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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S사에서 근무하는 남성 사무직 종사자 중 

최소 3개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BMI) 25kg/m²이상의 비만 

직장인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모집한 후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각각 

ICT 그룹(IG, n=32)과 Hospital 그룹(HG, n=20)으로 분류하였다. 사전과 사후에 걸쳐 

대상자의 신체조성, 건강관련 체력,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측정하였으며, 사전에 

측정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다. ICT 그룹(IG)은 12주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 Hospital 그룹(HG)은 3주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운동처방사와의 상담을 

통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으며, 개인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받았다. 12주간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출석률이 

80% 이상이며 사전·사후 결측값이 없는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과 동질성 검사를 실시



하여 IG 15명과 HG 15명, 총 3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값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룹 

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wo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조성의 경우,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WH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건강관련 체력의 경우, 근지구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경우,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 이완기 

혈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ICT, 운동처방 프로그램, 비만, 건강관련 체력,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학  번: 201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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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첨단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신체활동 

부족 및 체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져다주었다. 2011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2012)결과에 의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걷기·중등도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격렬한 신체활동의 실천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활동의 중심축인 30대와 40대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08), 30대 이상 성인의 약 62%가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난 20년 동안 개발도상국 및 고소득 국가의 주된 작업형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Smith, Conway, & Karsh, 1999), 이러한 작업형태는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Hill, Wyatt, Reed, & Peters, 

2003).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좌업 형태의 근무는 더욱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의 부족은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Levine, 

Lanningham-Foster, McCrady, Krizan, Olson, Kane, & Clark(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 부족과 

비만의 연관성이 확인 되었다(Frank, Andresen, & Schmid, 2004; Hu, Li, 

Colditz, Willett, & Manson, 2003).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2).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을 앉아서 보내며 신체활동 부족에 노출 되어 있는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 정신적 문제, 

유전적인 원인 및 내분비계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방조직이 과잉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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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한비만학회, 2005). 비만은 질병 및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Aballay, Eynard, Díaz, Navarro, 
& Muñoz,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인구의 31.4%가 비만이며 그 중 직장인 

남성의 약 40%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2012).

  비만은 제 2형 당뇨, 심혈관계 질환, 폐쇄성 수면 무호흡, 골관절염 그리고 여러 

형태의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Bianchini, 

Kaaks, & Vainio, 2002; Field, Colditz, & Dietz, 1999; Mokdad, Marks, Stroup, 

& Gerberding, 2004; Must, Spadano, Coakley; Resnick, Valsania, Halter, & Lin, 2000),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Grundy, 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만 인구의 약 50%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으며, 비만일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약 5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순, 

오상우, 강재헌, 박용우, 최중명, 김용성, 김영설, 2003).

  비만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교정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권장된다. 이 중 운동요법은 다른 요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운동요법은 체지방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1일 에너지 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는 안정시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만 중재 방법이라 할 수 있다(Stiegler & Cunliffe, 2006). 

미국대학스포츠의학회(ACSM)는 비만 중재를 위한 운동처방으로 주당 총 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이나 15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 또는 주당 5일의 운동으로 초반

에는 중강도(40~60%VO₂R)에서 후반에는 고강도(50~70%VO₂R)의 유·무산소 복합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의 합병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의 건강관련 특성과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종류·강도·빈도·시간을 처방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Cocosila & Archer, 2010). 선행연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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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제공한 경우 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김도환, 2004; 김창기, 2002; 김태영, 2001),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길, 

2001). 또한 ICT를 활용한 교육을 받은 학습자에게서 수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영, 2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일으키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 서비스(SMS)나 웹 사이트를 활용한 건강관련 피드백 제공이 체중관리, 비만

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Gan & Allman‐Farinelli, 
2011; Harris, Bauman, & Allman-Farinelli, 2013; Hebden, Balestracci, 

McGeechan, Denney-Wilson, Kirwan, Duncan, Vandelanotte, & Mummery, 

2012).

  최근 정보기술과 임상공학의 발달로 병원 기반의 의료행위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Nardi, Scanelli, 

Borioni, Grandi, Sacchetti, Parenti, & Pontoriero, 2007).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ICT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을 통합한 것으로,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성, 저장, 진행, 전달,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의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즉, 

유·무선 및 위성 통신, 방송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도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된다(Lundall & Howell, 2000). 기존의 IT(Information 

Technology)에 비하여 ICT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지리적 거리에 제한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ICT의 일환인 스마트폰은 정보의 접근 및 제공에 있어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의료,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 활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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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 되고 있는 반면, 운동처방 프로그램으로서 건강관련 체력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관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병원을 통한 운동처방 프로그램보다

    신체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병원을 통한 운동처방 프로그램보다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3)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병원을 통한 운동처방 프로그램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5 -

  1) 연구기간 중 운동처방 프로그램 이외의 신체활동을 제한하지 못하였다.

