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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이 노인의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에 미치는 영향

유동훈

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서 론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생리 및 대사 능력의 저하로 골격근 약

화와 지방량 증가를 가져오며[1], 전반적인 체력 및 운동 기능의 저하

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2,3].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신체활동과 체력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으며[4],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습관은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체력의 향상과 질병 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그러나 신체활동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의 ‘국민생활체육 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0%가 

정기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한 달에 3회 미만의 체육활동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노인의 건강 문제는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건강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러 선

행연구에서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8,9]. 일반적

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체지방량의 변화 양상은 35세 이후 남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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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60세까지 점차 증가하며, 60세 이후 체지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체중은 감소하여 비만을 야기한다[10]. 또한 노화의 진행에 따른 근

육량 감소와 체지방량 증가는 혈중지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켜 노

인의 사망률을 높인다[11]. 노인들의 비만, 고혈압, 당뇨와 혈중지질 변

인의 긍정적인 개선에 대한 운동 효과의 선행연구들은 무수히 보고되

고 있다[12-14]. 또한 체지방량의 증가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

에서 대사증후군 및 다양한 성인병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간 

기능의 저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 가장 크며 신진대사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

을 해독하고, 단백질의 통합과 소화 효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적혈

구 조절과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16]. 간 기능 검사는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ALT (ala-

nine aminotransferase) 수치로 평가되며, AST는 주로 심장, 간, 횡문근, 

신장, 적혈구의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 분포하며, ALT는 간세포의 

세포질, 신장에 존재한다[17]. AST와 ALT는 간 손상 시 혈청 내로 흘러

나오며, ALT가 AST보다 간 손상 여부를 더욱 특이적으로 반영한다

[18]. 노화에 따른 간의 변화는 대사율 저하, 혈류량 감소, 대사된 소수

성 화합물의 제거 감소 등과 같은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19], 

간의 글루코스 생성을 억제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손상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0]. 노화는 다양한 간 질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

으며, 유해한 예후인자로 작용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킨다[21]. 노화에 

따라 간의 부피와 혈류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사용한 연

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의 부피는 20-40% 감소하게 된다[22]. 규

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의 참여는 노화로 인한 간 기능의 

저하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현재 일부 공중보건소 및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댄스스포츠, 탁구, 체조, 요가, 탄성 밴드 등)이 운영되

고 있으며, 그 중 댄스스포츠, 체조 및 요가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들의 선호도 및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24].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스텝과 방향전환,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

추며 여러 장르의 음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댄스루틴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지루함을 덜 느끼며,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어 재미와 흥미가 큰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서 운동에 따른 상해의 위험이 최소이

며, 유산소성과 무산소성의 특징을 함께 보유한 운동이다[25]. Chodz-

ko-Zaiko et al. [26]은 댄스스포츠가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에게 근력 

및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적합한 운동으로 보고하였으

며, 여러 연구에서 신체조성, 혈중지질 및 인슐린 저항성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28]. 요가는 스트레칭, 밸런

스 및 근력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운동 유형으로[29], 심신 이완을 

위한 호흡과 다양한 동작의 반복적 수행으로 일상생활체력에 관련된 

신체기능, 근력 및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0]. 또한 요가는 동

작이 적은 정적 근수축과 이완의 반복적 실시로 인하여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지방률 감소 및 혈중지질 개선 등 노인

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31]. 이상의 연

구들을 살펴보면, 댄스스포츠 및 요가를 통한 다양한 신체적 · 생리적 

변화들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지만, 두 운동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적용한 후 신체적 · 생리적 변인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와 ALT, AST 등

의 간 기능에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로 다른 

운동유형의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을 노인에게 적용하여 신체

조성, 체력, 혈중지질 및 간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두 운동 프로그램

의 효과와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소재의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신체적 · 정서적 특

별한 질환이 없는 피험자들로써 실험 전 실험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실험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집단의 구

성은 댄스스포츠 집단 12명(남성 6명, 여성 6명), 요가 집단 12명(남성 6

명, 여성 6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Dance sports group Yoga group

Older men  
(n=6)

Older women  
(n=6)

Total  
(n=12)

Older men  
(n=6)

Older women  
(n=6)

Total  
(n=12)

