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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운동중재효과:
메타분석적 접근
은홍범 MS, 백성수 PhD
상명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s on Cognitive Adaptations for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ong-Bum Eun MS†, Seung-Soo Baek PhD†
Exercise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Old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dementia. Exercise is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ognitive declin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s on cognitive adaptation for older adults with MCI
and attempted to identify which specific modality of exercise is more effective.
METHODS: National Assembly library,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Google scholar databases from 1 January 2010 to 31 Oct
2020 were utilized for searching articles related to research purpose. Meta-analysis was conducted with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using the fixed-effect model for the available data without significant heterogeneity, or the random-effect model was used if appropriate.
RESULTS: Through meta-analysis in 13 studies, the combination of aerobic and resistance movements significantly improved cognitive
ability and showed that intervention in a particular week and time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CONCLUSIONS: The Combination of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led to an improvement in cognitive ability and had a positive
effect with a middle effect size on cognitive function in older adults with MCI.
Key words: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Cognition, Older adults, Exercise, Meta-analysis

서 론

MCI의 유병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2,3]. 한국의 MCI 추정 환자는
약 165만 명, 약 22.5%의 유병률이 지속되면 2022년 200만 명, 2032년에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를 가진 노인들은

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되었다[3,4]. 경도인지장애의 관리는

치매(dementia)라는 진단 없이, 하나 이상의 인지장애 즉, 기억력과 집

노인들이 치매를 포함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정상

중력의 감소, 성격과 감정조절의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독립적으로 살

적인 인지 기능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1,2].

기 어렵고 치매의 위험이 큰 특징이 있다[1]. 노인의 약 12%에서 36%가

노화로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질병 예방을 위한

MCI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습관을 노인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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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체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행동변화는 MCI 노

효과적인 운동 중재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련의 메타 분석 연구는 운동중재가 MCI 노
인들에게 인지 기능, 기억 기능 및 심리적 상태를 향상시켰다[5-8]. 그러
나 Gates et al. [9]의 메타 분석에서는 인지 기능에 대한 유의한 긍정적

연구 방법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6개월 동안 러닝 머신, 고정식 자전거

1. 연구 대상

또는 이립티컬(elliptical) 트레이너를 사용하여 심장 박동수의 76-85%

1) 분석대상 문헌의 선정기준

에서 유산소 운동 참여가 심장 및 호흡계 체력, 체지방, 인지, 포도당

MCI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대사,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검증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관련

및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수집하였고, PICOS 프로세스 기준에 따라 만

BDNF), 인슐린유사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s, IGFs), Neuro-

65세 이상 MCI노인 대상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험연구를 선별하였

tropins 등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10]. 또한 6개

다. 메타분석을 위한 선정기준은 ⑴ 국내에서 출간된 MCI환자 대상연

월 동안 매주 2회씩 8회 반복횟수로 시작하여 10-12회 반복횟수로 증

구, ⑵ 운동중재 전과 후의 인지기능 실험연구 그리고 ⑶ 온라인 무료

가시켜 가장 높은 부하에서 노젖기, 레그프레스, 가슴, 종아리, 복부 및

열람이 가능한 문헌이었으며 동일저자가 학위논문을 학술지로 출판

요추 등을 포함하는 큰 근육의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인지 기능

한 경우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메타분석을 위한 문

과 체력을 증가시켰다[11]. 운동 유형(type)에 따라, 운동 중재는 인지

헌의 선정과정은 Fig. 1과 같다.

기능, 혈압, 체질량지수 및 신체 체력을 포함하는 인지 및 신체 적응과
관련이 있다[12-14].

