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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U-Health를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

정      대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G, K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보건소에서는 U-Health 장비를 활

용하여 10주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반면, K보건소에서는 10주 동안 운동프로

그램만 실시하였다.

  실험절차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통하여 공복혈

당, HDL-C, 중성지방을 측정하였다. 건강관련체력 측정을 위해 악력계를 이용하

여 근력을, 좌전굴을 실시하여 유연성을,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여 근지구력을 

측정하였다. 수면 분석을 위해 ActiGraph GT3X+를 이용하여 수면시간, 수면 중 

깬 시간, 수면 중 깬 횟수, 순수 수면 시간, 수면 효율을 측정,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wo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중, 체중과 골

격근량, 체지방량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 중, 

복부둘레에서는 두 그룹에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측정 시

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C,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에서는 두 그룹의 상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으나, 

수축기 혈압에서는 측정 시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셋째,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건강관련체력 요인의 변화 중 

근력에서는 두 그룹간의 상호간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p<.05). 근지구력에서

는 두 그룹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연성에서도 두 그룹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넷째,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수면의 변화 중 수면 효율, 수면 

중 깨어난 시간에서 두 그룹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p<.05), 총 수

면시간, 총 순수 수면시간, 수면 중 깨어난 횟수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U-Health가 운동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요인으로서 생활습관의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더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U-Health의 적용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로, 앞으로도 꾸준히 보급되어지고 있는 

U-Health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며, 세부적인 효과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U-Health, 대사증후군, 복합운동, 건강관련체력, 수면

학  번 : 201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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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암 28.2%, 뇌혈관 

질환 10.4%, 심장질환 9.2%, 고의적 자해(자살) 6.1%, 당뇨병 4.1% 순으로 나타나 

암을 제외하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

부, 2011). 심혈관질환과 제 2형 당뇨병의 주된 위험인자들로는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고혈당, 복부비만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각각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임상적으로 함께 동반되며, 상호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재문 등, 2012).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한 개인에게 심혈관 질환의 대사성 위

험인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리둘레로 대변되는 복부비만, 낮

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으로 특징지어 진다. 학

회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이 존재할 때를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여 임상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보건복지부(2011)가 200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남자의 31.9%, 여성의 25.6%가 대상증후군으로 

나타나 성인 3명 중 1명 꼴(28.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또한 1995년 573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5조 5577

억 원으로 거의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대사증후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률을 약 3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Isomaa et al., 2001, Sattar et al., 2003), Galassi 등(2006)의 연구에서

는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로 알려진 암과 관련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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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 직장암, 유방암, 간암 등 여러 가지 암 발생 및 

사망과 대사증후군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Cowey et al., 

2006, Jee SJ et al., 2005, Qgunleye AA et al., 2009). 이처럼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률까지도 증가

시킴으로서 국민건강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사증후군의 주요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과 생활습관의 변화, 또는 약물치료 등이 권장되어지고 있다(서동일, 송욱, 

2007). 이 중 하나인 규칙적인 운동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며 지질대사를 활발하

도록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복부지방과 내장지방, 인슐린저항성의 개선에도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복합운동은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안정시 랩틴의 활성화 및 지방대사와 관련한 에너지 항상

성 관여 호르몬을 증가시켜 체중, 체지방과 혈중 지질 및 호르몬 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rehm, 1998; Poehlman, 1991; Hargreaves, 1995; 

Romijin et al., 1993, Dwarakanatgan, 2006). American College Sports Medicine(2006)

에서도 대사증후군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지구성 운동

과 저항성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높은 생활습관 중 수면과 관련된 연구에 대

해서도 발표되고 있다. 부적절하게 짧은 수면시간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대사

증후군 발생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의 질적 저하가 대사증후군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Bjorvatn B. et al., 2007, Chaput JP. et al., 2007, Gangwisch JE. et al., 2005, Sekine

M. et al., 2002, Ayas NT. et al., 2003, Gottlieb DJ. et al., 2005, Yaggi HK. et al., 

2006, Knutson KL. et al., 2006, Wolk R et al., 2007, Kripke DF et al., 2002, Patal

SR. et al., 2004, Gruber A et al., 2006). 또한 양질의 수면은 신체피로 회복, 면역

체계, 정신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적절한 수면은 만성피로, 정신

적 불쾌감, 통증 내성 감소, 기억력 손상, 불안, 스트레스 등을 야기함으로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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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 중 하나로 밝혀졌다(조은정, 2007). 우리나

라에서도 건강을 위한 적절한 수면량으로 하루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성인 인

구가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나타나 수면 시간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인과 수

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행된 바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수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간호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체육학 분야에서는 미

비하게 보고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의 건

강상태 필요성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가 요구되어 지고, 기존의 대면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 사후관리,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비용의 의료기관 

