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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ne dance programs on oxygen saturation level and happiness of elderlies.
Methods: Researchers had conducted a series of test to measure peripheral blood vessel oxygen saturation level, pulse and happiness level of 47 elderlies from the D district of G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X2-test and independent t-test, equipped with
SPSS WIN 17.0. Results: As a result of serial tests, Pre-test and Post-test of line dance performance showed that oxygen satur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 increase following the program and happiness of the Experimental group also had significant
increase following the program. Conclusion: In conclusion, with many advantages such as its easiness to access and emulate as well
as its ubiquitousness as an aerobic exercise, line dance cannot only be very beneficial to cardiovascular function and relation of elderlies, but also to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ffect, considered as a great breakthrough to improve comprehensive well-being in
both physical and ment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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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소외, 인구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Yang, 2000). 그 중에

1. 연구의 필요성

서도 특히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문제는 최근 심각한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경제발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증대와 같은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

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0년에는 11.0%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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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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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14% (고령사회)에서 20%
(초고령사회)로 도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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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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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와 더불어 섭취된 산소를 요구된 근육군에 전달하는 능력을 평

이렇듯 전 세계 인구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비율이 급

가하는 지표로서 산소포화도(SpO2)가 이용된다(Yang, 2004). 산소

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의학의 발달은 개개인의 건강을 향상시

포화도란 전체 혈색소 중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혈색소를 백분율

키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운동 시 나타나는 다양한 생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보건,

리적 변인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기에 본 연구에서 라인댄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이

스 운동의 효과성을 평가 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So, 2008). 또

되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과 서로 연관되

한 일반적으로 임상의학, 생리학, 체육 분야에서 대상자의 상태나

어 노인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Jun, 2010).

훈련 강도의 지표로써 맥박수를 이용하며 안정 시 맥박은 온도, 습

2009년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41.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문

도, 기압과 같은 신체적 환경 조건이나 음주와 흡연 등 건강관련 요
인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Lee, 1996).

제(40.3%)로 노인인구에 있어 건강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러한 라인댄스와 같은 운동은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향상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정상적인 환경 조

킬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 심리적 만족감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

건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부, 생리, 생화학, 행동적

을 주어 심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노인 시기에는 특히 노화로 인한 근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Park & Kim, 2010). 그 외에도 라인댄스의

골격계가 급격히 퇴화하므로, 노인의 53.9%인 절반 이상의 노인이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Kim 등(2012)의 연구

관절염, 신경통, 요통, 좌골통, 골다공증 등의 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에서는 라인댄스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여가만족 및 운동정서에 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참여자의 참여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나타났다(Chang, 2005). 또한 대다수의 노인은 노화 자체도 문제지

강조하였으며, Song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라인댄스에 참여하

만 운동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별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

는 여성의 신체효능감이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신체화, 대인예민

회가 없어 신체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칙적인 운동의

성, 적대감 그리고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점으로는 심폐기능 향상, 혈압의 개선, 골 무기질량의 증가, 근력

이렇듯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통

의 증가, 관절 유연성의 강화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Chang, 2005), 특

해 라인댄스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라인댄스에 관한

히 노인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의 자립성을 연장시키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들의 삶의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감소시켜 평균수명을 연장시킨

질을 주제로 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는 경우

다. 또한 노화로 인한 장애시간을 단축시켜 심혈관, 호흡기 및 근육

가 대부분이었고 댄스운동을 통한 노인의 산소포화도, 맥박과 같

계의 기능 향상과 질병의 이환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Lee &

은 심폐기능의 변화와 같은 측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Bae, 2010). 따라서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힘들었다.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근력, 균형 및 보행 능력의 감소 등 노화에 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장소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산

른 신체기능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운동을 습관화하여 체력을

소 운동인 라인댄스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들의 운동 효과

증진하도록 적극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Choi, 2002).

를 높이고, 더 나아가 라인댄스 운동이 노년기 남녀의 산소포화도

이렇듯 노인인구의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와 맥박 수 및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각 구청문화센터나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장소에서 공개강좌 등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운

2. 연구 목적

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인댄스는 짝을 이뤄 춤을 춰야

본 연구는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 노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라

하는 댄스스포츠와 달리 파트너가 없이 선(Line)상에서 여러 명이

인댄스를 이용한 운동 효과에 대한 신체변화 및 행복정도의 변화

줄을 맞추어 정해진 작품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며 추는 춤으로써

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노년층 인구가 즐거우면서도 손쉽게 활용할

(Park & Kim, 2010), 개인 또는 공동체 단위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인 라인댄스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

활동으로 즐기기에 적합한 운동 중 하나이다.

