0.129)’, ‘재활(rehabilita-

tion)’ 등의 키워드 역시 노화 키워드와 함께 출현하는 키워드인 것으

Table 4. Degree centrality of aging-related keywords  

No. Keyword DC

1 Gait 0.157
2 Mild cognitive impairment 0.157
3 Stroke 0.143
4 Executive Function 0.129
5 Depression 0.129
6 Rehabilitation 0.129
7 Bdnf 0.114
8 Aged 0.114
9 Memory 0.114

10 Risk Factor 0.114
11 P Creb 0.1
12 Ovariectomy 0.1
13 Frailty 0.1
14 Catalase 0.1
15 Behavioral Test 0.1
16 3Xtg Ad Mice 0.1
17 Lifestyle 0.1
18 Physical Exercise 0.1
19 Magnetic Resonance Imaging 0.1
20 MRI 0.1

DC, Degree Centrality.

Table 3. Degree centrality of cognition-related keywords  

No. Keyword DC

1 Prevention 0.177
2 Depression 0.139
3 Mild cognitive impairment 0.127
4 Cognitive Impairment 0.101
5 Screening 0.101
6 Gondozasi Terv 0.101
7 Prevencio 0.101
8 Oregedes 0.101
9 Szres 0.101

10 Frailty Syndrome 0.101
11 P Creb 0.1
12 Ovariectomy 0.1
13 Frailty 0.1
14 Catalase 0.1
15 Behavioral Test 0.1
16 3Xtg Ad Mice 0.1
17 Lifestyle 0.1
18 Physical Exercise 0.1
19 Magnetic Resonance Imaging 0.1
20 MRI 0.1

DC,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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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화 키워드를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키워드(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질병관련 키워드(뇌졸중)와 

함께 기능관련 키워드(걸음걸이, 실행기능) 등의 연구 키워드가 주제

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Top 3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측

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걸음걸이’가 핵심 키워드로 도출된 원

인은 치매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걸음걸이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증상으로서 치매초기 보행기능의 감소, 보행 수의 변화 

등[38]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보고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질병관련 키워드인 뇌졸중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된 것은 뇌졸중과 치매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뇌졸중 발병 후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9,40]. 또한 뇌졸중이 혈관성 병변으로서 알츠하이머성 치

매와 관련성[41]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노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결중앙성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노화 키워드와 함께 빈번한 키워드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 

Top 3와 관련된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인 ‘걸음걸이(gait)’는 ‘노인(elderly)’, ‘헌팅톤(huntington)’, ‘이중

과제(dual task)’, ‘주의(attention)’, ‘조용한 뇌졸중(silent stoke)’ 등과 주

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이중과제, 그리고 

헌팅톤과 강한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걸음걸이에 

대한 키워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때 주로 노인, 이중과제, 헌팅톤

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사용됨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

pairment)’ 키워드는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뇌졸중(Stroke)’과 연결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개의 키워드는 ‘해마(Hippocam-

pus)’ 키워드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 

연결을 갖는 ‘경도인지장애’ 및 ‘해마키워드’와 강한 연결을 갖는 키워

드는 ‘알츠하이머치매(AD)’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을 주제

로 한 치매 연구에서 노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로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 키워드가 사용될 때 주로 해마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

Fig. 3. Cognition related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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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기능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연구에서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뇌졸중 후 치매가 해마의 신경세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알

츠하이머 및 혈관성치매군의 해마크기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

과들이 이를 지지해 준다[42,43]. 

3. 구간별 키워드 변화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 키워드를 활용하여 연구경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연결중앙성 값을 토대로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신체활

동을 주제로 한 치매 연구가 폭발적인 증가가 시작된 시점을 도입기

(2013-2014년), 확산기(2015-2016년), 정착기(2017-2018년)로 구분하여 

키워드 변화를 산출하였다. 키워드 변화는 각 연구 키워드의 연결중앙

성 값이 도입기보다 높아졌을 때를 상승키워드, 연결중앙성 값이 도입

Table 5. Variation of keyword by interval based on Degree-centrality

Division Diffusion-period (2015-2016) RC* (%) Fixation-period (2017-2018) RC* (%)

Rising key words Stress
Neurodegenerative Disease
Obesity
Memory
Brain-neurotrophic factor

581
469
440
412
359

Nursing Home
Older People
Vascular Dementia
Brain-neurotrophic factor
Actigraphy

251
197
185
143
132

Descending key words Dual Task
Intervention
Stroke
Odds Ratio
Walking

-73
-75
-81
-84
-84

Dual Task
Mri
Chorea
Behavior
Huntington

-70
-73
-74
-76
-87

*RC=Rate of Change: calculated the rate of change of connection centrality based on the introduction period.

Fig. 4. Aging related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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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낮아졌을 때 이를 하강키워드로 정의하였다. 키워드 변화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도입기를 기준으로 확산기에 상승한 

키워드는 ‘스트레스(stress, 581% 증가)’로 나타났으며 ‘신경 퇴행성질환

(neurodegenerative disease, 469% 증가)’, ‘비만(obesity, 440% 증가)’, ‘기

억(memory, 412% 증가)’, ‘뇌신경영양인자(brainneurotrophic factor, 

359%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기를 기준으로 확산기에 하강

한 키워드는 키워드로 ‘이중과제(dual task, -73% 하강)’, ‘중재(interven-

tion, -75% 하강)’, ‘뇌졸중(stroke, -81% 하강)’, ‘질병교차비(Odds Ratio, 

-84% 하강)’, 그리고 ‘걷기(working, -84% 하강)’로 나타났다. 확산기에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 키워드에서 ‘스트레스(stress)’, ‘신경 퇴

행성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 ‘비만(obesity)’, ‘기억(memory)’, 

‘뇌신경영양인자(brainneurotrophic factor)’ 등의 키워드가 상승하고 

‘걷기’, ‘질병교차비’ 등의 키워드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확

산기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보다 치매환자의 간병인에 대한 관심

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가 증가[44]하면서 치매보호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45,46]이 다수 제기되면서 

치매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착기에는 ‘요양원(nursing home)’, ‘고령자(older people)’ 등이 

상승키워드로 떠오르고 고령화 뇌질환 중 하나인 ‘헌팅톤(Hunting-

ton)’에 대한 연구가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증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고와 일치

한다[9]. 이 연구에서는 치매연구가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

지 2년 단위 기간을 구분하여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향후 치매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연도별 치매인

구 변화 및 치매 환자의 치료형태(가정, 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주

제로 한 치매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는 신체활동

을 주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

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의 동향을 시계열적 측면

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알고리즘에 기반한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운동(exercise, 145회), 인

지(cognition, 108회), 노화(aging, 88회),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57회),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41회), 기억(memory, 

40회) 순서로 소수 키워드가 독점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운동, 

인지, 노화 키워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

동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우울증(depression)’이며, 인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예방(prevention)’, 노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걸음걸이 

(gait)’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활동을 주제로 한 치매연구의 시계열적 구분에서 키워드 

연결중앙성 값의 변화는 도입기와 비교하여 확산기에 ‘스트레스 

(stress)’, ‘신경 퇴행성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 ‘비만(obesity)’, 

‘기억 (memory)’, ‘뇌신경영양인자(brain neurotrophic factor)’ 순서로 키

워드가 상승하고 ‘걷기’, ‘질병교차비’ 등의 키워드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착기에는 ‘요양원(nursing home)’, ‘고령자(older people)’ 순

으로 상승키워드로 떠오르고 고령화 뇌질환 중 하나인 ‘헌팅톤(Hun-

tington)’에 대한 연구가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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