중심에서 일반 가정보건, 전문 의료서비스와 같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

고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

로 변화하고 있다(이준영, 2008). 최근에는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IT 인

프라가 갖춰지면서 의료분야에도 유비쿼터스(Ubiquitous)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보건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U-Health

서비스의 요구도 급속히 증가, 확대되고 있다. U-Health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기술을 의료산업에 접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말한다(김동구, 송인

국, 2009).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에도 U-Health가 도입되어지고 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완치되는 것보다 평생토록 약물 복용이나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질환을 관리

하고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차적인 질환, 특히 심뇌혈관 질환으로의 이행을 막는

데 그 치료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재택질환관리는 만성 질환 

관리의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Lorig K, et al., 

2002).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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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U-Health는 의료서비스통신망과 전자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의료정보, 질환에 대한 환자 교육, 행동 지침서 등으로 구성된 U-Health는 다양한 

만성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최은희, 서정열, 2009). 당뇨병과 고혈압, 결핵, 천

식, 대사증후군, 금연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U-Health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enhamou P. et al., 2007, Marquez et al., 2004, Park MH et al., 2009, Demaio

J. et al., 2001, Ostojic V. et al., 2005, Kim HS et al., 2008, Brendreyen 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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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0주 동안 대사증후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U-health를 활용한 복

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U-Health를 활용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U-Health를 활용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건강관련체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U-Health를 활용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수면에 영

향을 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에 선별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선별되어 대상자들의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2)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기간 중 운동프로그램 이외의 모든 일상 활동을 자유

롭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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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U - Health

  U-health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기술을 의

료산업에 접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말한다(김동구, 송인국, 2009). 개인용 생체 정보 측정 장치와 유무

선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개인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

스를 의미한다(송태민, 안지영, 2006).

  U-health서비스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및 시장규모 증가 

등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와 공공의료 서비스 및 예방관리 보건 등의 사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이규환, 2012). 미국의 경우 대형 기업들의 경쟁과 함께 국가 지원

의 의료 정보화를 통해 의료 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Medicare and Medicaid 기관 담당 의사들

이 의료 정보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까지 전 국

민에게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시스템 구축을 IT 계획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HIT(Health Information Techmology)를 통해 U-Health 선진화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GE, Cisco, Oracle, Intel, MIcrosoft, Google, AT&T 등 IT/통

신/의료 관련 대형 기업들도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 홈케

어 시스템이나 센서를 장착한 의복이나 신발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일상생활에서 IT를 이룩한다는 유비쿼터스 환

경 구축에 중점을 둔 u-Japan 전략을 세계최초로 수립하였다. u-Japan을 통해 노

인 취업기회 확충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센서나 정보가전 등이 도입된 

주택건설(e-care Town)을 지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고령자의 삶을 증진시키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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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AL(Ambient Assisted Living)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

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자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 안전·

보안, 응급 시스템, 사회 참여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송태민, 장상현, 2011).

  국내 U-health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여러 부처에서 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2002년 초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부주도 공공

의료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부

터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의료취약계층 해소, 의료복지 수준향상, 사회적 편익 

및 안전망 확충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서비스 모델을 개발·적용하였다(이준영, 2008). 

2009년 이후에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주로 

U-health 관련 기술,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의료법을 통해 원격의료의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

다(송태민 외, 2011).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U-health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경원대 산학협력단, 길의료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u-헬스협회, 

㈜코리아메디케어, 비트컴퓨터 등 총 10개 기관과 삼성전자와 함께 U-health의 전

략방향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관련 지식포탈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단일사업

규모로는 세계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란 원격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동시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강교육, 질환관리 등을 통합한 신개념 의료서

비스 형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SKT와 LG전자가 컨소

시엄을 구성해 경기, 전남, 충북, 대구 지역 만성질환환잔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U-Health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센터가 열리면서 병원과 함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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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 건강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현대에 과학의 발달로 힘입어 IT기술이 우리 생활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그 중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의 건강상

태 필요성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요구되어지고 그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형태도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U-Health care이다. 

U-Health care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 care)의 약자로서 시간과 공

간의 제한 없이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즉, 홈 네트

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등을 통해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김종훈 외, 2009).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IT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U-Health의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건강

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바쁜 자신의 일정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앞으로의 의료분야에서 새롭게 떠오

르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중심에 위치해 있다. 

2.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이 동시에 군집하여 발병 및 진행되어 만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대

사 장애이다. 1988년 Reaven은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고인슐린혈증, 고혈압, 고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동일개체에 군집하는 현

상을 “Syndrom X”로 명명하였으며, 그 이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Insulin

Resistance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슐

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사증후군(Met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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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진단기준

복부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 - 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여자 50mg/dl 미만

혈압 130/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표 1.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Syndrome)’이라는 공식적인 질환 명칭과 진단 기준을 발표하였다(WHO, 1999). 