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편, 운동 생리학에서 지구성 운동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산소 섭
www.bionursing.or.kr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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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파악한다.

러 번 반복하여 추는 댄스를 통칭한다. 라인댄스는 장소와 파트너

3)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노인의 행복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에 구애받지 않고 성별 세대별 구분 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운
동 중 하나로써, 음악의 종류에 따라 시간당 평균 250-400 kcal의 에

한다.

너지를 소비하여서 몸의 전체적인 운동효과를 가져오는 균형 잡힌

연구 방법

운동이며 안전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Joo, Park, & Kim,

1. 연구 설계

2012).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제
공해 주고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1) 운동 시간 및 운동 빈도

라인댄스 운동시간은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4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총 50-60분으로 구성 하였으며, 하루 중의 운동시점은 오

2. 연구 대상

전(10시-11시 20분)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은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를 방문한 60세 이
상 남녀 노인으로 2012년 7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주 3회

(2) 강도

총 24회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

운동의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60-80%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조군 역시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를 운동 프로그램 이외에 건강

가장 이상적이며 최대운동 60% 이하의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효

검진 등의 이유로 방문한 60세 이상 남녀 노인으로 연구의 목적을

과가 없고 80% 이상은 신체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American Col-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8주 동안 특별한 운동을 수행

lege of Sports Medicine (ACSM)의 권고에 따라(ACSM, 2002) 이러한

하지 않고서 현재의 활동 정도를 유지할 것에 동의한 21명을 대상자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라인댄스 운동 강도

로 하였다.

를 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
2) 연구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표한 자

(3) 사용된 음악

라인댄스 음악은 선 오브 자마이카(Sun of Jamaica: 소요시간 약 3

3) 감각장애, 인지장애 등이 없는 자

분)를 사용하였으며, 음악은 같은 음악을 연속해서 6회 반복재생

4) 정신질환자, 흡연자, 규칙적으로 전문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

하여 대상자들에게 라인댄스를 실시하였다. 30분을 연속해서 라인

여중인 자는 연구결과에 혼동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연구대상에

댄스를 실시할 경우 노인들의 체력 및 근육에 무리가 갈 것을 방지

서 제외하였다.

하기 위해 라인댄스 3분 후 2분 휴식 간격으로 하여 총 6회 반복하
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1) 본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서 작성 시,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였고 안내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자유의사 결정에 의해서 본 연구에 참
여하였다.

2) 변수 측정 방법

본 연구는 변수 측정 날짜인 프로그램 시작과 마지막 날 실험자
들에게 실험 10시간 전부터 식사나 과격한 운동을 삼가도록 하였으
며, 실험 1시간 전에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에 모여 충분한 안정
을 취하고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응하도록 조치한 후 산소포화도와

4.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맥박 및 행복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라인댄스 프로그램 전

1) 라인댄스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8주 후에 실험군과 같은 시

라인댄스란 선(Line)상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앞줄과 옆줄을 만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들어 음악에 맞추어 같은 동작 또는 스텝을 여러 번 반복하며 추는
춤으로써, 미국의 Country & Western Dance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
적인 라인댄스라 함은 방향을 전환하며 한 음악에 같은 동작을 여
www.bionursing.or.kr

(1) 말초혈관 산소포화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에게 5분 이상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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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앉은 자세에서 pulse oximeter (BCI international, Cat. No.3304,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Model 71200A1. Ser. No.470344616,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노년기 남녀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는 실험 기간 중 실험군의 프로그램 참가 시간 이외의

(2) 맥박

대상자들에게 5분 이상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앉은 자세
에서 pulse oximeter (BCI international, Cat. No.3304, Model 71200A1.

평상시 운동량과 신체적 활동이나 식이섭취와 같은 식생활과 운동
습관 등은 통제하지 못했고, 생리적, 환경적, 병적 문제와 심리적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Ser. No.470344616,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3) 행복정도

대상자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Yu (2007)가 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정

발한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총 문항 수는 8문항으로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

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60대가 실험군(65.4%)과 대조군(76.2%) 모

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었으며,

두 70대 보다 더 많았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종학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력은 실험군은 중학교 졸업이 과반수 이상(53.8%)으로 가장 많았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32이었다.

대조군 역시 과반수 이상(52.4%)으로 가장 많았으나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 상태는 실험군은 기혼이 과반수 이상

3) 연구 진행 절차 및 승인

(61.5%)으로 사별한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대조군도 기혼이(61.9%)이

1회성으로 끝나기 쉬운 운동프로그램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천

사별한 경우보다 많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가능하고,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활용 가능한 라인댄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군의 경우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승인을 얻기 위해 G광역시 D구에

장 많았으며(46.2%), 대조군은 ‘만족하였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소재한 건강센터와 합동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이었고, 공동연구원

47.6%로 ‘만족 못함’ 보다 많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서 연구절차의 승인을 얻어 내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는 데는 무리 없이 협조적으로 진행되었다.

