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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여성 노인의 인지
기능과 좌식 행동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민기, 정현훈, 박상갑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Effects of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Seden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in-Ki Jeong, Hyun-Hun Jung, Sang-Kab Park
College of Arts and Sport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seden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elderly women with hypertension and obesity.
METHODS: Sixteen elderly women were assigned in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group (n=8), and control group (n=8). The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consisted of program 90 min/session, 2 days each week for 12 weeks.
RESULTS: I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weight (p=.000), body mass index (p=.000), waist circumference (p=.003), waist
hip ratio (p=.032), systolic blood pressure (p=.001),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p=.006)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gnitive function and seden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K-MMSE (p=.001), sedentary time (p=.000), general health (p=.002),
physical function (p=.001), role physical (p=.022), role emotional (p=.001), social function (p=.009), mental health (p=.002), and vitality (p=.01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may represent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cognitive function and seden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Key words: Mild cognitive impairment, Quality of life, Sedentary behavior, Hypertension, Obesity

서 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65세 이상

예방적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3], 특히 치매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4배가량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 치매
와 여성 노인의 연관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 인구비율이 2018년 14.3%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Kang et al. [5]은 치매는 언어, 기억, 행동 등 뇌의 기능 부분에 손상

[1], 최근 치매의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

을 주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기억력 감퇴보다 훨씬 심

pairment, MCI) 환자의 유병률은 22.7%, 치매 환자의 유병률은 10.28%

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뇌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에서도 부정

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2]. 따라서 노인들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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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아시아-태평양 기준(Asian-Pacific

적,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동반하고 방치할 경우 사망률이 4배까지 증

cutoff points) BMI ≥ 25 kg/m2에 해당하며[27], 전문의에 의해 고혈압과

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6].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 하였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대상

한편, 우리나라의 60대 고령여성의 비만율은 42.7%로 보고되고 있으
며[7], 고혈압 고령자의 비만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의 경우 실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도록 하였
으며, 평상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되고 있다[8]. 특히 비만은 고령자에게 있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

대상자는 연구의 취지와 실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

매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며[9-12], 높은 혈압은 인지기능

사를 밝힌 자로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Physical Activity Readiness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39], 치매의 예방을

Questionnaire, PAR-Q) [28]를 통해 신체활동에 제약이 없는 자로 중재

위해서는 비만과 혈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

프로그램군(n = 8)과 대조군(n = 8)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D

에게 있어 좌식행동이 고령자의 지방 침착과도 뚜렷한 관련이 있기 때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문에[13], 앉아 있는 습관의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들에게 있어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의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 제한과 문제 및 독립된 행동과 활동의 자유를 나타나는 수

2. 연구절차
1) 신체조성 및 혈압 측정

단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4], 이 중 인지 기능의 저하는 일상 환경 속에

프로그램 실시 전과 12주 후 체성분분석기(N20, AIIA Communica-

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tion inc.,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그리고 체질량지수를

수행 능력과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15].

산출하였으며, 줄자(Martine식 신체계측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리

인지기능의 저하와 치매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이 보고되

둘레를 측정하였고 허리, 엉덩이 둘레비(Waist Hip Ratio, WHR)는

고 있다. 특히 약물치료의 경우 치매의 종류나 환자의 순응도 등을 고

Waist/Hip Ratio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혈압은 무수은혈압계 CK-

려해야 되며[16], 고비용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 약물치료

E301 (Chin Kou Medical Instrument Co., Ltd., Taiwan)을 이용하여 2회

를 이용한 중재방안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17].

측정 후 평균 값(수축기와 이완기)을 기록하였다.

비약물적 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일 요법의 경우 일관
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8], 단일과제보다는

2) 인지기능 검사

이중과제 수행 시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19], MCI 고령자를 대상으

Folstein et al. [29]이 개발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

로 운동과 인지 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인지기능이 향상될 뿐

을 한국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된 한국어판 K-MMSE를 사용

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17,20-

하였다[30]. K-MMSE는 반복적인 측정으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관찰

24].