그 후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 Ⅲ)에서는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증, 고지혈증, HDL-콜레스테롤의 5가

지 위험인자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5가지 기준 중 복부비만의 기준은 동양인의 경우 같은 체질량지

수의 서양인에 비해 복부비만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양인의 

복부비만 진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부둘레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표는 현재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

다. 

 

3. 건강관련체력

  

  체력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는 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정신적, 생물적, 물리적 스트레스에 견디

는 능력을 말한다(Jeffrey et al., 2001). 즉, 체력이란 인간의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다. 체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건강관련체력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으로 구성요인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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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체구성 등이며, 둘째는 기술관련체력(Motor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으로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순발력, 반응시간 및 속도 등이 그 구성요인이다. 과거에

는 신체적 능력을 강조한 기술관련체력이 중요시 되었으나, 근래에는 비만이 만

성질환과 발암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 사망률 증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되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건

강관련체력요인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ACSM, 2006; 김상훈, 2009). 게다가 

Lindsay et al.(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건강관련체력의 구성요인은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1) 신체구성

  신체구성은 지방과 제지방 조직으로 구성된 체중의 상대적인 백분율로 나타내

는 것이다. 과도한 체지방이 고혈압, 제 2형 당뇨병 및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위해서는 인체에 어느 정도의 

신체지방이 요구되므로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 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ACSM,

2000).

  신체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중체지방 측정법, 공기제거 측정법, 이원에너

지  X-선 흡수계 측정법, 피하지방 측정법, 생체전기저항 측정법, 인체 측정법 

등이 있다. 

 2)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대근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으로서, 호흡, 순환기능에 의한 산소의 섭취, 운반 및 이용 능력을 의미한다. 심

폐지구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심장근육 자체의 기능이 좋다는 뜻 이외에도 근

세포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심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근육세포

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춘기, 1993).

  심폐지구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운동 검사를 통해 최대산소소비량을 직접측

정하거나 자전거운동 및 스텝테스트를 통하여 간접추정하기도 한다. 일반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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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심폐지구력 측정방법으로는 800, 1000, 1200, 2000m 

달리기, 12분 달리기 등이 있다. 

 3)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의 본래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동범위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절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진단하는 것이다. 유연성은 좋은 자세를 올바르게 유

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연성이 부족하면 요통 등의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된다(Bassey & Fiatrone, 1989). 근육 탄력성의 향상과 관절가

동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이 향상되게 되면 운동 

시 상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다. 유연성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몸통 틀기, 윗몸 뒤로 젖히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

기 검사 등이 있다. 

 4) 근력

  근력이란 근육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육이 저항에 한 번에 최대로 반응

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이때 발생하는 근 수축의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힘을 기른다는 의미는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근력은 기초 체력요소로서 걷거나 낮기, 달리기, 물건 나르기 등 평소 생활에

서 가장 많이 요구되며, 근력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신체활동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체력요소이다. 이러한 근력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악력, 배근력, 복근력, 각근력 검사 등이 있다. 

 5) 근지구력

  근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지구력은 장기간의 시간동안 어떤 저항에 

대한 반복적인 근수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허원진, 2005). 또한 근

지구력은 근육이 최대한 저항이나 압력을 극복하고 반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

력을 말하며, 시간의 제한 없이 최대한 수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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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최윤희, 2004). 근지구력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으로는 팔굽혀 펴기, 윗

몸일으키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 등이 있다.

4. 수면

  

  수면은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지

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수면 부족이나 수면

과다가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

어 수면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의 경우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13.4%가 6시간 이하로 잔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

한 수면시간의 감소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

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수면 및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고혈당증, 고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수면시간에 따른 비만

의 유병률이 U자 형태를 보인다는 것과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수면부족이 비만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가능한 기전으로 leptin과 ghrelin의 작용에 따른 식욕조절 이상을 제시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관련 호흡장애와 같은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비만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수면 부족 및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인

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증을 유발하고 혈당조절을 저해한다는 보고들도 있다. 

 Ayas에 의하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에서 정상 정상수

면시간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45%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고혈압, 당뇨, 비만 등과 같은 대사적 장애와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

다. Gangwisch에 의한 연구에서도 고혈압 발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는 NHANES I 역학적 추적조사 대상자를 바탕으로 자가 보고한 수면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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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8~10년간 추적 관찰하여 고혈압 발생의 위험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수

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60%까지 높게 나타났

다. 또한 Spiegel은 만성적인 수면 감소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제 3형 당

뇨의 새로운 위험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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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복부 둘레 ( Waist Circumference ) ≥ 85 cm