2) 문헌 검색

MCI 노인들의 운동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 유형에 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개별문헌의 수집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

라 운동의 유익한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있다[7,15]. 기존의 메타분

스(RISS), 국회도서관(NAL) 및 구글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활용

석은 유산소 운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주요단어는 ‘노인’ 또는 ‘고령’

검증한 반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저항 운동의 유익한 효과가 노

과 ‘운동’ 또는 ‘신체활동’ 그리고 ‘인지기능’ 또는 ‘경도인지장애’ 및

인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 운동의 효과를 포함하

‘MCI’였으며 검색된 230편의 논문 중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학술지 11

는 추가적인 메타 분석이 필요하다. 저항 운동은 근육량 증가와 관련

편, 학위논문 2편 등 총 13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있고, 이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인지장애의 43% 감소와 관련이 있다
[16].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포함하여

2. 연구절차

운동 유형에 따라 MCI 노인에 대한 인지기능개선을 위한 운동 중재프

1) 메타분석 자료수집

Inclusion Eligibility Screening

Identification

로그램의 영향력을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MCI 노인에게 제안된

자료코딩을 위해 ⑴ 연구자, ⑵ 출판년도, ⑶ 실험집단의 운동중재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 230)
Duplicates found
(N= 12)
Title and abstract screened
(N= 46)
Full-text assessed for eligibility
(N= 38)
Studies included in review
(N= 13)

Records (n = 25) were excluded
with reasons:
1. Review articles
2. Full-texts unavailable
3. With no MCI patients
4. With no measures on cognitive
function
5. Not an experimental study

Fig.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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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인지기능 평균값, ⑷ 표본크기, ⑸ t-value 또는
F-value 및 ⑹ p-valu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평균효과크기와
중재변인별(운동유형), 조절변인별(운동중재기간 및 운동중재시간) 효
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자료코딩은 관련 분야 박사 및 박사과정 3인의
검정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1. 출판편향
예상치 못한 연구결과에 따라 의도적으로 출간되지 않은 경우가 생
기면, 출간된 논문들의 결과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Higgins & Green, 2011). 따라서 본 메타분석연구에서는 펀넬 도표

2) 자료처리방법

(funnel plot)를 사용하여 편향된 결과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

본 메타분석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CMA ver-

칭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절편(intercept)은 2.25541,

sion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정된 연구의 통합적 효과크기를 분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1.96876, p =.27627 (2-tailed)로 나타났으며

석하였고, 표본의 특성 및 중재방법 등 서로 다른 개별연구의 결과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 존재하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 위한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하였다. 또한 표준화된 평균 차이(Cohen’s d)를 통해 통합된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표본수가 작을 경우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

2. 운동중재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Hedges & Olkin, 1985)되어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

MCI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기반프로그램 중재의 효과

므로 Hedges’g을 통해 교정된 값으로 변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13편의 중재프로그램 전체 효과크기를 도출했

에 더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기간(6, 8, 12주)

다.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제시한 forest plot은 Fig. 2와 같다. 박스의

과 그에 따른 중재시간(12, 15, 16, 20, 24, 36시간), 그리고 네 가지 운동

중간지점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박스의 크기는 각 연구의 가중치

중재유형(유산소, 저항성, 복합운동, 신체활동)을 메타회귀분석과 메

(weight)를 표시한다. 박스의 크기를 통해 어떤 연구의 가중치가 큰지

타 ANOVA를 통해 비교하였고,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보

확인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 모양은 연구 전체의 효과크기이다. Forest

여주는 펀넬 도표(funnel plot)를 통해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검

plot의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은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있음을 나타

증하였다.

내고, 왼쪽방향은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Cohen
(1988)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0.2 수준은 작은 효과크기, 0.5 수준이면
중간 효과크기, 0.8 수준은 큰 효과크기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개

Fig. 2. Forest plot for the effect of exercise or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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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연구의 특성과 이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지기능개선 효과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효과모형을 통해 도출한 전체 효과크기는 ES = 0.51, 95%CI: 0.280.75, p =.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3편의 연구에서 분
석된 운동중재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중간크기 수준으로 MCI
노인 인지기능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운동유형에 따른 인지기능개선

본 메타분석에 사용된 13편의 연구에서 설계된 운동유형은 유산소
운동(6편), 저항성운동(4편) 및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3편)이었다(Table 1). 유산소운동의 경우 주로 무용, 걷기(스

