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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8주간의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동적운동과 정적운동이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세 

그룹(동적운동그룹, 정적운동그룹,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받은 

59명은 각 그룹에게 주어진 주 3회, 8주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가 설문으로 사용되었고, 

사전, 중간, 사후 총 3번의 측정이 실시되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Fitbit 

Inspire 2)를 착용하게 하여, 실제 운동참여 빈도수와 운동시 심박수, 

칼로리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그룹별 비교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룹과 시간 별 상호작용효과는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룹별 비교에서는 동적운동그룹의 경우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벡 불안척도,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수치를 

나타냈다. 정적운동그룹은 대부분의 설문결과에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시간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효과는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에서 사전-중간, 사전-사후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p<0.028, p<0.033),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p<0.025, 

p<0.0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벡 불안척도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사전-사후의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p<0.007, p<0.005)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면의 질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사전-사후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p<0.008, p<0.017)에서만 유의한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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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은 사전-중간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결과(p<0.001)를 나타냈고, 사전-사후 

단계에서는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p<0.016)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p<0.001) 사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형태의 운동의 경우 동적운동프로그램이 

정신건강측면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시간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차이도 동적운동그룹이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신건강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 코로나 19, 비대면 형태의 운동, 정신건강, 동적운동, 정적운동  

학   번 : 201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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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 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적인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0 년 3 월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WHO, 2020). 

팬데믹 선언은 전염병 위험의 최고 단계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위생과 방역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대면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이 비대면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의료, 교육, 금융 등 대부분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Meyer et al., 2020).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바이러스 감염 의심 

자들의 자가 격리가 지속됨에 따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체활동이나 운동 참여가 감소하면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Serafini 

et al., 2020).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 보고한 ‘2020 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한 COVID-19 

Call to Action Statement’에 따르면, 만약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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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와 같이 계절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매년 위협이 

지속된다면 개인 및 그룹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대내외적 행사와 

같은 이벤트 계획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Denay et al., 

2020).  

평소 신체활동이 많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예외 일수가 

없는 것이 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던 체육관련 수업과 교내 활동들이 제한됨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던 신체활동의 수준도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생 

생활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좌식 시간이나 

비활동적인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Bertrand 

et al., 2021). 45 개 논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대학생들의 알콜 섭취나 다른 

약물, 흡연 등의 사용이 명백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는 정신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oberts et al., 2021). 신체 활동량 감소는 단지 

신체건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이나 

과제수행 등 학교 자체 또는 정부적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Ding, Ding, & Niu, 202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1 년 11 월을 기점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코로나 19 의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3 -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소들에 있어 

특정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증명되었고,  

생리학적 건강요소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 여 년간의 연구들로 인해 보고되었다(Chekroud et al., 2018). 이후 

최근 연구들은 운동 형태나 빈도, 시간, 강도 등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 기반(evidence-based) 운동 중재가 제시되고 있다(Pedersen & 

Saltin, 2015).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단지 개인 건강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간접 비용의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Anderson et al., 2005).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신체활동이 미치는 건강 혜택 

및경제적 효과 등의 이유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박동호, 김창선, & 김광준, 2015).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 분에서 최대 300 분의 중강도 

운동 또는 75 분에서 150 분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력운동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어서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조합하거나, 주당 최소 2 회 또는 그 이상의 근력 운동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대로 운동부족은 비만, 심혈관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암, 

그리고 사망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연구들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운동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Prince, Reed, McFetridge, Tremblay, & Reid, 2017).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활에 있어 편리함 이라는 이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신체활동량의 저하나 운동부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2020 년 발생된 코로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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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신체활동의 저하나 운동부족의 상황을 더욱 

더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20 년 5 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자들의 신체활동량은 평균 32%가 감소했으며 자가 격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균 43%의 신체활동량 감소율을 보였다(Meyer et al., 

2020). 가장 먼저 코로나 19 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4 월에 조사된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불안은 10.4%로 나타났고, 우울은 19%로 보고되었다(Liu et al., 

2020). 이는 지난 12 개월동안 불안의 발병률 0.2%, 우울의 발병률 

2.1%와 비교 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최근 

조사된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20 세~ 65 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로 인한 건강상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0.7%가 우울감, 불안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감염병 유행으로 건강염려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리 외상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확산으로 불안감,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면의 질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Serafini et al., 2020).  