Age (yr) 70.83±5.23 68.00±3.03 69.42±4.34 68.33±1.63 67.33±2.50 67.83±2.08
Height (cm) 165.48±5.99 151.45±6.34 158.47±9.39 165.50±4.76 154.67±3.01 160.08±6.82
Weight (kg) 64.58±13.20 58.53±6.02 61.56±10.28 69.05±9.41 58.72±5.03 63.88±8.99
BMI (kg/m²) 23.40±3.38 25.50±2.12 24.45±2.91 25.17±2.85 24.57±2.28 24.87±2.48
Body fat (%) 25.22±7.76 35.92±3.69 30.57±8.05 28.40±6.11 34.23±3.39 31.32±5.61

Values=mea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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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 및 방법 

1) 신체조성 및 체력 측정 

본 연구에서 신체조성 및 체력 측정은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은 Inbody 720 (Biospace 

Co., Korea)을 이용하여 생체 전기 임피던스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변인은 신장(cm), 체중(kg), 근육량(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체질량지수(kg/m2), 복부지방률(%)을 측정

하였다. 

체력검사(O2run Co., Korea)에서 근력 측정은 악력(kg), 유연성 측정

은 체전굴(cm), 순발력 측정은 서전트 점프(cm)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종목은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채택하였다.

2)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

본 연구에서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는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

램 적용 전후 2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혈액채취는 24시간 충분한 휴

식을 취한 다음 12시간 금식 후 상완정맥을 통하여 10 mL를 채취하였

다. 채취한 혈액은 혈액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헤파린 처리하여 원심분

리 후 혈장만을 분석 전까지 -70°C 냉동 보관하였다. 혈중 지질 성분인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normal range = ≤ 200 mg/dL)과 중

성지방(Triglyceride, TG; normal range = ≤150 mg/dL)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nor-

mal range = male ≥ 35 mg/dL, female ≥45 mg/dL)은 측정용 시약(Asan-

phann Co.，Korea)을 이용하여 효소분석법으로 분석하였고[32], 저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nor-

mal range = ≤130 mg/dl)은 방정식 < LDL-C =TC-(HDL-C-TG/5) >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33]. 

간 기능 지표인 AST (normal range = ≤ 40 IU/L)와 ALT (normal range =

≤ 35 IU/L)는 채취한 혈청(serum)에서 간 기능을 평가하는 생화학적 검사

인 Cobas 702 (Roche Co., USA)를 이용하여 효소활성측정법으로 측정하

였다.

3.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운동 프로그램은 담당 강사로부터 강의계획서를 전달

받았다. 댄스스포츠와 요가 운동 프로그램 모두 1회 60분(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 주 2회, 15주간 실시하였다. 두 운

동 프로그램의 운동강도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Borg [34]가 수정한 운

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여 점진적 증가방

법[1-5주: RPE 11-12(가볍다), 6-10주: RPE 13-14(다소 힘들다), 11-15주: 

RPE 15-16(힘들다)]으로 개인별 운동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운동

을 실시한 집단에 대하여 운동 유형이 달라 운동강도의 설정은 주관

적 운동자각도를 사용하였다.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은 룸바(rumba), 

차차차(cha-cha-cha) 및 자이브(jive)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프로그

Table 2. Dance sports program

Classification Item Method Time 

Warm-up Gymnastics & stretching 10 min

Main  
exercise

Rumba  
(1-5 weeks)

Alemana to Rope Spinning, Opening out to Right & Left, Spiral, Fallaway Rock (Aida 2), 
Spot Turn to Left, Kiki Walk (Fan), Three Alemana, Continues Hip Twist, Continues Circular 
Hip Twist (Fan), Sliding Doors, Advanced Hip Twist & Shadow Check, Three Three

RPE 
11-12

40 min
Cha-cha-cha  
(5-10 weeks)

Basic movement, New York, Spot Turn, Shoulder to Shoulder, Hand to Hand, Three cha 
cha, Time Step, Forward lock & Backward lock, Fan & Hockey Stick, Alemana, Natural Top, 
Natural opening out movement, Closed Hip Twist

RPE 
13-14

Jive 
(11-15 weeks)

Basic Movement, Fallaway Rock, Fallaway Throwaway, Link Rock and Link, Change of Plac-
es Right to Left, Change of Places Left of Right, Change of Hands behind Back, Windmill, 
Stop and Go, Whip Throwaway, Spanish Arms, Rolling off the Arm