3. 운동참여 기간 및 시간에 따른 인지기능개선 효과크기의 변화

텝), 스포츠게임(탁구, 비치발리볼, 탁구, 볼링, 복싱, 자전거) 기반의 중

운동중재프로그램의 따른 MCI 노인의 인지기능개선 효과를 참여

재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저항성운동은 탄성밴드운동, 근력강화기

시간별 및 참여기간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메타회귀분석 및 메타

구 기반이었다. 복합운동의 경우, 무용, 걷기(스텝), 탄성밴드 및 공 던

ANOVA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s 3, 4와 같다.

지기/차기 등으로 중재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이 중 MCI 노인의 인지
기능개선에 가장 효율적인 운동유형으로는 복합운동(ES = 0.75, p =

1) 운동중재 시간에 따른 인지기능개선

.000)이었으며 큰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유산소운동

본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에서 MCI 노인대상 운동중재프로그램

(ES = 0.54, p =.000), 저항성운동(ES = 0.28, p =.020)순이었다. 특히, 저항

의 총 참여시간은 12시간부터 36시간까지 각기 다른 시간대로 설계되

성운동은 단독으로 실시했을 때 복합운동과 유산소운동에 비해 현저

어 있었다. 메타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참여시간증가에 따른 인지기능

히 낮은 효과성을 나타냈다.

개선 효과크기(Table 2)를 살펴보면 참여시간증가에 따른 인지기능개
선 기울기 계수가 0.01249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
(p =.08300)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타ANOVA로 분석한

논 의

참여시간변화에 따른 인지기능 개선효과(Table 3)는 시간변화에 따른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의 인지기능개선에 대한 운동중재의 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차이를 보였는데, 12시간(ES = 0.55, p =.038)

과크기를 조사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운동은 인지기

부터 15시간(ES = 0.68, p =.005)까지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증가하다가

능에 중간 정도(ES = 0.51)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도인지 장애가

16시간(ES = 0.52, p =.000)에서 효과성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

있는 노인의 경우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복합적으로 실시할 때

다. 그 후 20시간(ES = 0.77, p =.001)에 도달했을 때 가장 높은 개선효과

인지기능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를 보이며 Cohen (1988)의 효과크기 기준으로도 큰 효과성을 나타냈

운동이 건강한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 개선

고, 참여시간이 36시간(ES = 0.64, p =.000)에 도달했을 때 다시 감소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운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

며 시간변화에 따른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

한 인지기능 감소를 완화시켜 주는 비침습적 치료적 중재로의 가능성

상을 보였다.

이 보고되고 있다[17]. 기억력에 대한 운동의 유익한 영향은 운동에 의
한 기능적 연결성 증가[18], BDNF의 상향 조절[17,18], 대뇌피질 수정

2) 운동중재 기간에 따른 인지기능개선

(neocortical modification) [19], 그리고 해마 용적(hippocampal volume)

운동중재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MCI 노인의 인지기능개선 효

증가 및 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 증가[17,20]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과(Table 2)를 메타회귀분석으로 살펴보면, 기울기 계수가 -0.07422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운동 기능과 기억력이 필수 조

로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MCI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감소하

건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

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p =.00430)한 것으로 나타났

한 현재의 권장 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다[21]. 우리는 다른 메타분석

다. 그러나 메타ANOVA로 분석한 참여기간(6, 8, 12주) 변화에 따른 인

연구들[22-24]에 비해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에 대한 운동 효과가 더

지기능 개선효과(Table 3)를 비교하면 13편의 문헌에서 각기 설계된 참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유산소운동, 저항성운동, 복합운동으로

여기간에 따라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8

기술된 매개 변수(운동 유형)를 명시한 연구만 포함했기 때문일 수 있

주(ES = 0.70, p =.000)로 설계된 운동중재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효

다. 소근육 운동과 신체활동 등 운동시간과 운동강도가 모호하게 기

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주(ES = 0.68, p =.005) 그리고 12주