   전염병의 확산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누적 발생률이 59%에 달한다는 것이 최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점을 나타낸 연구결과이다. 2003 년 사스 발생 

당시 우울증, 불안, 공황발작, 정신이상,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이 보고되었고, 특히 의료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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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존재한다(Hawryluck et al., 2004).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감염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겪는 우울감, 

불안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와 같은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위축도 더 커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 정해진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정신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 시기에 건강관리

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

기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운동 형태의 변화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

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룹 피트

니스와 같이 한 공간에서 단체로 하는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운동의 참여도가 더 낮아지게 되었다(Yousfi, Bragazzi, Briki, Zmi

jewski, & Chamari, 2020). 하지만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의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피트니스 산업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대면에서 운동하던 방식을 비대면 형태의 운동으로 도입

하기 시작한 것인데, 사실 비대면 형태의 운동 방식은 갑자기 생겨난 것

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상 트레이닝(Virtual Training), 온라인 운동(Onli

ne Exercise), 홈트레이닝(Home Based Exercise) 등 다방면으로 존재

되어 왔다(Gao, Lee, McDonough, & Albers, 2020). 

   홈트레이닝(Home Based Exercise)이나 온라인 운동(Online Exerci

se) 방식은 외부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

는 대상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방법이다. 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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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 기간에 운동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가내 등 거주하는 공간

에서 이동의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고, 대면에서 실시하는 전통적인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수행되었다(Clae

s, Buys, Budts, Smart, & Cornelissen, 2017). 이런 전통적인 운동 중

재 방법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서 보다 더 최첨단의 방식으로 진화하

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급격하게 부각되어 펠로톤(Pelo

ton), 미러(Mirror) 등 홈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한 운동 구독 서비스가 

급성장 하고 있으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

y), Activity Tracker 등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비대면을 기반으로 발전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학교나 회사들은 Zoom

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

면서 비대면의 적용 방안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D

hawan, 2020). IT나 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비대면 분야의 

산업을 급성장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에 체육과 피트니스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비대면 방식의 운동이다. 지난 2020 년 3 월부터 코로나 19 로 인해 그 

전에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보았겠지만 독립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 등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적 피로를 야기시키고 있다(Hammami, Harrabi, Mohr, & 

Krustrup, 2020).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으로 유지하는 하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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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방법이 비대면 형태의 운동인 것이다.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수요에 의해 비대면 운동 방식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대면운동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운동을 실천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형태의 운동이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비대면 형태의 운동의 참여가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적운동 및 

정적운동과 같이 다른 형태의 비대면 운동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떠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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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 주간의 서로 다른 형태의 비대면 운동이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1) 8 주간의 규칙적인 비대면 형태의 동적인운동(Dynamic Exercise) 

운동과 정적인운동(Mindful Exercise)을 한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운동이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추후 적절한 비대면 형태의 운동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8 주간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했을 때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 해 낼 것이다.  

 

2) 8 주간의 비대면 형태의 동적운동이 정적운동보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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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59 명은 서울지역 18 세이상 40 세 미만의 대학(원)생 

집단으로 다른 지역의 일반인들이나 대학(원)생들 집단과 비교 했을 때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실험이 진행된 시기가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 내에 진행된 

것으로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연구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3) 비대면 운동 시 미디어의 사용과 접근성이 개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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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대면 운동(Non-face-to-face Exercise) 

비대면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대면 운동은 상호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 매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된다.  

 

2) 동적운동(Dynamic Exercise)   

 동적운동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근육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운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심박출량 증가와 산소교환을 적절하게 

증가시키는 운동을 뜻한다. 동적운동은 심박수, 심장지수, 평균동맥압을 

증가시킨다. 또한, 전신혈관저항을 떨어뜨리고 운동하는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3) 정적운동(Mindful Exercise) 

   정적운동은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신체활동으로 고유수용성 또는 감각

인식 요소를 포함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뜻한다. 또한, 내적 

정신에 집중하여 실행되는 신체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타이치나(Tai-

chi)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특정 동작패턴으로 실행되거나 자유 형식의 

움직임패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체육분야에서 ‘정적’이라는 용어를 

정적스트레칭(Static Stretching) 또는 등척성운동(Isometric)과 같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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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靜的:고요하고 잠잠한 상태)

으로 정의한다.  