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4) Co-worker 구성과 역할

본 연구의 진행은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원 3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체육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라인댄스를 진행하였고 본 프로
그램의 전체적인 진행 및 보조는 연구자 4인이 분담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
석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은 χ2-test로, 가설검
정에서 각 종속변수의 실험 전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과 실험 후 두
집단의 효과 검정은 각 변수의 평균의 차를 구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6.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내의 임의 표본추출로 선
정된 소수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www.bionursing.or.kr

Characteristics
Age (yr)
60
70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Past occupation
Public official
Businessman
Professional
Housewife
Others
Marital status
Married
Separated
Facilities satisfaction(level)
Very satisfaction
Satisfaction
Normal

Control
Experimental
group
group
(n = 26) n (%) (n = 21) n (%)

Χ²

p

17 (65.4)
9 (34.6)

16 (76.2)
5 (23.8)

0.649

.421

6 (23.1)
14 (53.8)
6 (23.1)

6 (28.6)
11 (52.4)
4 (19.0)

0.231

.891

2 (7.7)
2 (7.7)
3 (11.5)
18 (69.2)
1 (3.8)

2 (9.5)
2 (9.5)
2 (9.5)
15 (71.4)
0 (0.0)

0.952

.917

16 (61.5)
10 (38.5)

13 (61.9)
8 (38.1)

0.980

.609

11 (42.3)
12 (46.2)
3 (11.5)

10 (47.6)
10 (47.6)
1 (44.7)

0.706

.703

http://dx.doi.org/10.7586/jkbns.20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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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the experiment

Table 4. Comparison of score differences in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ependent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 = 26)
Mean ± SD

Control group
(n = 21)
Mean ± SD

t

p

Variables

Oxygen saturation
Pulse
Happiness

95.73 ± 1.80
82.34 ± 12.53
2.87 ± 0.26

95.66 ± 1.90
81.71 ± 12.92
3.02 ± 0.30

0.118
0.169
-1.790

.906
.866
.080

Hppiness

Experimental Control group
group (n = 26)
(n = 21)
Mean ± SD
Mean ± SD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Table 3. Comparison of score differences in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Control group
group (n = 26)
(n = 21)
Mean ± SD
Mean ± SD

Oxygen
Pre test
saturation Post test
Pulse

t

p

0.118
2.338
8.333

.906
.026
.000*

논 의
본 연구는 8주 동안의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맥박과
말초혈관 산소포화도 및 행복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95.73 ± 1.80
96.69 ± 1.25

95.66 ± 1.90
95.42 ± 2.20

0.118
2.338

.906
.014

0.96 ± 1.86

-0.23 ± 1.86

2.191

.026

Pre test

95.73 ± 1.80

95.66 ± 1.90

0.169

.866

Post test
Difference

96.69 ± 1.25
-2.46 ± 7.92

95.42 ± 2.20
0.14 ± 0.35

-0.569
-1.674

.572
.106

Difference

95.66 ± 1.90
95.42 ± 2.20
0.41 ± 0.62

p

S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 Pre test-Post test, *: p< .001.

SD: Standard deviation.

Variables

95.73 ± 1.80
96.69 ± 1.25
1.59 ± 0.20

t

S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 Pre test-Post test.

여 수행되었다.
기존의 운동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수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적
절한 운동 프로그램은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으며(Jung, Min, & Kim, 2004),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의 자립성을 연장시키고, 의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켜 평균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장애시간을 단축시켜 심혈관, 호흡기 및 근육계의 기능 향상과 질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병의 이환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Lee & Bae, 2010).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결

또한 정서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수면습관의 개선과

과는 Table 2와 같다.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두 군의 산

불안과 우울에 대한 민감도 개선, 삶의 만족도 등의 증가도 운동의

소포화도, 맥박, 행복정도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효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한편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인들에게는 일반 성인과는 달리 생리학적 한계가 존재하며 중등도
운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전후 생리적 지수의 변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적 동작을 이용한 댄스 등과 같은 저강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전후 산소포화도와 맥박을 측정하여

도 운동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Jung, Min, & Kim, 2004),

비교한 결과 실험 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산소포화도는 유의한 차이

본 연구에서 수행되어진 라인댄스 운동이야 말로 바로 근골격계 운

가 있었으며(p = .014), 맥박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을 통한 유산소 운동중 하나로써, 저강도 운동을 필요로 하는 노