할 수 있는 설문도구로서, 세부항목은 시간지남력(5점), 장소지남력(5

따라서 MCI 고령자의 치매예방과 지연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차원

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과 계산(5점), 기억회상(3점), 언어(8점) 및

의 중재가 필요하며[25], 이중과제 형태의 복합 과제 적용이 전반적 인

시공간구성(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30점이며, 기능이 좋을수

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26].

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치매예방에 다양한 과제를 접목한 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
을 수단으로 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대상이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3) 좌식행동 분석

신체활동량은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가속도계(Kenz lifecorder, To-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의에 의해 고혈압과 MCI 진단을 받은 비만

kyo, Japan)를 이용하여 12주간 측정하였다. 좌식 행동의 측정기준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인지기능과

중강도부터 고강도의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좌식 행동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인들 간의 상호

MVPA)을 제외한 수면 시간, TV 시청, 독서 및 운전 등 모든 좌식행동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을 분석하였다[31].

연구 방법

4)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

1. 연구 대상

(SF-36) [32]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수정 보완한 Koh et al. [33]의 도

B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체
http://www.ksep-es.org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는 Short Form Health Survey Questionnaire
구로 측정하였다. SF-36은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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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대한 그룹 간 차이검증은 two-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였다. 또한 집단과 시기 간 유의성이 있을 경우 대응 표본 t-검증(paired

3.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

t-test)을 실시하고, 각각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각각 10분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씩 실시하고 본 운동 70분을 실시하여 1회 90분, 주 2회, 12주간 실시하
였다. 인지과제는 4주간의 운동 적응 후 5주차부터 실시하였으며, 운

연구 결과

동을 실시하면서 셈하기, 말하기, 끝말잇기, 박수 치기 등 다른 하나의
과제를 주어 실시하였다. 날짜 이외의 좌식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1. 신체조성 및 혈압의 변화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개개인별 신체활동량을 파악하고 직접 확인
시켜 주었으며, 운동 강도 설정은 1-4주는 여유 심박수의 40-50%, 5-12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군과 대조군의 전과 12주 후 신체조성 및

주는 50-60%로 설정하며, 운동 강도 설정을 위한 운동 중 심박수 측정

혈압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체중(p =.000), 체질량지수(p =.000), 허

은 무선심박수계(Polar RA400TM, Kempele, Finland)를 사용하였다.

리둘레(p =.003), 엉덩이 허리둘레 비(p =.032), SBP (p =.001), 그리고

대조군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Ta-

DBP (p =.006)가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ble 1과 같다.

내었다.

4. 자료처리방법

2. 인지기능의 변화

SPSS-PC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모든 변인의 측정 결과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군과 대조군의 전과 12주 후 인지기능의

를 평균(Means)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s)로 산출하고, 각각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K-MMSE (p =.001)가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

Table 1. Exercise and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1-4 week (HR 40-50%)

5-12 week (HR 50-60%)

Item

Contents

Check
Warm-up
Main exercise

Cool-down
Practicing time

Time (min)

Check on individual’s daily physical activity amount and health condition
Stretching
Stretching
Shuttle walking
Walking while talking (Addition, Subtraction, Word chain)
Walk straight in line
Body rock-paper-scissors
Toe rock-paper-scissors
Cognitive task walk straight in line
Step box
Cognitive task step box
Ladder
Cognitive task ladder
Stretching
Stretching
Suggesting exercise method at home and habitual adjustment

10
15
50

5
10

Table 2.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Age (yr)
Height (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Fat (%)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Waist hip ratio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Exe-Cog Group

Control Group

Baseline

12 weeks

Baseline

12 weeks

p-value
(Interaction)

69.50±3.34
1.50±0.04
58.14±3.37
26.00±0.95
36.70±6.44
85.18±6.08
96.81±6.55
0.88±0.03
141.63±5.04
89.38±5.10

56.00 ± 2.83**
25.05 ± 0.71**
35.99 ± 5.35
84.43 ± 5.35*
96.81 ± 6.55
0.87 ± 0.03*
133.75 ± 3.41*
84.88 ± 4.96*