  2) 연구기간 중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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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IT에 통신 즉,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협의적 

개념의 ICT는 정보를 검색, 수집, 전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광의적 개념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등의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1) ICT 활용교육

  ICT 활용교육이란 기본적인 정보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즉, ICT를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웹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이철현, 박종오, 이태욱 , 2001).

 2) ICT 활용교육의 필요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1)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ICT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나타내었다. ICT 활용교육의 필요성은 다음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1) 학습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극복

  ICT의 일환인 인터넷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및 환경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ICT를 통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어성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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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 확대

  ICT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

하고 개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어성선, 2000). 

  (3)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

  ICT는 운동을 학습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교사의 언어적 설명이나 시범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전통적인 

피드백과 달리, ICT는 시각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어성선, 2000).

  (4) 학습동기 유발

  ICT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학습 동기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영, 2001).

2. 건강관련 체력

  체력은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속성을 의미한다. 체력은 생활을 지속하는데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력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진원, 1994). 체력의 

구성요소는 크게 건강관련 체력(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과 운동기능관련 체력

(Motor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으로 구분된다.

 1) 신체조성

  체중은 지방과 제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중을 상대적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신체조성이다. 과도한 체지방 축적은 고혈압, 고지혈증, 제 2형 당뇨병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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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반대로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체지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ACSM, 2001).

 2) 근 력

  근력이란 근육의 능력을 의미한다. 근육이 저항에 한 번에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이때 발생하는 근 수축의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력은 

기초 체력요소로서 걷기, 달리기, 물건 나르기 등 평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요구

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체력요소이다. 

 3) 근지구력

  근지구력이란 저항에 대한 비교적 장시간의 반복적 근 수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근지구력은 저항 또는 압력에 대하여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시간적 제한 없이 최대수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허원진, 2005).

 4) 유연성

  유연성이란 관절의 최대 가동범위에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운동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유연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유연성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연성의 향상을 통하여  운동시나 일상

생활에서 상해 및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Jette & Branch, 1981).

 5)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계속하여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호흡과 순환에 

의한 산소의 섭취 및 운반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최대 

산소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심폐지구력 또한 증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1회 심박출량을 

향상시킨다(Levine & Balad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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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만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 정신적 문제, 

유전적인 원인 및 내분비계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방조직이 과잉 축적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한비만학회, 2005).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체지방률

(%Body fat) 그리고 허리둘레를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이 중 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만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대상자를 

측정할 수 있으며, 체지방과의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현복진, 2006). 

체질량지수의 경우, 25~29.9kg/m²는 과체중으로 그리고 30kg/m²이상은 비만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또한 체질량지수는 인종, 성별, 

체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경우 WHO의 아시아-태평양 비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비만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23~24.9kg/m²를 

과체중으로 그리고 25kg/m2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고 있다(WHO, 2000).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Grundy, 2006), 그 

밖에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시키며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ianchini, Kaaks, & Vainio, 2002; Field, Colditz, & Dietz, 1999; Mokdad, 

Marks, Stroup, & Gerberding, 2004; Must, Spadano, Coakley; Resnick, Valsania, 

Halter, & Lin, 2000).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교정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약물요법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며 부작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식이요법은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정시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어 체지방뿐만 아니라 제지방도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운동요법은 경제적이며 부작용이 적다. 또한 운동은 체지방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1일 에너지 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는 안정시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만 중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tiegler & Cunliffe, 2006). WHO는 가장 효과적으로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 10 -

방법으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그리고 행동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WHO, 2000).