➁ 중성지방 ( Triglyceride ) ≥ 150 mg/dl

➂ HDL-콜레스테롤 ( HDL-Cholesterol )〈 50 mg/dl

➃ 혈압 ( Blood Pressure )≥ 130 / 85 mmHg

➄ 공복 혈당 ( Fasting Plasma Glucose )≥ 100 mg/dl

 표 2.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진단 기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보건소 검진에 참여한 대상자 중 대상증후군 위험요소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고위험군 6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기준은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진단기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재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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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U-Health를 활용한 복합운동프로

그램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G구와 K구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검사를 실시하여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가지 중 3가지 이상 나온 대사증후군 중년여성 60명을 모집하였다. G구에서 모

집된 대상에게 U-Health 장비를 활용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K구에서 모집된 대

상에게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두 그룹으로 각각 30명씩 모집하여 일주

일에 한 번씩 복합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회 운동시간은 70분으로 유산

소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을 실시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운동 전,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액을 

채취하여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C의 수치를 확인하였고, 허리둘레와 혈압은 

각각 줄자와 혈압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수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ActiGraph GT3X+를 이용하여 수면에 대한 정보를  측

정하였다. 수면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측정 장비와 손목 스트랩을 제공

하였다. 손목 스트랩에 고정시킨 측정 장비를 잠이 들기 전에 착용하고 잠이 깬 

이후에 풀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에게 수면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여서 수면 시간이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건강관련체력검사는 근력

과 근지구력, 유연성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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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선 정

S시 대사증후군 중년여성

⇩
사전 측정

신체조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수면효율, 

건강관련체력

⇩
운동 프로그램

(10주, 주1회, 1회 70분)

(U-Health + Ex)UEG (Exercise)EG

복합운동

U-Health
복합운동

⇩
사후 측정

신체조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수면효율, 

건강관련체력

⇩
자료 처리

Window SPSS 20.0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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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측정항목 측정도구 제조사,제조국

신체구성

신장 수동식 일반 신장계 삼화, 한국

체중 체성분 분석기 InBody, USA

신체질량지수

체성분분석기 InBody, USA제지방량

체지방량

건강관련체력

근력
악력계

(T.T.K-5401)
TAKEI, JAPAN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유연성
좌전굴 측정기

(ST-18)
엑스퍼트, 한국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혈압
자동혈압계
(TM-2655)

A&D Company

Ltd., JAPAN

허리둘레 줄자

중성지방

Cholestech LDX Cholestech, USAHDL-C

공복혈당

수면
수면시간

ActiGraph GT3X+ ActiGraph, USA
수면효율

 표 3. 측정 항목 및 도구

3. 측정 항목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 및 도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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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진단기준

복부둘레 85 cm 이상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HDL-C 50 mg/dl 미만

혈압 130/85 mmHg 이상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표 4.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여성)

4. 측정 방법

 1)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대사증후군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혈압,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은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NCEP Ⅲ)

에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복부비만을 평가하기 위한 허리둘레는 

2005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공복혈당장애 기준은 2003

년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

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5가지의 위험요인과 그 기

준을 토대로 하여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판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복부둘레

  복부비만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부둘레를 측정하였다. 정면을 바라보고 바로 선 

자세에서 양발을 25~30 cm 벌리고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늑골 가장 아래 

부위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의 중간부위를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WHO,  

2000). 측정 시에 줄자가 연부조직에 압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하여 측

정하며, 0.1 cm 까지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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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혈압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은 다기능 전자혈압

계인 BPBIO (Biospace.Co.Korea)를 이용하여 수축기혈압(SBP)과 이완기혈압(DBP)

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최소 5분 동안 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한 후 우측상완을 

측정하였다.

 

  (3) 혈액분석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성지방을 측정하기 위해 혈액분석기(Cholestech

LDX,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액검사는 10시간 공복상태에서 손가락 끝

의 모세혈 35µl을 채혈하여 카세트타입의 시약에 분주, 혈액분석기에 장착하여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분광반사(reflectance Photometry)법으로 측정하였다.

 2) 수면

   

  (1) ActiGraph GT3X+

그림 2. ActiGraph GT3X+

  대상자의 실험 전·후의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ActiGraph

GT3X+ 가속도계(ActiGraph,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였다. 가볍고(27g), 소형



- 20 -

(3.8cm×3.7cm×1.8cm)이라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체활동량을 측

정하는데 유효성을 검증 받았다(Melanson EL et al., 1995). 데이터는 1분 간격으

로 기록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며, 총 신체활동량은 분당 count로 나타난다.  