69.13 ± 3.04
1.52 ± 0.04
58.63 ± 3.89
25.47 ± 0.62
35.44 ± 4.20
85.25 ± 6.53
95.40 ± 5.45
0.89 ± 0.03
142.00 ± 5.68
88.00 ± 4.87

59.11 ± 3.96
25.68 ± 0.61
35.58 ± 4.13
86.00 ± 6.32*
95.65 ± 5.78
0.90 ± 0.03
144.50 ± 4.11
88.38 ± 4.96

.000
.000
.060
.003
.149
.032
.001
.006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compared to 12 weeks: *p<.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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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Baseline
12 weeks

1,400

23
22
21
20

Baseline
12 weeks

1,360
1,340

**

1,320
1,300
1,280
1,260

19
18

*

1,380
Sedentary time (min)

K-MMSE (Score)

24

###

1,420

1,240
Intervention

1,220

Control

Fig. 1. Change in K-MMSE between baseline and after 12 weeks.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fter 12 weeks withingroup significance **(p<.01). After 12 weeks within-group×time significance ##(p<.01).

Intervention

Control

Fig. 2. Change in sedentary time between baseline and after 12 weeks. After 12 weeks within-group significance **(p<.01), *(p<.05). After 12 weeks
within-group×time significance ###(p<.001).

Table 3. The chang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point)
General health
Physical function
Role physical
Role emotional
Social function
Bodily pain
Mental health
Vitality

Exe-Cog Group
Baseline
59.13±7.10
68.13±11.63
64.38±6.78
65.00±10.35
80.63±9.04
77.50±5.98
71.88±5.94
72.50±4.63

Control Group
12 weeks

Baseline

70.63 ± 4.96**
79.38 ± 4.96**
67.50 ± 8.45*
78.75 ± 2.31**
88.13 ± 7.04*
77.50 ± 5.98
83.75 ± 6.94*
81.25 ± 9.91*

p-value
(Interaction)

12 weeks

60.63 ± 9.04
71.25 ± 9.16
70.00 ± 11.65
63.75 ± 9.16
77.50 ± 7.07
78.75 ± 5.18
70.99 ± 4.70
68.31 ± 6.43

59.38 ± 8.21
69.38 ± 7.76
69.38 ± 12.37
62.50 ± 7.56
75.00 ± 7.56
78.13 ± 4.58
68.49 ± 5.91
66.44 ± 5.80

.002
.001
.022
.001
.009
.334
.002
.011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compared to 12weeks: *p<.05, **p< .01.
Table 4. Correlations coefficients between body composition, blood pressure, cognitive function, sedentary behavior,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ld cognitive elderly women with hypertension and obesity							
Variable
K-MMSE
Sedentary behavior

BMI

WHR

SBP

GH

PF

MH

VT

-.471
.663**

-.644**
.376

-.511*
.628**

.685**
-.628**

.551*
-.433

.496
-.722**

.598*
-.258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GH, general health; PF,
physical function; MH, mental health; VT, vitality.							
*p <.05, **p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군과 대조군의 전과 12주 후 건강관련 삶

3. 좌식행동의 변화

의 질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 전과 12주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군과 대조군의 전과 12주 후 좌식행동의

후 General health (p =.002), Physical function (p =.001), Role physical

변화는 Fig. 2와 같다. Sedentary time (p =.000)이 그룹과 시기 간의 상

(p =.022), Role emotional (p =.001), Social function (p =.009), Mental

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health (p =.002), 그리고 Vitality (p =.011)가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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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관관계

Barnes et al. [35]은 인지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신체 활동의 부

신체조성과 혈압, 인지기능, 좌식행동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

족과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MCI의 경우 인지기

관계는 Table 4와 같다. K-MMSE는 WHR (r=-.644, p =.007)와 SBP (r=

능의 저하와 함께 신체활동량이 저하되면서 신체적 의존성을 보이는

-.511, p =.042)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GH (r=.685, p =.003),

특징이 나타난다[36]. 성공적인 노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현대사

PF (r=.551, p =.027), 그리고 VT (r=.598, p =.014)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회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과 삶의 질의 유지 및 개