실험군과 대조군의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차이 검증에

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는 산소포화도 경우 사전, 사후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라인댄스를 실시 전후 산소포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91, p = .034). 반면 맥박의 경우 실험군

화도 차이 검정 결과 평균 0.96증가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두 그룹

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34). 이와 관련하여 Jung (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에게 율동적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4.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전후 행복정도의 변화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95.1± 4.2에서 10주 후 97.6±1.4%으

라인댄스 프로그램 실시 전후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 -2.058, p = .062), 전후 차이 검증에서

실험 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행복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166, p = .050). 이와 유사하게 Jung

(p = .026).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행복정도 차이 검증 결과 실

과 Min (2001)의 연구에서 역시 실험군에게 노래부르기를 실시한

험 전후 평균차가 실험군 1.59 ± 0.20점, 대조군 0.41± 0.62점이었으며

결과 노인의 실험 전 말초동맥혈 산호포화도가 95.27±1.89에서 실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8.333, p < .001) (Table 4).

험 후 96.70 ±1.2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www.bio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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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말초혈관의 확장이 일어나 혈류의 흐름

점에서 74.00점으로 두 집단 모두 맥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이 더 완만해진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

여러 연구에서 운동 후 안정 시 맥박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지로 라인댄스를 통해 실험군에 있어 산소포화도가 증가하는 생리

수 있었다.

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효과에 의해 유산소 능력

결론적으로 라인댄스가 대상자에게 있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

이 증가되어 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라 정신적 건강요인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는 반대로 수영훈련을 실시 후 남자 대학생의 신체조성과 산소포화

이는 노년의 시기에 건전한 라인댄스운동을 통해 교류의 장을 열어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So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주며 폭넓은 경험과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

산소포화도 수치가 최대운동 후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라, 노년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통합적인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

게(p < .05)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훈련에 참여함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써 호흡패턴의 변화와 산소확산 능력이 높게 나타난 이유라고

결론 및 제언

말하고 있다.
또한 실험군에 있어 라인댄스를 실시한 전후 행복정도의 평균차
를 보면 1.59점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대조군(0.41± 0.62)과 비교

본 연구는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노인의 산소포화도와 행복정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Park과 Kim (2010)의 연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G광역시 D구의 건강센터 노인

구에서도 라인댄스 활동이 중년여성들의 건강증진행위와 심리적

47명을 대상으로 말초혈관 산소포과도, 맥박 및 행복정도를 조사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운동으로써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이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라인댄스 운동이 스트

였다.

레스를 해소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자신감 및 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효능감 향상 등의 효과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정신건

1)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라인댄스 전후 산소포화도의 차를

강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년 여성의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

생활체육 참가와 행복지수와의 관계를 다룬 Kim (2011)의 연구에

0.96 증가하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91, p =

서 역시 생활체육에 참가한 여성이 참가하지 않은 군에 비해 행복

.034).

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행복감의 하

2)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라인댄스 전후 행복정도 평균의 차

위요소 중 하나로 율동적 운동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행복점수가 평균 1.59

향에 대해 다룬 Jung (2002)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차

점 증가하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8.333, p <

이 검증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밝히

.001).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라인댄스 운동프로그램은 다양한

한편, 맥박수는 일반적으로 임상의학, 생리학, 체육 분야에서 대

음악에 맞추어 남녀노소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따라할

상자의 상태나 훈련 강도의 지표로써 이용이 되지만 안정시 맥박은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써 노인의 심폐기능에 및 심혈관계에 도

온도, 습도, 기압과 같은 신체적 환경 조건이나 음주와 흡연 등 건강

움을 줄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분에도 영향을 끼쳐 노년의 시기에

관련 요인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Lee, 1996). 정상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통합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인 맥박은 1분에 70-80회 정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인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체 내의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혈압과 맥박수가 감소하게 된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다(Min, Jung, & Lee, 200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맥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실험 기간 중 실험군의 운동 참가 시간 이외

박수가 라인댄스 전후 맥박 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평균 2.46 감소

의 신체적 활동이나 식이섭취와 같은 식생활과 생활습관 등은 통

한 것으로 나왔으며,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의 연

제하지 못했고, 생리적, 환경적, 병적 문제와 심리적인 변인들을 통

구를 살펴보면 Min 등(2000)의 연구에서 맥박이 노래 부르기 전에

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제반 변인들을

실험군에서 81.5±12.8점이었던 것이 실험 후에 78.3±11.4점으로 낮

통제한 상태에서 라인댄스가 생리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아졌으며, Ha와 Jeon (1998)의 연구에서도 8주간의 줄넘기운동 후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학생집단 경우 80.60점에서 75.40점으로, 여학생 집단 경우 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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