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 최성혜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치매의 발병을 억제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지만 치매의 위험인자들을 

관리하고 뇌신경를 보호하고 뇌신경의 연결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치매의 발병을 35% 줄일 수 있습니다.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치매 위험 인자들과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브레인은 혈관위험인자관리, 

인지훈련, 사회활동, 운동, 영양관리, 동기강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관에 내원하여 그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주 내원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시행하는 재가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등의 혈관위험인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받습니다. 

기억력 강화 등의 인지훈련은 테블릿PC나 책자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운동프로그램은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균형운동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부합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영양프로그램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치매예방식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슈퍼브레인은 

동기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뇌건강을 선택하세요!

인사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성혜



•Finnish Geriatric Intervention Study to Prevent Cognitive

   Impairment and Disability

•핀란드에서 진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연구

•다중 영역 (혈관질환 관리, 인지 활동, 운동, 영양 관리) 중재

•24개월간 다중 영역 중재를 시행한 결과,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유의하게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 효과를 보임

 •다중 영역 중재 프로그램 구성 및 연구의 활성화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 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전세계적으로 연구 진행중

서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주목한 치매 예방

FINGER

치매 예방: 중요성과 효용성



•혈관질환 관리

•인지 훈련

•운동

•영양 관리

•동기 강화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다중 영역 중재 +  동기 강화

WW (Worldwide) FINGERS에 등재된 프로젝트

슈퍼브레인 SUPERBRAIN



슈퍼브레인 연구팀

신경과 신경과 의학영양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박유경최성혜

신경과
문소영정지향

한승현

(주)로완

박희경
신경과

김병채
신경과

박경원
신경과

나해리 송홍선
신경과



The “One & Only” program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국가 과제 프로그램

검증된 전문가들이 만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예방에 중요한 다중 영역에 대한 중재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인별 특성 반영이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대한민국, 전국 단위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One & Only



기관형 프로그램

혈관질환관리 의사 상담 2회, 간호사 상담 6회

주 2회 그룹 치료

주 3회 그룹 운동 치료

그룹 교육 7회

1:1 상담 3회

그룹 교육 4회

매주 응원 영상 시청 후 자가 평가

인지 중재

운동 중재

동기 강화

영양 관리

재가형 프로그램

혈관질환관리 의사 상담 2회, 간호사 상담 6회

2주에 1회 그룹 치료

+ 

주 1-2회 재가 개별 훈련

그룹 교육 4회

1:1 상담 3회

그룹 교육 3회
매주 응원 영상 시청 후 자가 평가 

+
재가 개별 과제 1회

인지 중재

운동 중재

동기 강화

영양 관리

주 1회 그룹 치료

+

주 1회 재가 개별 훈련

<0~8주>

주 1회 그룹 운동 치료

+

주 2회 재가 개별 운동

<0~8주>

<9~24주>

2주에 1회 그룹 운동 치료

+ 

주 1-2회 재가 개별 운동

<9~24주>

프로그램 진행 기간: 24주 (6개월) 



•진단 및 치료 중인 질환에 대한 복약 지도 / 관리

•혈관성 위험 질환 교육 2회

의료진 상담 및 교육

혈관위험인자 확인 및 교육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과음

•흡연

4주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 관리

혈관위험인자 관리



•주 2회 그룹 인지 훈련 (5-10명/group)

•전산화 / 책자형 인지 훈련 프로그램

주 2회  인지 훈련 (40분/1회)

기관형

•주 1회 그룹 인지 훈련 + 주 1회 재가 개별 훈련

•2주마다 1회 그룹 인지 훈련 + 주 1-2회 재가 개별 훈련

재가형 

주 2회 일기 작성

•기억력

•수행기능

•주의 집중력 

•시공간능력

•계산력

•지남력

건강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

인지훈련



•국가 공인 체력 측정 시스템 이용 가능“국민체력 100”

•훈련된 전문가가 지도하는 운동 프로그램

스포츠 전문가와 치매 전문가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

•유산소ㆍ근력 ㆍ유연성 ㆍ평형성 요소 두루 갖춘 운동

•전문적인 운동 기구 없이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저체력군  vs 일반체력군

•근력 강화형 vs 유산소 강화형

•2개월마다 운동 내용 및 강도 조정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맞춤형 운동

운동치료



•매일 챙기자“야.생.견.과.유”

‘야’채ㆍ‘생’선ㆍ‘견’과류ㆍ‘과’일ㆍ올리브‘유’

• 통곡물

• 음주량 줄이기 (가끔 적포도주 한잔은 추천)

• 단당류, 튀김류, 치즈, 버터, 가공식품 줄이기

한국형 MIND DIET 식이요법 교육 및 관리

•노인을 위한 영양 설문 (NQ-E)

•MNA

•24hr dietary recall (영양 분석)

•체성분 평가

영양 평가

그룹 교육 + 1:1 영양 상담

20-40분 / 회

영양관리



가족 응원 영상을 시청하며 동기 부여

•금 / 은 / 동메달

자가 평가를 통한 동기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영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가족을 위한 영상

•슈퍼브레인 프로그램 진행 실무자를 위한 영상

임상심리 전문가가 진행하는 그룹 교육

동기 강화를 위한 3가지 영상 프로그램

동기강화



 •프로그램 총괄 관리 담당자

 •참가자 5명당 1명의 운동 지도자

 •참가자 5-10명당 1명의 인지 훈련 지도자

 •영양 상담

 •동기 강화

 •책상과 의자가 준비된 참가자 수용 가능 공간

    = 참가자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운동 공간

 • 강의와 교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동 도구

 •Wi-fi 무선인터넷 (그룹 전원 동시 접속 가능)   

 •태블릿 PC  (참가자 1명당 1대)

※ 프로그램 시행 관련 인력 구성/운용은 시행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 가능합니다.

※ Wi-fi 무선인터넷, 태블릿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책자형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슈퍼브레인을 시행하려면...



•혈관질환 관리

•인지 훈련

•운동

•영양 관리

•동기 강화

중재 영역별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하루동안 진행되는 슈퍼브레인의 모든 것

•설명회 + 교육 프로그램

‘ 1 DAY ’ workshop program

슈퍼브레인 운영 know-how 전수

※ 슈퍼브레인 설명회 &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자세한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슈퍼브레인 대표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는 책자 뒷면 참조)

슈퍼브레인 워크샵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슈퍼브레인  #superbrain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 032-890-1119/1128
superbrain2019@naver.com

Copyright ⓒ

본 저작물은 슈퍼브레인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