RPE 
15-16

Cool-down Gymnastics & stretching 10 min

Table 3. Yoga program

Classification Item Method Time 

Warm-up Neck turn, Hand throw back, Turn shoulder, Result Reverse thrust posture, Ankle twist 10 min

Main  
exercise

Beginner  
(1-5 weeks)

Tree posture, Triangular position Sit, Bend forward Lion posture, Chest-up posture, 
 Camel posture, Baby posture, Tilt posture, Bat posture

RPE 
11-12

40 min
Middle 

(6-10 weeks)
Sit and twist posture, Cat posture, Flipping a bent leg, Get down and twist your upper, 
 Body Cobra posture, Locust posture, Bow posture, Sound breathing (rest), Rolling

RPE 
13-14

Higher 
(11-15 weeks)

Neck posture, Arch posture, Plow position, Stand with a shoulder posture, Fish posture, 
 Abs posture, Capillary motion, Rumor Man

RPE 
15-16

Cool-down Neck turn, Hand throw back, Turn shoulder, Result Reverse thrust posture, Ankle twist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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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다. 신체조성 및 체력에서 모든 측정 항목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조성 및 체력의 모

든 변인에서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의 변화

15주간 댄스스포츠 집단과 요가 집단의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

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에서 모든 측정 항

목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혈

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의 모든 변인에서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15주간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와 요

가 프로그램 적용 후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노화로 인하여 근력, 유

연성, 평형성 및 보행능력 등이 감소되어 체력 저하가 발생되고, 체력 

저하는 신체활동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신체조성의 변화를 유발하

게 된다[35]. 본 연구의 결과, 댄스스포츠 집단과 요가 집단 모두에서 

체중, 근육량,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및 복부지방률 등의 신체조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Shin et al. [36]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탄력밴드, 복

합운동(필라테스+포크댄스)을 16주간 주 2회 실시한 결과, 모든 프로

램은 Table 2와 같다. 요가 프로그램은 아사나 운동요법으로 단계에 따

라 1-5주 초급(9개), 6-10주 중급(9개), 11-15주 고급(8개) 단계를 적용하

였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Table 3과 같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두 집단 간의 측정 변인들의 

변화율을 비교하기 위해 un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two-way repeated measured ANOVA를 실시하

여 상호작용(집단×측정시기)을 분석하였다. two-way repeated mea-

sured ANOVA에 추가하여, 두 집단 간의 측정 변인들의 변화량을 비

교하기 위해 효과 크기(effect size)도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

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실험 전 동질성 검사

실험 전 집단 간 모든 변인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댄

스스포츠 집단과 요가 집단 간에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의 모든 변인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적 조건이 

타당함을 알 수가 있다.

2. 신체조성 및 체력의 변화

15주간 댄스스포츠 집단과 요가 집단의 신체조성 및 체력의 결과는 

Table 4. Homogeneity test

Variables Dance sports group Yoga group t p

Weight (kg) 61.56±10.28 63.88±8.99 -.590 .561

Muscle mass (kg) 39.55±7.04 40.71±5.91 -.437 .667

Fat mass (kg) 19.02±6.19 20.12±4.90 -.482 .634
BMI (kg/m²) 24.45±2.91 24.87±2.48 -.378 .709
% Fat (%) 30.57±8.05 31.32±5.61 -.265 .794
WHR (%) 0.95±0.04 0.95±0.04 .000 1.000
Hand grip (kg) 28.28±6.85 29.49±5.97 -.464 .647
Trunk flexion (cm) 8.18±12.45 14.13±12.71 -1.160 .258
Sargent jump (cm) 15.92±6.14 16.42±6.15 -.218 .829
TC (mg/dL) 236.42±34.33 243.17±40.42 -.441 .664
TG (mg/dL) 118.25±30.02 114.58±40.73 .251 .804
HDL-C (mg/dL) 57.83±19.31 55.42±10.94 .377 .710
LDL-C (mg/dL) 202.23±40.29 210.67±49.98 -.455 .654
AST (IU/L) 40.83±7.20 40.58±4.83 .100 .921
ALT (IU/L) 39.33±7.73 39.08±10.80 .065 .949

Values=means±SD.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
tein-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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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 신체조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et al. [37]도 65세 이상 비

만 여성노인 1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댄스스포츠를 실시한 결

과, 체중, 골격근량 및 체지방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Kim & Choi [38]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여 체지방률은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 Lim & Lim [39]은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