 

4)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건강을 의미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WHO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 장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5)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이나 도발 등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심신의 변화과정을 뜻하며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반응을 통칭한다.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가 유발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등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6) 불안(Anxierty)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를 뜻한다.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며,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적 징후로는 심장 박동의 증가, 호흡이 빨라짐, 떨림, 땀 

흘림, 설사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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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면의 질(Sleep Quality) 

수면의 양,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야간수면 시 각성 횟수, 깬 후 

다시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아침 기상 시 피로감 또는 휴식정도, 

그리고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정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수면의 질 저하는 졸음, 피로 등을 초래하며 대인관계와 직장생활, 학업 

및 여가활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다.  

 

8) 우울증(Depression)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우울한 감정과 허무감, 절망감, 식욕저하, 수면의 증가 또는 감소, 

불안감 등이 나타난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우울 척도 점수에 따라 우울장애로 경도, 

중증도, 고도 우울 수준으로 나뉘게 되며, 중증도 이상의 수준에서는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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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비대면 형태의 운동 

 

   1) 비대면 운동의 개념 

 

   비대면 운동은 말 그대로 상호간의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디어나 ICT 기술, 인터넷, 스마트기기들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형태이다. 최근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 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대면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ZOOM 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운동을 진행하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ZOOM 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20 년 4 월 

기준 ZOOM 의 일 평균 사용자는 3억 3000 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0% 폭증한 수치이다(노도현, 2020).  

그림 1. ZOOM 운동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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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정해진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그룹 

엑서사이즈(GX) 수업에 대처방법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소속된 체육 단체,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책으로 분당구 보건소에서는 ‘집콕 Live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 

하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폼롤러, 세라밴드, 줄자, 안내리플렛 

등이 포함된 건강키트를 제공하고 있다(비전성남, 2021). 

 

 

그림 2. 비대면 운동 모집 포스터(예시) 

 

   코로나 19의 초기 발생지로 여겨지는 중국에서는 “셰이프(Shape, 塑

健身)”라는 비대면운동프로그램이 출시되어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러(Mirror)”라는 홈트레이닝 플랫폼을 룰루레몬이 5억 달러(6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비대면 운동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

하고 있다(The New York Times, 2020). 미러는 홈트레이닝 스타트업

으로 전신거울처럼 보이는 대형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콘텐츠

를 구독하면 전문 피트니스 강사와 연결되고, 해당 강사가 이용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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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로필과 생체 인식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운동을 추천해주면서 일

대일로 자세까지 교정해준다.  

 

 

그림 3. 미러 홈트레이닝 플랫폼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을 이용한 홈트레이닝 업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펠로톤(Peloton)이라는 업체인데,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면 운동을 기반으로 

한 펠로톤은 모니터가 장착된 실내 자전거로 다양한 홈트레이닝 

컨텐츠를 제공 하고 이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자전거나 러닝머신에서 매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강사의 레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강사는 실시간으로 

참여자들의 운동 강도 데이터를 체크하며 코칭을 하게 된다. 2021 년 

4 월 현재 누적 4400 만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보다 134%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2011 년에 설립된 펠로톤은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9 년 나스닥 상장과 더불어 2020 년 코로나 19 시기를 

겪으면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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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펠로톤 바이크, 트레드밀 

 

   비대면 운동의 개념은 예전부터 존재 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시도

 및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가상 트레이닝(Virtual training), 홈트레이닝(

Home-Based Exercise), 온라인 운동클래스(On-line  Exercise Class)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나 방법적인 측면은 운동을 하는 대상자

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져 왔다. 비대면 방식의 운동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인터넷의 사용이 자유로워야 하며 정보 기술의 이해력, 적절한 

기술의 지원, 진화된 학습 형식이 전달하는 매체에 적합해야 한다(Malo

ney et al., 2011). 멀티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한 학습 방식은 실제적 운

동을 가르치거나 관찰하는데 부적합 할 수 있지만, 상호 의사소통과 융

합된 정보 통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혁신된 형태의 피드백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Mill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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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적운동(Dynamic Exercise) 

 

동적운동은 리드믹컬한 움직임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정의되며, 심박출량의 증가와 산소교환의 증가를 더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Froelicher & Myers, 2006). 동적운동은 운동 목적에 따라 

운동의 형태가 정해지기도 하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적운동의 

형태가 동적스트레칭이다. 다리나 팔을 원 방향으로 돌린다던지 

사이드런지 같은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며 실제 운동세션을 준비하는 

동작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스트레칭을 하여 반복적인 반동을 주는 

예전 형태의 스트레칭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다른 종류의 동적운동은 저항운동 또는 웨이트트레이닝에서의 동적운