술된 연구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더 작은

(ES = 0.34, p =.001) 순이었다. 특히, 6주와 8주로 구성된 참여기간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Cohen (1988)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

참여시간(time)에 따른 인지 능력 개선은 12시간(ES = 0.55), 15시간

타냈지만 12주의 경우,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이며 MCI 노인의 인

(ES = 0.68)으로 효과크기의 변화가 증가하다가 16시간(ES = 0.52)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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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nd Summary of Exercise intervention

0.546

0.681

0.591

0.911

0.382

0.743

1.067

1.034

-0.358

0.768

0.228

-0.355

0.791

Effect Size

Aerobic [Square-step], Strength [Elastic-band, abdominal
exercise, down and up] (Com)

IoT based exercise device -SBT-110 (Resistance)

Walking [shuttle, straight line, step box, ladder] (Aerobic)

Korean dance (Aerobic)

Elastic-band Exercise (Resistance)

Bartenieff fundamental (BF): Activity pattern [riding, star
fish, reach & pull, yield & push, open & close, crawling]
(Aerobic)

Hand exercise & clapping, Aerobic [drawing of wrist, elbow,
ankle, knee, shoulder, walking motion], Strength [pull the
Thera band by hand, pass the ball to the side, pass the
ball back & forth, throw the ball] (Com)

Elastic-band Exercise (Resistance)

Elastic-band Exercise (Resistance)

Senior-aerobic (Aerobic)

Exercise Intervention (type)

MMSE-K

MMSE-K

Wii sports game [bicycle, walking] (Aerobic)

Xbox Sports game [beach volleyball, ping-pong, bowling,
boxing] (Aerobic)

RST (word), Aerobic [Ron-dance], Strength [Thera band] (Com)
LOTCA-G

MMSE-K

MMSE-DS

MMSE-K

MMSE-K

MMSE-K

MMSE-K

MoCA-K

K-HDS

MoCA-K

MMSE-K

Measure

8 (30)

6 (30)

8 (150)

12 (60)

12 (40)

12 (90)

8 (50)

12 (60)

12 (60)

8 (60)

12 (60)

12 (60)

12 (60)

Weeks
(min)

16

36

24

36

Total
time (hr)

3

5

1

3

2

2

3

3

12

15

20

36

16

36

20

36

Not
Not
Specified Calculated

2

3

2

3

Freq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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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후, 20시간에 도달했을 때 가장 높은 효과크기(ES = 0.77)를 보였다.

이는 대신 운동빈도를 늘리는 것이 MCI 노인의 인지손상을 늦추고 연

그 후 다시 36시간(ES = 0.64)에 효과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기하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운동중재 기간이 길면

있었다. 운동중재의 누적 시간에서 인지능력 향상은 효과크기의 증가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ES = 0.09), 중간 정도의 운

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진행됨을 확인하였고, 누적시간이 더 늘어나면

동중재 기간일 경우(ES = 0.26), 그리고 운동중재 기간이 짧을수록 인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기능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ES = 0.32) 보고되어[25] 운동중재 기간

프로그램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건강 매개 변수에 대한 운동

이 증가하더라도 운동이 인지기능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기

강도가 높아지면 유익한 효과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26,27]과 달리 운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중재 기간이 6주에서 8주 그리고 12주로

동중재의 지속 기간과 누적 시간은 우리 연구에서 MCI 노인들에게

증가할지라도 효과크기는 각각 0.68, 0.70, 그리고 0.34로 보여준 우리

운동에 대한 인지기능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운동 프로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MCI 노인들에게 운동중재

그램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

프로그램 계획 시 8주 이내의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

기 힘들다고 보고한 연구[2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운동의

며, 만약 8주 이상의 운동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운동중재 지속 기간과 누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최소 8주 이하의 기간 내에 새로운 내용으로 프로

시간이 보여주는 수치의 증가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램이 재구성되어 뇌 자극을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