 1) 비만과 운동

  미국대학스포츠의학회(ACSM)는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처방으로 주당 총 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이나 15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 또는 주당 5일의 운동으로 초반에는 

중강도(40~60%VO₂R)에서 후반에는 고강도(50~70%VO₂R)의 유·무산소 복합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으로 유산소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유산소운동을 통해 지방의 연소를 활성화시키며 에너지 소비량과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신근육을 사용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운동이 권장된다(ACSM, 2001). 또한 

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 의하면, 하루 1시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통해 정상수준의 체질량지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타내었다(Trumbo, Schlicker, 

Yates, & Poos, 2002). 그러나 비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동수행능력이 낮으며,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것이 중요

하다.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신체활동량의 부족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경우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좌식생활을 

하는 등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Frank et al, 2004; Hu et al, 

2003; Levine et al,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자 서비스나 인터넷 등 I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한 결과,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가한 신체활동량에 의하여 체중감소와 함께 비만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Gan & Allman‐Farinelli, 2011; Harris, Bauman, & Allman-Farinelli, 2013; 

Hebden et al, 2012).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IC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선행연구에서도, IC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이 더 많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면서 IT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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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IT 및 ICT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만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Joo & Kim, 2007; Pellegrini, Duncan, Moller, Buscemi, 

Sularz, DeMott, & Spring, 2012).

 2) 비만과 건강관련 체력

  비만과 건강관련 체력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만의 감소와 

함께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Jekal, Lee, 

Park, Lee, Kim, Kang, & Jeon, 2010; Jurca, Lamonte, Church, Earnest, 

Fitzgerald,  Barlow, & Blair, 2004). 이미경(2009)의 연구에서 과체중 및 비만아동의 

근지구력을 수준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근지구력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BMI와 체지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김지영, 

이미경, 이해동, 이지원, 전용관(2012)과 안기용, 김은성, 제갈윤석, 전용관(2010)의 

연구에서도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이 높은 그룹에서 비만한 정도와 BMI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심폐체력의 경우, 비만과 관련된 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만에 있어서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arlow, LaMonte, FitzGerald, Kampert, Perrin, & 

Blair, 2006; Bertoli, Di Daniele, Ceccobelli, Ficara, Girasoli, & De Lorenzo, 

2003; Wessel, Arant, Olson, Johnson, Reis, Sharaf, & Merz, 2004).

4.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란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복부비만,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고혈압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Roth, 

Mobarhan, & Clohisy, 2002). 대사증후군은 1988년 Reaven에 의하여 ‘Syndrome 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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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어졌다. 이 당시의 ‘Syndrome X’는 복부비만을 제외한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HDL-C 감소, 고혈압, 내당능장애를 포함한 것이었다. 이후 1989년 

Kaplan에 의해‘The Deadly Quarter’로 불리어졌으며, 이때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 복부비만이 포함되었다. 1992년 Haffer는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증후군

으로 불렀으며, 1998년 WHO에 의해 Metabolic Syndrome으로 정의되었다.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NCEP Ⅲ)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증, 고지혈증,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복부비만의 경우, 동일한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복부비만이 더 심하기 때문에 동양인의 복부비만 진단 

기준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대사증후군과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에서의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며,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운동은 수축기 혈압과 내장지방을 감소시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oth et al, 2002). Rauramaa(1995)는 대사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

방법으로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을 병행하여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Shahid & Schneider(2000)는 일주일에 3~4회, 1회당 

20~45분 동안 최대산소섭취량의 40~65%의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저항운동은 글루코스를 흡수하는데 있어서 근수축이 인슐린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Holloszy, Constable, & Young, 1986).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저항운동을 할 때 고강도로 적은 

횟수를 반복하는 운동방법보다 중강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운동방법이 권장된다

(Hurley, Hagberg, Goldberg, Seals, Ehsani, Brennan, & Holloszy, 1988).

  IT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관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I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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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음을 알 수 있다(Cocosila & Archer, 2010).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I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한 결과, 체중과 비만을 개선하였으며 IT를 활용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Gan & Allman‐Farinelli, 2011; Harris, Bauman, & Allman-Farinelli, 

2013; Hebden, Balestracci, McGeechan, Denney-Wilson, Kirwan, Duncan, 

Vandelanotte, & Mummery, 2012). 또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IT에서 통신

기술이 추가된 ICT가 발명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건강관리 교육

방법의 측면이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CT 활용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며(김도환, 2004; 김창기, 

2002; 김태영, 2001), 학습동기의 유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길, 2001).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갖춘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교육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대사증후군과 건강관련 체력

  만성질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은 신체활동, 식이습관, 금연, 음주 등 

개인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체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다(Maki, 2004). 건강관련 체력은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 있는 심폐지구력은 

조기 사망에 주요한 예측인자로 평가되고 있다(Lee, Artero, Sui, & Blair, 2010).