나타났다. 한편, Sedentary behavior는 BMI (r=.663, p =.005), SBP (r=.628,

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37].

p =.009)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GH (r =-.628, p =.009)와
MH (r=-.722, p =.002)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최근 Kim et al. [26]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 인지 이
중과제를 실시한 결과 뇌의 특정 기능에 작용하는 단일 과제보다는 뇌
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영역을 고려하여 이중과제 형태의 복합 과제

논 의

를 실시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K-MMSE가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본 연구는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만과 고혈압을 동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Kim et al. [38]의 복합 인지향상프로그램이 여

MCI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인지기

성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일치하며, Kim et al.

능과 좌식 행동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인들 간의

[26]이 제시한 이중과제 형태의 복합과제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라 사료된다. 또한 Peters et al. [39]은 고령자에게 높은 혈압은 인지기능

비만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인지기능[10,12,34]과 치매[9]에도 부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높은 WHR은 인지기능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엉덩이 허리 둘레비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34,40]. 본 연구는 K-MMSE가 SBP 그

(WHR)를 가질수록 노년기에 인지 기능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

리고 WHR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운동과 인지 중재

고된다[34,40]. 또한 Jason et al. [10]은 정상 체중을 가진 그룹에 비해 과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조성과 혈압의 개선이 인지기능의 개선에도 긍

체중과 비만군의 경우 노년기에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의 이환율이

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각 1.64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효과적인 비만의 관리가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Santos et al. [14]은 노인에게 있어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
를 넘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하였고, Hong et al. [37]은 24주간

본 연구의 결과 신체조성에서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그리고

장수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관련 삶의 질의

엉덩이 허리 둘레비가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개선이

신체적, 정신적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여성 노인이 스스로 운동의 효과

나타났다.

를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로서 여성 노인의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개

Larsen et al. [13]은 고령자에게 있어 좌식행동이 고령자의 지방 침착

선시켜 성공적 노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과도 뚜렷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체질량

본 연구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지표 중 신체적 통증을 제외한 일반

지수와 좌식행동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운동과 인지 중재

적 건강,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사회적 기능,

프로그램을 통한 좌식행동의 개선이 신체조성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정신 건강, 활력의 항목에서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되고, 인지 기능과 좌업 행동 그리고, 삶의 질의 지표 대부분이 유

Park et al. [31]은 비만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좌식행동

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지기능의 증가, 그리고 좌업

과 혈압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비만 및 혈압을 예방하기

행동의 감소가 삶의 질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

위해서는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식행동을 최소화

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의 개선이 여성 노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을 줌으로써 보다 좌업 행동의 감소와 신체활동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본 연구에서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좌식행동과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정적상관

따라서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은 고혈압과 비만을 동반한 경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좌식행동의 감소가 혈압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인지장애 여성 노인에게 있어 신체조성 및 인지기능과 좌업 행동의 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 여성에 있어 규칙적인 운동과

소,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사료된다.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신체조성의 개선과 혈압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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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U.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rch Gerontol Geriatr.
2015;60:394-400.

여성 노인에게 있어 운동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은 신체조성, 인지기

12. Bischof GN, Park DC. Obesity and aging: consequences for cognition,

능 그리고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brain structure and brain function. Psychosom Med. 2017;77:697-709.

다. 특히 좌업 행동의 개선은 여성 노인에게 있어 신체활동량의 증가와

13. Larsen BA, Allison MA, Kang E, Saad S, Laughlin G, et al. Associa-

더불어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tion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with regional fat deposition. Med Sci Sports Exerc. 2014;46:520-8.

CONFLICT OF INTEREST

14. Santos FDRP, Nunes SFL, Coutinho MA, do Amaral LROG, Santos
FS, et al. Sociodemographic profile and quality of life of active older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adults belonging to a physical exercise program and sedentary elderly,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linked to a basic health unit. International Archives of Medicine. 2017;

음을 밝힌다.

10:1-7.
15. Wheatley CJ. Evaluation and Treatment of Cognitive Dysfun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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