일주일 동안 잠자리에 든 시간과 기상시간, 가속도계를 풀어놓은 시간을 적을 수 

있는 일지를 매일 적도록 함으로써 일주일간 수면의 효율도 비교하였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착용하여 총 일주일 중 4일 이상 착용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으며, 착용시간은 60분 이상 연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거나 (count=0) 잠자

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수면시간과 수면효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세부 변인으로는  

수면효율에 대한 정보(수면시간/횟수), 잠자리에 든 시간, 잠에서 깬 시간, 수면 

시간, 깬 횟수, 잠든 시간, 깬 시간, 평균 깬 시간과 수면지속시간을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ActiGraph 가속도계를 연속적으로 5일동안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신

이 사용하는 주요 팔의 반대쪽 손목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3. ActiGraph GT3X+의 수면 데이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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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련체력

  (1) 체지방률

  체성분분석계(InBody, USA)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측정한다. 피험자는 12시간 

음식물과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여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고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발을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

킨 다음 측정한다. 체지방률이 측정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체지방률은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값을 기록한다.

  (2) 근력(악력)

  근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악력계(Takei, T.T.K-5401, Japan)를 이용하여 악력을 측

정한다. 악력의 측정은 직립으로 선 상태에서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서고, 양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의 제 2관절이 거의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의 폭을 조절해서 

잡은 후, 팔을 곧게 편 상태로 시작 구호와 함께 최대로 손에 힘을 주어 손잡이

를 잡아당기도록 한다.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큰 값을 0.1킬로그램 

단위로 기록한다.

  (3)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복부의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한다. 피험자가 매트 

위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 무릎 각도가 약 90도가 되도록 무릎을 굽

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후 양손을 X자로 교차시켜 가슴에 올린다. 배에 힘을 

주어 윗몸을 일으키면서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것을 1회로 하여 30초간 최대

한 빠른 속도록 반복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심폐지구력(YMCA 스텝 테스트)

  심폐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YMCA 스텝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간편한 복장

을 착용한 상태에서, 높이(30.5cm)의 스텝 박스 위를 분당 96회로 맞추어진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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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놈의 박자에 따라 분당 24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3분간 실시한다. 정해

진 리듬에 맞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자가 옆에서 

오르내리는 동작을 함께 하여 피험자가 지침에 맞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가 끝난 뒤 곧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운

동 종료 5초부터 그 후 1분 동안의 회복기 심박수를 측정한다. 

  (5) 유연성(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좌전굴 측정기(엑스퍼트, ST-18, 한국)를 사용하여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실시한다. 대상자가 측정보드 위에 앉아 양발을 모

아 펴고 앉은 뒤,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완전

히 편 상태로 앉도록 하고, 양발 사이의 거리는 5cm가 넘지 않도록 한다. 양손을 

겹치고 양 손끝을 계측기에 대도록 하여 팔꿈치는 완전히 펴고 숨을 들여 마셨

다가 내뱉으면서 계측기를 일정한 속도록 최대한 밀도록 한다. 순간적인 힘을 내

지 않고 3초간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측기가 도달한 값을 기록한

다. 같은 방법으로 2회 실시하여 최고치를 기록한다.



- 23 -

Combined Exercise Program

Warm up
Type Gymnastics

Time 5 min

Thera-bend

exercise

Intensity 10~15 RM

Type

Biceps curl, Triceps curl, Lateral raise, Chest

press, Lat pull down, Crunch, Leg raise, Lunge.

Squat, Dead lift

Time 30 min

Aerobic

exercise

Intensity 50~70% HRR

Type 줄넘기 응용 동작 운동

Time 30 min

Cool down
Type Gymnastics

Time 5 min

 표 5. 운동 프로그램

5. 운동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중년 여성에게 집단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

운동은 각각 5분을 포함하여 1주일에 1번 70분씩 10주간 실시하였다. 세부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탄력밴드 저항운동

  탄력밴드의 운동 강도는 밴드가 늘어난 길이에 따라 저항이 결정되므로 중년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빨간색 밴드를 사용하였다. 운동종목은 상체운동, 하체운동, 

몸통으로 구성하였다.  처음 5주간은 10RM으로 시작하여 15RM으로 점점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종목 간 휴식시간은 10초로 하였다. 피험자의 근기능과 관절의 가

동범위에 따라 제시된 범위 내에서 개별화시켰으며 또한 점증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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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산소성 운동

  줄넘기 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동작을 응용하여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

였다. 실제 운동에서는 줄 없이 가상으로 줄을 돌리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팔을 

돌리며, 약간의 점프 동작으로 하도록 하였다. 4분 정도 운동을 유지하고 1분씩 

휴식시간에 제자리걸음을 통해 호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강도 조절

은 여유심박수법으로 산출된 목표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박수측정기(Polar,

USA)를 이용하였다. 유산소 운동강도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5주까지는 HRmax의 

50%에서 시작하여 나머지 5주 동안은 HRmax의 70%까지 강도를 점증적으로 올

려 실시하였다.