  건강관련 체력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체력 중 

주로 심폐지구력을 지표로 하여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DuBose, Eisenmann, & Donnelly, 2007; Jurca et al, 2004). 낮은 심폐지구력을 

갖은 경우 높은 심폐지구력을 갖은 경우보다 대사증후군 발병율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to, Sasaki, Mascarenhas, Boguszewski, Bozza, Ulbrich, & 

de Campos, 2011). 또한 심폐지구력이 감소할수록 만성질환의 발병율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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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진단기준

허리둘레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C 남자: 40mg/dL, 여자 50mg/dL 미만

혈 압 130/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표 1.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폐지구력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penes, Nauman, Nilsen, Vatten, & 

Wisløff, 2011; Chen, Das, Barlow, Grundy, & Lakoski, 2010; Steele, Brage, 

Corder, Wareham, & Ekelund, 2008).

  기존의 연구가 심폐지구력에 한정된 것에 반하여, 최근 근력 및 근지구력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김동일 등, 2012; 안기용 등, 2010; 이미경, 

2009), 대사증후군을 관리함에 있어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악력이 가장 약한 그룹이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하여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약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ayer, Syddall, 

Dennison, Martin, Phillips, Cooper, & Byrne, 2007),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력이 낮은 노인그룹이 악력이 높은 노인그룹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Yang, Lim, Lim, Kim, Jang, & Paik, 2012). 또한 근력과 대사

증후군의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rca et al, 2004; Wijndaele, 

Duvigneaud, Matton, Duquet, Thomis, Beunen, & Philippaerts, 2007). 이러한 사실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있어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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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S사에서 근무하는 남성 사무직 종사자 중 

최소 3개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BMI) 25kg/m²이상의 비만 

직장인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모집한 후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각각 

ICT 그룹(IG, n=32)과 Hospital 그룹(HG, n=20)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12주간 IG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G는 병원을 통하여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 12주간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출석률이 80% 이상이며 사전·사후 결측값이 없는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IG 15명과 HG 15명, 총 3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S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중 BMI 25kg/m²이상의 

비만 직장인 남성 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각각 ICT 그룹

(IG, n=32)과 Hospital 그룹(HG, n=20)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조성, 건강관련 체력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측정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운동처방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IG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 HG는 3주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운동처방사와의 

상담을 통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으며, 자신의 상황과 스케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수행하도록 권장 받았다.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시간적 추의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사전과 사후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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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건강관련 체력은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으로 평가하였으며,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은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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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항목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 및 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2. 측정항목 및 도구

요  소 측정항목 측정도구 모델명, 제조국

신체조성

신  장 신장계 BSM370, Korea

체  중

체성분 분석기 InBody720, Korea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허리 엉덩이 

둘레비

건강관련 체력

근  력 악력계 BS-HG, Korea

근지구력 윗몸 일으키기 BS-SU, Korea

유연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 BS-FF, Korea

심폐지구력 하버드 스텝 테스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허리둘레 줄  자

혈  압 혈압계 BPBIO320S, Korea

중성지방

Cholestech LDX Cholestech, USA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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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방법

 1) 건강관련 체력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체성분 분석기(Inbody720,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전 

12시간 동안 대상자의 음식물 및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공복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신체의 금속성 물질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다. 신체조성은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된 값을 기록하였다.

  (2) 근력(악력)

  근력은 악력계(BS-HG,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직립으로 선 

상태에서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 선 다음 손가락의 제2관절이 악력계의 잡는 

부분과 직각이 되도록 잡게 하였다. 팔을 곧게 편 후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양팔을 옆으로 약간 벌리도록 하였다. 좌·우 교대로 2회씩, 총 4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3)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근지구력은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장비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발바닥을 지면에 닿도록 하였다. 양손을 교차하여 가슴 위에 위치시킨 다음 

상체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윗몸 일으키기는 1분 동안 반복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4)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연성 측정기(BS-FF, Korea)를 이용하여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장비 위에 앉게 한 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계측기를 

반동 없이 일정한 속도로 밀게 하였다. 약 3초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2회 실시하여 최고값을 기록하였다. 



- 19 -

  (5) 심폐지구력(하버드 스텝 테스트)

  심폐지구력은 하버드 스텝 테스트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높이 

20in(50.8cm)의 스텝박스에서 분당 30회의 속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 

하였다. 이때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지침에 맞는 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분 동안 동작을 지속한 후 대상자를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고, 

측정자는 운동 종료 후 1분~1분 30초, 2분~2분 30초, 3분~3분 30초 사이의 맥박수를 

측정하였다. 하버드 스텝 테스트 측정 후 맥박수의 합을 이용하여 신체효율지수

(PEI)를 산출하였다. 신체효율지수(PEI)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신체효율지수(PEI) = {운동시간(초) / (맥박수의 합×2)} × 100  

 2)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 허리둘레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자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늑골 가장 아래 부위와 골반 장골능(Iliac crest)의 중간부위를 측정하였다.