로 12주간 주 3회 요가를 실시하여 제지방량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

만, 체중, 체지방량 및 복부지방률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Kim et al. [40]은 65세 이상 여성노인 14명을 대상으로 9주간 주 3회 댄

스스포츠를 실시하여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는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 체지방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를 살펴보면,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습관 및 운동빈도, 운동강도 및 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근력 및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

램 진행 시 적절한 식이 조절이 선행되어야 근육량 및 체지방률 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41]. 특히 노인들의 경우 전반적으

로 신체의 대사기능과 근육량을 만들어내는 동화작용의 기능이 젊은 

Table 5. Results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Variables Group Pre Post Variation (%) t F Sig Effect size

Weight (kg)
DG 61.56±10.28 60.74±9.80 -1.3

.090 3.657 .069 .143
YG 63.88±8.99 63.99±8.90 0.2

Muscle mass (kg)
DG 39.55±7.04 39.02±6.80 -0.9

.256 1.237 .278 .053
YG 40.71±5.91 40.90±5.84 0.5

Fat mass (kg)
DG 19.02±6.19 18.58±5.94 -2.3

.372 .644 .431 .028
YG 20.12±4.90 20.03±4.71 -0.5

BMI (kg/m²)
DG 24.45±2.91 24.13±2.63 -1.3

.177 2.211 .151 .091
YG 24.87±2.48 24.83±2.28 -0.2

% Fat (%)
DG 30.57±8.05 30.32±8.01 -0.8

.770 .018 .895 .001
YG 31.32±5.61 31.15±5.28 -0.5

WHR (%)
DG 0.95±0.04 0.94±0.04 -0.5

.346 .978 .333 .043
YG 0.95±0.04 0.94±0.05 -1.1

Hand grip  (kg)
DG 28.28±6.85 28.19±7.80 -0.3

.324 .945 .341 .041
YG 29.49±5.97 30.29±6.57 2.7

Trunk flexion  (cm)
DG 8.18±12.45 12.33±8.39 50.9

.588 .034 .855 .002
YG 14.13±12.71 17.86±8.86 26.4

Sargent jump  (cm)
DG 15.92±6.14 18.00±5.49 16.1

.172 .469 .501 .021
YG 16.42±6.15 17.58±7.20 7.3

Values=means±SD. 
DG, dance sports group; YG, yoga group;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Table 6. Results of blood lipids and liver function indicator 

Variables Group Pre Post Variation (%) t F Sig Effect size

TC (mg/dL)
DG 236.42±34.33 208.42±35.70 -11.8

-.077 .000 .994 .000
YG 243.17±40.42 215.25±40.49 -11.5

TG (mg/dL)
DG 118.25±30.02 96.33±26.49 -18.5

-.184 .102 .753 .005
YG 114.58±40.73 94.25±34.86 -17.7

HDL-C (mg/dL)
DG 57.83±19.31 64.25±19.59 11.1

.855 .705 .410 .031
YG 55.42±10.94 59.92±12.33 8.1

LDL-C (mg/dL)
DG 202.23±40.29 163.43±41.26 -19.2

-.387 .034 .855 .002
YG 210.67±49.98 174.18±47.19 -17.3

AST (IU/L)
DG 40.83±7.20 38.17±18.03 -6.5

.264 .085 .774 .004
YG 40.58±4.83 36.58±7.28 -9.9

ALT (IU/L)
DG 39.33±7.73 31.92±9.34 -18.9

-.821 .537 .471 .024
YG 39.08±10.80 33.83±10.21 -13.4

Values=means±SD. 
DG, dance sports group; YG, yoga grou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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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노인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시 신체조성

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3회 이상의 운동빈도에서 체지방률 감소의 결

과를 보여, 추후 연구에서 적절한 영양섭취와 3회 이상의 운동빈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에 노인들의 신체조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체력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거나 신체활동량이 저하하면 감소

하게 된다. 60대 이후에는 순발력, 유연성 및 평형성이 급격히 저하되며, 

전반적인 체력 수준이 30대에 비하여 60-70% 수준으로 낮아지며, 70대

에는 근력, 근지구력과 민첩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2]. 본 연구에서는 여러 체력 측정 항목 중 근력, 유연성 및 순발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근력 측정에서 악력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체력 