 3) 스트레칭

  스트레칭 운동종목은 상체, 하체 및 몸통 부위가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관절의 가동범위를 초과하여 약간의 장력이 느껴지는 강도로 실시하였

다. 운동시간은 5주간은 10~15초간 실시하였다가 5주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30초

까지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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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health care system

 1) U-health 측정기기 설치 및 사용

  U-health 측정기기는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3D 신체활동량계이다. 대상자들의 

거주지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체성분분석계, 혈압계와 모니터가 함께 설치

되어 있는 U-health zone에서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D 신체활동량계

는 개별로 지급하여 평상시 보행수와 소비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U-health zone에서 측정 전에 3D 신체활동량계를 측정기의 데이터 전송 리더기에 

먼저 올려놓으면 측정은 이루어진다. 그 후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결과는 자동으

로 3D 신체활동계의 측정 자료와 함께 건강관련 홈페이지로 전송되어진다. 측정

된 결과는 U-health Zone에서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건강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데이터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측정횟

수는 매일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최소한 7일에 1회 이상은 측정하도록 하

였다. 기기의 측정항목은 체성분분석계는 ‘체중, 체지방율, 근육량, 내장지방레

벨, 추정골량, 신체나이’이고 혈압계는 ‘혈압, 맥박’을 측정하며 3D 신체활동

량계는 ‘보행수와 소비칼로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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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Health Zone에서의 측정과 프로그램 과정

그림 4. U-Health Zone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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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 웹 모니터링 

  자가 웹 모니터링은 U-health zone에서 측정한 결과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으

로, 측정이 이루어진 후 zone에 구성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개인 누적된 측

정 자료를 1일, 7일, 30일, 90일 단위의 기간변경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기간에 

맞춘 누적 데이터의 추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도 건강관련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누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하게 운동처방과 식

단처방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제공된 3D 신

체활동량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루 보행수와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주마다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대상자와 함께 보면서 

자신의 신체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U-Health 신체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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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Health 하루 보행수의 변화

7.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할 모든 변인들의 값은 IBM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두 집단의 차이 검증을 위해  Two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3) 모든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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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U-Health를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과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U-health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체중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사전측정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

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59.65±7.41 53.19±13.18
p=.145 p=.015* p=.315

EG 65.73±8.48 64.50±8.88

 표 6. 체중(kg)의 변화

그림 8.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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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근량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시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20.41±1.67 20.28±1.93
p=.921 p=.000* p=.692

EG 38.13±3.51 38.35±3.95

 표 7. 골격근량(kg)의 변화

그림 9. 골격근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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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지방량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20.93±4.78 20.82±4.29
p=.134 p=.406 p=.294

EG 22.90±4.88 22.30±5.05

 표 8. 체지방량(kg)의 변화

그림 10. 체지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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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증후군 지표의 변화

  

 1) 복부둘레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85.45±7.92 84.50±7.11
p=.006* p=.975 p=.081

EG 86.92±4.87 83.19±5.81

 표 9. 복부둘레(cm)의 변화

그림 11. 복부둘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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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복혈당의 변화

 2) 공복혈당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01.80±6.41 94.70±9.24
p=.108 p=.763 p=.292

EG 100.77±16.99 99.23±19.85

 표 10. 공복혈당(mm/dl)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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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성지방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69.80±58.82 140.40±45.48
p=.061 p=.957 p=.888

EG 169.00±76.44 143.54±55.78

 표 11. 중성지방(mm/dl)의 변화

그림 13. 중성지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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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DL-C의 변화

 4) HDL-C 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43.00±11.71 40.50±6.93
p=.879 p=.005* p=.197

EG 53.69±14.52 56.85±10.20

 표 12. HDL-C(mm/dl)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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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축기 혈압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26.20±12.56 119.80±14.92
p=.013* p=.706 p=.651

EG 127.23±11.57 122.69±13.47

 표 13. 수축기혈압(mmHg)의 변화

그림 15. 수축기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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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완기 혈압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85.80±8.35 80.80±9.00
p=.094 p=.043* p=.076

EG 75.46±9.63 75.62±9.43

 표 14. 이완기혈압(mmHg)의 변화

그림 16. 이완기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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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악력의 변화

3. 건강관련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5).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25.41±4.52 26.40±3.69
p=.406 p=.271 p=.041*

EG 24.22±4.30 23.79±3.39

 표 15. 악력(kg)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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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지구력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0.69±11.29 14.69±11.32
p=.011* p=.081 p=.796

EG 4.53±6.89 7.85±8.58

 표 16. 윗몸 일으키기(회/분)의 변화

그림 18. 윗몸 일으키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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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연성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8.12±8.45 18.54±7.80
p=.070 p=.338 p=.276

EG 19.99±5.46 21.62±3.47

 표 17. 좌전굴(cm)의 변화

그림 19. 좌전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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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면의 변화

 1) 수면 효율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5).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83.39±5.34 86.13±4.55
p=.115 p=.230 p=.019*