  (2) 혈 압

  혈압은 혈압계(BPBIO320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측정 전 

최소 1시간 동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및 음주 그리고 흡연을 금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에 대상자의 우측 상완을 측정하였다.

  (3) 혈액분석

  대상자는 채혈 24시간 내에 음주, 약물복용, 격렬한 운동을 금하도록 하였고,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S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완 주정맥에서 채혈

하였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의 분석을 위하여 채혈된 



- 20 -

혈액을 서울시에 소재한 S 임상검사센터에 의뢰하였다.

5. 운동처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IG와 HG 두 그룹 

모두 건강관련 체력을 측정하였다. IG는 주당 0.5kg~1kg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여 

측정된 개인의 연령, 체력수준, 운동단계 등의 세분화된 분석과 ACSM에서 제공

하는 비만인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하여 3주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킨 웨이트 트레이닝, 유연성 그리고 유산소운동으로 구성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IG는 비만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표 체중과 하루 목표 칼로리 소비량과 보행 수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운동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 

또한 IG는 신체활동 측정장비(LifrGram, Korea)를 통해 하루 소비 칼로리, 보행 수·

거리, 신체활동 시간·강도 등의 피드백을 제공 받았으며, 블루투스 및 USB를 통해 

측정된 활동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운동처방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현재 체중을 입력하거나 기록된 운동수행 현황을 통해서 당시에 

맞는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HG는 12주간 3주마다 병원에 내방하여 운동처방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가이드를 제공 받았으며, 자신의 상황과 스케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 받았다. HG 또한 신체활동 측정장비를 착용하였지만 

IG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LED 화면을 통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내방하였을 때 자신의 신체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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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값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3)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wo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4) 모든 가설의 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그림 2.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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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신체조성의 차이

변  인 그  룹 사전 값 t p

체 중(kg)
I G 82.25±11.12

-.991 .330
H G 85.92±9.09

골격근량(kg)
I G 33.43±3.04

-1.725 .096
H G 35.17±2.46

체지방량(kg)
I G 23.24±7.97

-.195 .847
H G 23.74±5.94

체지방률(%)
I G 27.69±5.72

.218 .829
H G 27.29±4.19

체질량지수

(kg/m2)

I G 28.03±3.40
.024 .981

H G 28.00±2.52

허리 엉덩이

둘레비

I G 0.89±0.07
-1.095 .283

H G 0.92±0.06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Ⅳ. 연구결과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조성의 변화

 1)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신체조성의 차이

  IG와 HG의 신체조성의 차이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전에 측정된 

변인들의 값으로 분석된 IG와 HG의 신체조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HG가 IG

보다 체중, 골격근량, 허리 엉덩이 둘레비(WH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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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신체

조성의 변화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체중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체중의 변화는 다음 

<표 4>와 같다. IG와 HG 모두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82.25±11.12 76.87±9.83
.000*** .136 .008**

H G 85.92±9.09 84.14±9.50

 표 4. 체중(k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3.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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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격근량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골격근량의 변화는 

다음 <표 5>와 같다. HG에서 골격근량이 감소한 반면, IG에서는 골격근량이 유지

되었다. 그러나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33.43±3.04 33.33±2.74
.248 .106 .547

H G 35.17±2.46 34.87±2.64

 표 5. 골격근량(k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4. 골격근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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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지방량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체지방량의 변화는 

다음 <표 6>과 같다. IG와 HG 모두 체지방량이 감소하였으며,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23.24±7.97 17.77±7.49
.000*** .338 .001**

H G 23.74±5.94 22.15±6.43

 표 6. 체지방량(k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5. 체지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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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지방률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체지방률의 변화는 

다음 <표 7>과 같다. IG와 HG 모두 체지방률이 감소하였으며,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27.69±5.72 22.48±6.86
.000*** .436 .001**

H G 27.29±4.19 25.95±4.84

 표 7. 체지방률(%)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6. 체지방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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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질량지수(BMI)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BMI의 변화는 다음 

<표 8>과 같다. IG와 HG 모두 BMI가 감소하였으며,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28.03±3.40 26.21±3.19
.000*** .624 .010*