변인이며, 노인의 경우 악력이 건강과 상관성이 높은 중요한 건강관련 

체력 요소로 알려져 있다[43]. 본 연구에서 악력은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Oh et al. [44]의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요가와 유산소운동의 복합운동을 실시하여 

악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노인의 체력특

성과 관련한 유연성은 노인의 관절 통증 및 관절염과 밀접한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45]. Ahn et al. [46]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

회 요가를 실시하여 상지 및 하지 유연성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Yu et al. [47]도 남녀 노인(남 15명, 여 15명) 3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여 유연성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일반

적으로 댄스스포츠보다 요가 프로그램이 유연성 향상에 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48], 이는 요가 프로그램이 유연성이 집중

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댄스스포츠 집단은 50.9%로 요가 집단의 26.4%보다 높은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 차이는 없었지만, 일

부 몇 명의 대상자로 인하여 요가 집단이 유연성이 높은 측정값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측정에 있어서 최고점이나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상승효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인 

것으로 사료된다. 순발력 측정인 서전트 점프는 댄스스포츠 집단이 

16.1%로 요가 집단의 7.3%보다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이는 댄스스포츠

의 경우 하지의 대근육이 주로 사용되고, 특히 빠르고 느린 다양한 스

텝의 움직임들이 순발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혈중지질 변인들은 건강 및 심혈관 질환 관련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노화로 인한 지방대사의 변화는 혈중 TC, TG 및 LDL-C 농도는 증가

하고, HDL-C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본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집단과 요가 집단 모두 TC, TG 및 LDL-C 농도는 감소하

고, HDL-C 농도는 증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비

교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댄스스포츠, 요가와 

혈중지질 변인들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et al. [40]은 여성노

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여 TC와 LDL-C는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 TG와 HDL-C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Lee et al. [37]은 비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여 TG와 LDL-C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 TC와 HDL-C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Kim et al. 

[50]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요가를 실시하여 TC, TG 

및 HDL-C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LDL-C는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

다. Kim [51]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요가를 실시하여 

TC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지만, TG, HDL-C 및 LDL-C는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혈중지질들의 변인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고하

고 있다. 이는 피험자의 연령 및 호르몬의 차이, 운동유형과 운동 강도 

· 시간 · 빈도 · 기간 등에 따라 혈중지질 변인들의 농도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며[52], 일반적으로 혈중지질의 개선은 장기간 운동 시 에너지 

소비량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식이요법과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53].

노화는 간의 구조 및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간내 혈관

내피세포(hepatic sinusoidal endothelial cells)를 포함한 간 세포의 다양

한 변화와 관련된다[54]. 이러한 변화는 간의 혈류량 감소와 관련이 있

으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40세 미만의 사람에 비해 간의 혈류량이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5]. 이러한 노화로 인한 간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23]. 간 

기능과 운동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et al. [56]은 여성노인 10

명을 대상으로 8주간 밸런스운동을 포함하는 복합운동을 실시하여 

ALT와 AST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57]

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 1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서키트운동 프로그

램을 적용한 결과, ALT와 AST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oh 

et al. [58]은 여성노인 1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아쿠아로빅을 실시하여 

AST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지만, ALT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Kim [59]은 비만 중년 여성에게 12주간 댄스스포츠를 적용하

여 ALT와 AST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댄스스

포츠와 요가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AST와 AL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ALT는 댄스스포츠 집단은 -18.9%, 요가 집단은 -13.4%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 AST의 상승은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며, ALT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에 의해 발

생하는 지방간과 관련이 있다[60]. 따라서 본 연구의 ALT의 결과는 15

주의 장기간 두 운동 프로그램이 간에서 지질의 산화를 자극하고, 지

방합성을 억제하여 간의 중성지방 축적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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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15주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

는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

질 및 간 기능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댄스스포츠와 요가는 서로 다른 유형의 운동 프로그램이지만, 장기간 

운동 시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질 및 간 기능 지표에서 두 프로그램 간

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 모

두 체력 변인 중 유연성, 혈중지질과 간 기능 지표 중 AL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유지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댄스스포츠와 요가 프로그램 모두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신체적 · 생리적 변인들의 개선과 유지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현장에서 통제군의 확보가 어려워 통

제군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제군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두 운동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어 성별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사전에 동질

성 검정을 하였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

에서 남녀를 구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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