EG 82.46±4.99 81.88±7.19

 표 18. 수면효율(%)의 변화

그림 20. 수면효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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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 수면시간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376.41±53.51 372.31±69.35
p=.416 p=.562 p=.209

EG 376.17±45.18 394.85±40.52

 표 19. 총 수면시간(분)의 변화

그림 21. 총 수면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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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 순수 수면시간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313.16±51.32 320.01±62.30
p=.191 p=.975 p=.709

EG 311.10±49.00 323.29±41.70

 표 20. 총 순수 수면시간(분)의 변화

그림 22. 총 순수 수면시간의 변화



- 44 -

 4) 수면 중 깨어난 횟수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18.62±4.02 18.35±5.00
p=.405 p=.786 p=.214

EG 18.19±2.72 19.52±2.93

 표 21.  수면 중 깨어난 횟수(회)의 변화

그림 23. 수면 중 깨어난 횟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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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면 중 깨어난 시간의 변화

  10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UEG과 EG 모두 측정 시기간 변화가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5). 

그 룹 사전 사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UEG 61.96±20.52 50.70±18.09
p=.401 p=.276 p=.038*

EG 62.37±15.68 67.31±29.54

 표 22. 수면 중 깨어난 시간(분)의 변화

그림 24. 수면 중 깨어난 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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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현대사회에 들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들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

견과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U-Health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S시에 거주하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복

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과 비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신체조성

  본 연구에서는 10주간 주 1회 70분간의 복합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U-Health를 활용한 그룹(UEG)과 그렇지 않은 그룹(EG)간의 체중, 골격근량, 체지

방량의 변화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복부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장기간 복합운동을 통해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김우규, 2008)하였으며, 복합

운동 트레이닝을 통해 중년여성들의 제지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성식, 

2009)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구성 항목이 감소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가 운동에 의한 것

인지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윤형권, 2003). 

  

2.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허리둘레에서는 UEG에서 사전 85.45±7.92에서 사후 84.50±7.11로 나타났으며, 

EG에서는 86.92±4.87에서 83.19±5.81로 두 그룹 모두 감소하여 시간에 따라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5),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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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이는 고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허리둘레

에 변화가 나타났으며(권호준 외 2명, 2012),  U-Health를 사용하여 대사증후군을 

관리한 Song(2011)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

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UEG의 혈당은 사전 101.80±6.41에서 사후 94.70±9.24로 나타

났으며, EG에서는 100.77±16.99에서 99.23±19.85로 두 그룹 모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 100ml/dl 이상인 것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사후 측정시 혈당 평균

값이 안정 범위 내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그

룹 모두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EG의 중성지방은 사전 169.80±58.82에서 사후 140.40±45.48로 나타났으며, 

EG는 169.00±76.44에서 143.54±55.78로 두 그룹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복부비만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복합트레이닝을 12주간 주 4회로 실시하였을 때 중성지방이 감소(Park 

등,2006)한다고 보고하였고, 중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을 8주 동안 실시

한 경우 중성지방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Kang 등, 2007)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성지방 진

단 기준이 150mg/dl 이상인 것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사후진단 결과에서 안정 

범위 내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UEG의 HDL-C는 사전 43.00±11.71에서 사후 40.50±6.9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G에서는 53.69±14.52에서 56.85±10.20으로 증가하였지만, 두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문 

외 (2012)의 선행 연구에서는 12주간 주 3회 80분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HDL-C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호준 등(2012)

은 고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80분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HDL-C가 집단과 시기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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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HDL-C에 대한 운동의 효과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대산소섭취량의 60% 강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75%의 강도로 에

너지소비량이 800kcal 이상 되는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가 나타남에 따라 HDL-C의 증가를 보기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기간

을 길게 하여야한다고 Gordon 등(1996)은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두 그룹

에게 실시한 운동의 기간과 강도는 동일하게 하였으나 다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실험대상자의 개인적인 생리적 특성과 식이섭취가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수축기 혈압에서는 UEG에서 사전 126.20±12.56에서 사후 119.80±14.92로 나

타났으며, EG에서는 127.23±11.57에서 122.69±13.47로 두 그룹 모두 시간에 따

라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p<.05),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호준 등(2012)이 고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

회 1회 80분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혈압에서 그룹 간 상호작

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애라(2010)의 연구에서도 비만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트레드밀 운동 후 수축기 혈압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완기 혈압에서는 UEG에서 사전 85.80±8.35에서 사후 80.80±9.00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G에서는 75.46±9.63에서 75.62±9.43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두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이라는 중재변인을 통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를 이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U-Health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그의 부가

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두 그룹 모두 운동을 실시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본 연구의 운동기간 및 횟수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3. 수면

  최근 들어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다양한 생활 습관 중 특히 수면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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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서은경(2008)이 대학병원에 문진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면시간 7시간 군과 비교하여 5시간 이하 