H G 28.00±2.52 27.31±2.88

 표 8. BMI(kg/m2)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7. BMI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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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허리 엉덩이 둘레비(WHR)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WHR의 변화는 

다음 <표 9>와 같다. IG와 HG 모두 WHR이 감소하였으며 ,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0.89±0.07 0.84±0.05
.000*** .059 .019*

H G 0.92±0.06 0.90±0.06

 표 9. WHR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8. WH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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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건강관련 체력의 차이

변  인 그  룹 사전 값 t p

악 력(kg)

I G 40.47±3.55

.022 .982

H G 40.42±7.35

윗몸 일으키기(회/분)

I G 22.87±4.52

-.996 .328

H G 24.93±6.65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I G 3.40±9.40

-1.496 .146

H G 8.21±8.15

하버드 스텝 테스트(PEI)

I G 60.93±8.49

.000 1.000

H G 60.93±4.80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2. 건강관련 체력의 변화

 1)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건강관련 체력의 차이

  IG와 HG의 건강관련 체력의 차이는 다음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전에 

측정된 변인들의 값으로 분석된 IG와 HG의 건강관련 체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IG가 HG보다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과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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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건강관련 체력의 변화

  본 연구에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건강

관련 체력의 변화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근력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근력의 변화는 다음 

<표 11>과 같다. IG와 HG 모두 근력이 증가하였으며, IG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p<.05),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40.47±3.55 43.20±3.12
.021* .625 .173

H G 40.42±7.35 41.16±8.56

 표 11. 악력(k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9. 악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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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지구력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근지구력의 변화는 

다음 <표 12>와 같다. IG와 HG 모두 근지구력이 증가하였으며, IG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22.87±4.52 28.93±3.56
.000*** .659 .001**

H G 24.93±6.65 25.20±6.77

 표 12. 윗몸 일으키기(회/분)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0. 윗몸 일으키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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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연성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유연성의 변화는 

다음 <표 13>과 같다. IG와 HG 모두 유연성이 증가하였으며, IG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3.40±9.40 8.73±6.83
.000*** .238 .048*

H G 8.21±8.15 10.53±6.33

 표 13. 윗몸 앞으로 굽히기(cm)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1.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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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폐지구력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다음 <표 14>와 같다. IG와 HG 모두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였으며, IG에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5),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60.93±8.49 67.27±7.19
.033* .231 .069

H G 60.93±4.80 61.47±9.58

 표 14. 하버드 스텝 테스트(PEI)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2. 하버드 스텝 테스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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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차이

변  인 그  룹 사전 값 t p

허리둘레(cm)
I G 93.63±8.32

-.828 .415
H G 95.77±5.51

중성지방(mg/dL)
I G 182.87±62.90

.191 .850
H G 177.80±81.2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mg/dL)

I G 45.40±6.94
-1.808 .081

H G 51.47±10.99

수축기 혈압(mmHg)
I G 120.33±10.01

-1.839 .077
H G 129.93±17.57

이완기 혈압(mmHg)
I G 77.07±10.11

-.961 .345
H G 80.93±11.86

공복혈당(mg/dL)
I G 101.33±10.35

1.079 .290
H G 97.33±9.96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3.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

 1)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차이

  IG와 HG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차이는 다음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전에 측정된 변인들의 값으로 분석된 IG와 HG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IG가 HG보다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리둘레,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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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CT 그룹(IG)과 Hospital 그룹(HG)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

  본 연구에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대사

증후군 위험요인의 변화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허리둘레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허리둘레의 변화는 

다음 <표 16>과 같다. IG와 HG 모두 허리둘레가 감소하였으며, I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93.63±8.32 87.03±7.75
.000*** .113 .012*

H G 95.77±5.51 93.07±6.59

 표 16. 허리둘레(cm)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3. 허리둘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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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성지방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중성지방의 변화는 

다음 <표 17>과 같다. HG에서 중성지방이 증가한 반면, IG에서는 중성지방이 

감소되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5), 측정

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182.87±62.90 114.67±53.39
.052 .243 .023*

H G 177.80±81.23 183.53±123.00

 표 17. 중성지방(mg/dL)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4. 중성지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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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HDL-C의 변화는 

다음 <표 18>과 같다. HG에서 HDL-C가 감소된 반면, IG에서는 HDL-C가 증가하였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45.40±6.94 52.33±10.73
.040* .633 .000***

H G 51.47±10.99 49.40±8.34

 표 18. HDL-C(mg/dL)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5. HDL-C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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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축기 혈압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수축기 혈압의 