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운동은 인지기능에 중정도의 개선 효과
(ES =.43-.50)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운동빈도를 증가시키고, 운동시

Table 3. the effect size of cognitive function by intervention time and week
(meta-regression table)

간(session)이 짧을수록 인지손상을 낮출 수 있다[25]. 중간정도의 빈도
로 운동을 실시할 때 효과크기는 증가하고(ES = 0.31), 운동빈도가 낮으
면 효과크기는 더 줄어들기(ES = 0.15) 때문에[25] 일회 운동시간을 줄
Table 2. Overall effect size (random-effect model)
K

ES

SE

-95% CI

+95% CI

13

0.511

0.120

0.276

0.745

Q-value I-squared
27.854

CI, confidence interval; ES, effect size; SE, standard error.

56.918

-95% CI

+95% CI

z-value p-value

0.01249
0.21248

0.00721 -0.00163
0.17248 -0.12557

0.02662
0.55052

1.73352 .08300
1.23193 .21797

-0.07422
1.23909

0.03360 -0.14008 -0.00836 -2.20873 .02719
0.35181 0.54955 1.92862 3.52205 .00043

Estimate
Time (hr)
Slope
Intercept
Week
Slope
Intercept

SE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p < .05.

Table 4. Group differences in moderator(meta-anova)
Estimate

SE

-95% CI

+95% CI

z-value

p-value

Hours of intervention
Time (hr)
12
15
16
20
24
36

0.546
0.681
0.521
0.765
-0.325
0.640

0.264
0.240
0.148
0.227
0.277
0.141

0.029
0.211
0.231
0.321
-0.868
0.364

1.063
1.152
0.810
1.209
0.217
0.917

2.072
2.837
3.525
3.376
-1.176
4.542

.038
.005
.000
.001
.239
.000

0.681
0.703
0.339

0.240
0.141
0.098

0.211
0.427
0.147

1.152
0.980
0.531

2.837
4.989
3.455

.005
.000
.001

0.535
0.282
0.746

0.124
0.121
0.162

0.291
0.045
0.429

0.778
0.518
1.063

4.301
2.334
4.609

.000
.020
.000

Number of week
Week
6
8
12
Type of intervention
Type
Aerobic
Resistance
Mixed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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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에서 기억력과 학습능력에 미치는 해마의 신
경세포생성이 약 3주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28,29] 인지기능 변
화 유발 기간은 근육과 심폐기능에서 나타나는 체력개선 효과보다 빠
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MCI 노인의 운동중재를 통한 인지능력 개선효과는 운동시간과 운
동기간보다 운동유형이 중요한 중재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

신체 건강 매개변수의 변화가 뇌의 가소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다. 즉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이 인지 능력향상

만, 이것이 항상 인지적 편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30]. 인지 변화

에 효과적이며, 운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동기간보다는 1회 운동시

가 발생하는 한계치는 연구에 의해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며 인지 개선

간을 짧게 하되, 운동빈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MCI 노인의 인지

을 위한 최적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인지능력 개선효과를

중재 기간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12주 이내였으

위해 운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을 MCI 노인들에게 권장해야

나, 국외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지속되었다. 아마도 인식

하고. 운동 전문가들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인지 효과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운동중재전략 혹은 인지능

장기간 지속되는 운동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각 개인에 맞는 운동 처

력 개선을 위한 최적기간 규명을 위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방을 맞춤화해야 할 것이다.

로 사료된다.
어떤 형태의 운동은 동등한 강도로 수행되더라도 신체적 및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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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댄스유형의 유산소 프로그램과 밴드운동유형의 저항성 프로그
램을 혼합한 복합운동이 인지기능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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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이중과제(dual-task) 특성으로 인해 뇌로 순환되는 혈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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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31]시키고, 이는 신경전달물질을 자극하며 더 넓은 뇌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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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32]함으로써 MCI 노인의 인지기능을 자극했을 것이라 사료된
다. 또한 저항성 운동과 같은 근력운동은 각성(arousal)의 수준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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