군의 체지방률로 측정한 비만에 대한 보정 후 교차비는 1.62(95% 신뢰구간, 

1.31~2.01)이었으며, 대사증후군에 대한 보정 후 교차비는 1.69(95% 신뢰구간, 

1.24~2.32)이었다. 따라서 짧은 수면시간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과 관계가 

있으며, 이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ater

& Watenpaught(2008)의 연구에서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

항성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게 운동을 통해 수면의 변화를 유발하는 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면 효율과 수면 중 깨어난 시간에서 두 그룹 간에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이러한 결과는 UEG에서 깨어난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면효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순수 수면시

간, 깨어난 횟수, 총 수면시간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4. 건강관련체력

  근력의 변화는 UEG에서는 사전 25.41±4.52에서 사후 26.40±3.69로 약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G에서는 24.22±4.30에서 23.79±3.39로 감소하여 두 그

룹간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복

부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을 12주간 주 4회 100분 실시하여 악력

(p<.01)이 유의하게 증가한 김우규(2008)의 연구와 12주간의 밴드운동으로 악력이 

유의하게 향상한 Mikesky 등(1994)의 연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드 운

동이 다른 웨이트트레이닝과는 다르게 손으로 밴드를 직접 쥐고 운동을 수행하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의 근육과 신경에 더 좋은 자극을 준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운동을 실시한 두 그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개인의 평소 운동형태

의 차이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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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구력의 변화는 UEG와 EG에서 모두 시간상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p<.05),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근지

구력이 시간상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권호준 등(201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유연성에서는 UEG와 EG에서 모두 시간상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

을 12주간 주 4회, 60분간 실시하여 유연성의 증가를 보고하였고(Lee & Park, 

2003), 12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 유연성의 증가(kim, 2011)를 보고한 

사전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운동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U-Health 장비를 활용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검증한 박세윤(2010)의 연구에서도 U-Health 기반 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자들의 동

기를 자극하여 운동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동을 시행함으로서 대상자들에게는 즉각적

인 피드백을 통한 동기부여가 자가관리율을 상승하게 하며, 관리자에게는 대상자

와 측정데이터를 웹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맞춤상담이 가능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U-Health

에 대한 접근성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외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적용하는 대상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U-Health 

기반 장비 중 중년여성들이 손쉽게 본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얻은 정보로는 3D 

신체활동량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루 보행수, 에너지 소비량이 있었다. 하지

만 웹기반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건강관련정보와 신체측정데이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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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U-Health 라고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U-Health care system 중 3D 신체활

동량계는 UEG 대상자들에게는 모두 주어졌다. 이 신체활동량계를 통해 운동 시

작 7일간 평균 보행수와 운동 마지막 7일간 평균보행수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웹기반으로 제공되어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많이 떨어져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여 운동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발

생시킬 만큼 동기를 자극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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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U-Health를 활용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와 

건강관련체력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복합운동을 통해 중년여성들의 복부둘레, 수축기 혈압, 근지구력에서는 시간 

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U-Health를 활용하여 근력과 수면 효율에서 두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10주간의 짧은 시간동안에 체중

과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수축기혈압, 이완기 혈압 등의 요인들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운동의 긍정적인 변화는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운동시간과 횟수를 늘린다면 더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U-Health를 적용하여 실시하여 본 결과, 아직까지 중

년여성들에게 IT기기를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점

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

여 접근성을 더욱 쉽게 한다면 U-Health의 효과를 더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 결과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운동은 필수적이며, 

앞으로의 U-health 기반 장비를 활용한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컨텐츠의 개발

과 이에 맞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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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with Ubiquitous

Healthcare On Metabolic Syndrome and Sleep

JEONG, DAE J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based

on ubiquitous healthcare(u-health) on changes in health related fitness, sleep, and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in middle aged women. In total, 30 women with at

least three risk factors of the diagnosis criterion on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recruited as subject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combined exercise(EG, n=15), combined exercise with

U-Health(UEG, n=15). Before and after 10 week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iochemical analyses, health related fitness and sleep were measured on all subjects.

Subjects with U-Health measured their body composition, blood pressure, and physical

activity more than once per week during the 10 weeks using the u-health care

equipments in U-Health Zone and sent these data to a central database system using

a personal computer. Comparison between groups were made using two-way repeated

ANOVA measures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t level of α=.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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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weight, mass of body muscle, mass of body

fat in the groups. Among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waist circumferenc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showed statistically difference in time effects(p<.05). In the

health related fitness , muscle strengt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up effects(p<.05). muscle endura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ime effect(p<.05). In sleep variances, sleep efficiency and number of awaken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up effects(p<.05).

In conclusion, combined exercise through the u-health service resulted in effects on

the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health related fitness, sleep. The usefulness

of u-health service is discussed.

Key Words: U-Health, Metabolic syndrome, Combined exercise, Physical fitness,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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