변화는 다음 <표 19>와 같다. IG와 HG 모두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였으며, HG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5),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120.33±10.01 116.47±12.82
.036* .072 .489

H G 129.93±17.57 122.47±12.11

 표 19. 수축기 혈압(mmH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6. 수축기 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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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완기 혈압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다음 <표 20>과 같다. HG에서 이완기 혈압이 증가한 반면, IG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감소되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 및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p<.05),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77.07±10.11 69.53±10.53
.049* .024* .017*

H G 80.93±11.86 81.73±8.20

 표 20. 이완기 혈압(mmHg)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7. 이완기 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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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복혈당의 변화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IG와 HG의 공복혈당의 변화는 

다음 <표 21>과 같다. HG에서 공복혈당이 증가한 반면, IG에서는 공복혈당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측정시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  룹 사  전 사  후 시  간 그  룹 시간*그룹

I G 101.33±10.35 98.27±8.13
.835 .640 .173

H G 97.33±9.96 99.60±8.67

 표 21. 공복혈당(mg/dL)의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SD, *p<.05, **p<.01, ***p<.001

그림 18. 공복혈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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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BMI 25kg/m2 이상의 비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조성 및 건강관련 체력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신체조성

  본 연구에서 12주간 비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WH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중의 경우, IG는 5.38kg, HG는 1.78kg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SM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음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Joo & Kim, 2007; Pellegrini et al, 2012).

  골격근량의 경우, IG는 0.1kg, HG는 0.27kg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IG의 감소된 골격근량이 0.1kg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체중 감소에 따른 근 감소를 

최소화시키며 골격근량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체지방률의 경우, IG는 5.17%, HG는 1.34%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호

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I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지방률이 더 많이 감소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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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urling, Catt, De Boni, Fairley, Hurst, 

Murray, & Sodhi, 2007).

  BMI의 경우, IG는 1.82kg/m2, HG는 0.69kg/m2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Joo & Kim(200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WHR의 경우, IG는 0.05cm, HG는 0.02cm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호작용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IT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한 선행연구와 상충된다(Prestwich, Perugini, & 

Hurling, 2010).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40대의 직장인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평균 20대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생활패턴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야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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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체력

  본 연구에서 비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근지구력과 유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근력의 경우, 악력은 IG가 2.02kg, HG는 0.95kg 

두 그룹 모두 증가하였으며(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비만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유재현과 

이창영(2012), 정현훈과 임승택(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유재현과 이창영(2012)은 운동 프로그램에 악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운동방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경우, 대부분 운동경험이 부족한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자세를 통한 운동수행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정확한 자세로 인하여 운동효과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기에 따른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운동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수행한다면 효과적

으로 근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IG는 6.27회/분, HG는 0.5회/분 두 그룹 모두 

증가하였으며(p<.001),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근지구력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박수양, 채정룡, 장문녀, 2008; 정현훈과 임승택, 2012).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경우, IG는 5.68cm 증가한 반면, HG는 2.95cm 

감소하였으며(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박수양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폐지구력(하버드 스텝 테스트)의 경우, IG는 7.81PEI, HG는 0.75PEI 두 그룹 

모두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박수양 등(2008) 및 유재현과 이창영(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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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처방 프로그램과 유사한 운동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력의 

경우, 효율적인 운동효과를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입문자나 초급자의 경우 운동 전문가의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운동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급자·

상급자 또는 운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지리적 제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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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비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12주간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 이완기 혈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허리둘레의 경우, IG는 6.06cm, HG는 2.78cm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SMS나 웹 사이트 등 IT를 통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받은 그룹에서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Haapala, Barengo, Biggs, Surakka, & Manninen, 2009; Joo & Kim, 2007; Park, 

Kim, & Kim, 2009).

  중성지방의 경우, IG가 68.2mg/dL 감소한 반면, HG는 5.73mg/dL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Wilding & Williams(1998)는 체중이 

10kg 이상 감량될 경우 중성지방이 30% 감소된다고 나타내었다. 또한 허영희, 

김응주, 서홍석, 김선미, 최경묵, 황택근, 조금주, 박용순(2010)은 중성지방 및 

HDL-C와 같은 혈중지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체중 감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체중의 유의한 감소가 중성지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HDL-C의 경우, IG는 6.93mg/dL 증가한 반면, HG는 2.07mg/dL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체중과 중성지방의 감소는 

HDL-C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Magkos, Wright, Patterson, 

Mohammed, & Mittendorfer, 2006; Wilding & Williams, 1998). 본 연구는 체중과 

중성지방의 감소와 함께 HDL-C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반면 IT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성지방과 HDL-C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Kim & Jeong, 2007; Kim & Kim, 2008; Kim & Song, 

2008; Yoon, & Kim, 2008). 이는 단순한 메시지로 구성된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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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수행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점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중성지방과 HDL-C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혈압의 경우, 수축기 혈압은 IG가 3.86mmHg, HG는 7.46mmHg 두 그룹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이완기 혈압은 IG가 

7.54mmHg 감소한 반면, HG는 0.8mmHg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김재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공복혈당의 경우, IG는 3.06mg/dL 감소한 반면, HG는 2.27mg/dL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IT를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m & Jeong, 2007; Kim & Kim, 2008; Kim & Song, 

2008; Yoon, & Kim, 2008). 비록 본 연구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IG의 상당수가 고혈당증 기준인 100mg/dL 이하로 감소하였다. 일반적

으로 공복혈당을 낮추는데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saburi, 2000; Mador & Bozkanat, 2001; Tesch, 1988). 그러나 공복혈당은 

개인의 식이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Kim & Kim, 2008)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이습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신체조성 및 건강관련 체력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HG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가 비만이라는 질병을 인식하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IG가 HG보다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IT를 활용

하여 건강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보다 ICT를 활용한 것이 중성지방과 HDL-C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ICT를 활용하여 

운동처방 프로그램 및 목표설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뛰어나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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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Coons, DeMott, 

Buscemi, Duncan, Pellegrini, Steglitz, & Spring, 2012). 실제로 선행연구를 통해 

만보계와 같은 신체활동 측정장비를 활용한 경우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Araiza, Hewes, Gashetewa, Vella, & Burge, 2006; Bravata, 

Smith-Spangler, Sundaram, Gienger, Lin, Lewis, & Sirard, 2007; Chan, Ryan, 

& Tudor-Locke, 2004). 신체활동량 증가의 원인으로 Bravata et al(2007)은 하루 

1만보라는 목표설정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방송통신위원회, 2012), 만 6세 이상 인구의 63.7%가 스마트폰 및 테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과 

접근성에 있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Dey, Wac, Ferreira, Tassini, Hong, & 

Ramos, 2011). 결과적으로 ICT의 뛰어난 접근성과 셀프 모니터링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해 대상자의 동기와 흥미가 유발되어 지속적으로 신체조성 및 건강관련 

체력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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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12주간 비만 직장인 남성 30명(IG=15, HG=15)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체조성의 경우,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WH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관련 체력의 경우, 근지구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경우,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C, 이완기 혈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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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는 ICT를 활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비만 직장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히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의 기존 연구방법과는 

달리 스마트폰이라는 ICT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에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S사에서 근무하는 남성 사무직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직급이나 업무분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운동처방 프로그램 이외의 신체활동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직장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근수단이나 기업행사와 같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통제 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체중 감량 및 혈중지질의 개선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나, 대상자의 식이섭취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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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Using ICT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Workers with Obesity

KIM, JAE H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s using ICT have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of 

and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workers with obes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Korean workers w ith obesity, 

who have over Body Mass Index(BMI) 25kg/m2,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an 

ICT group(IG, n=15) and a hospital group(HG, n=15). Both groups were provided 

explanations on the fitness test and th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The IG 

received th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which reflects each individual’s 

fitness level and characteristics, daily through a smart phone application,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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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G received it through the hospital. Health-related fitness was measured 

through muscular strength(hand-grip strength), muscular endurance(sit-up), 

flexibility(sit and reach test) and cardiovascular endurance(Harvard step test).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were measured though measuring 

waist circumference(WC), triglyceride(TG),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blood pressure and fasting glucose.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WIN 20.0 program and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and 

two-way repeated ANOVA.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at p<.05.

  After 12 weeks of implementing th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using 

ICT, in the case of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muscular strength, 

cardiovascular endurance increased bu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On the other hand, muscular endurance(p<.001), flexibility(p<.05) 

increased and manifes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WC(p<.05), TG(p<.05), DBP(p<.05) 

decreased an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DL-C increased an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contrast, SBP and fasting 

glucose decreased bu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s using 

ICT, rather than those that are performed offline through hospitals, are a 

more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K e y  W o r d s :  ICT,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s, Obesity,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Risk Factors of the Metabolic Syndrome

Student Number: 201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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