동이다(Hurkmans, van der Giesen, Vliet Vlieland, Schoones, & Van

 den Ende, 2009).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거나 관절의 가동범위의 변

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저항운동은 등척성운동이라 정의되는데, 동적운동

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관절의 가동으로 움직임

이 동반되는 상태의 운동을 뜻한다. 동적운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

고 있는데, 운동하는 근육에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신경의 활성화를 통해 근육이 보다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운동시 근육의 개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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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적운동(Mindful Exercise) 

 

정적운동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정적이고 

고유수용성 또는 감각인식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뜻한다(La Forge, 2005). 또한, 정적운동은 깊은 내면의 정신에 

집중하는 신체적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통적인 관점에서 

정적운동은 저-중강도의 신체활동에 호흡, 고유수용성 인지, 내재적 

에너지 흐름과 같이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적 측면에서의 

정적운동은 요가, 필라테스,기공, 플로우 스트레칭, 자이로토닉, 

아시안무술(태권도, 가라데, 유도 등)도 포함하여  정신적 측면을 

기반으로 한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Kabat-Zinn & Hanh, 2009). 

정적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신체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 신체기능 향상, 호흡기술의 향상, 정신건강의 향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La For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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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과 정신건강 

 
   1) 운동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트링게

르(Stringer)로 알려져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구조와 과도한 업무 및 학

업,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질병관리청, 2020).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0 여년 전부터 생리학, 의학, 화학, 

내분비학, 정신과학 및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왔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생리학적 단계나 심리적 현상 

등의 다소 좁은 시야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세계 2 차 대전과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한 계기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같이 주관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Robinson, 2018). 

   스트레스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건강이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역기능적 스트레스(distress)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In Kim , 2000).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 스트레스(distress)로 나뉠 수 있는데, 적절한 긍정적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 스트레스는 자신의 대응과 적응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경우로 

발전될 수 있다.  

   부정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운동, 이완요법, 명상, 상담, 약물치료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저하된 개인에게도 큰 이점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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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보고되었다(Herbert, Meixner, Wiebking, & Gilg, 2020) 또한, 

최근 모든 분야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운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도는 비운동 집단

에 비해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실행한  집

단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12주간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개선 시켰다는 연구,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요가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인지적 장애를 감소시켰다는 결과 등을 종합한 국내 결과를

살펴봤을 때, 운동이 부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제안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Kang & Cho, 2016).  

 

   2) 운동과 불안 

    

   불안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 당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써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더 어렵게 하고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불안장애는 각

기 다른 성격의 여러 정신질환(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

정 공포증 등)이 속해 있어 원인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Craske,

 et al., 2011).  

   운동과 불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져왔고, Petru

zzell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동이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모두에 있어

서 유의미한 감소효과를 준다고 주장되었다(Petruzzello, Landers, Hatfi

eld, Kubitz, & Salazar, 1991).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불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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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편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다른 컨트롤 그룹이나 변인들과 비교 해

봤을 때 불안 수치에 있어 상당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Long & Stavel, 2008). 이때까지만 해도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연구는 유산소성 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0년대

에 접어들면서 저항성 운동과 복합 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되

면서 운동이 정신적 건강, 특히 불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2016년에 8편의 무작위대조시험(Rand

omized controlled trial, RCT)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된 메타분

석 연구에서도 중강도 운동, 유산소 및 저항성 운동을 혼합한 형태, 감

독하에서 하는 운동과 비감독하에서 하는 운동 모두에게서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Schuch et al., 2016). 

    

    3) 운동과 수면의 질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신체적 항상성과 정신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의 

중요한 결정 인자로 사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lsson, Nilsson, Hedblad, & Berglund, 2001). 심리적 스트레스나 

과음과 같은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은 불면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조기 노화 및 사망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Wingard & Berkman, 1983).  

   수면은 수면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중 깨어난 횟수 등과 

같이 양적인 지표와 수면의 깊이, 자고 난 후 느끼는 휴식의 정도, 

수면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질적인 지표가 있는데, 이 두 측면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수면의 양 보다는 수면의 질이 건강, 삶의 만족, 분노와 

우울같은 정신적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l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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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ter, & Sadowsky, 1997). 수면의 질에 대한 호소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 에게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전체 성인의 44.7%에서 수면이 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수면에 질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총 수면시간, 잠들기 까지 걸린 

시간, 자다가 깨는 횟수 등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조사는 

필수적이고, 이와 함께 관련 요인의 정신적 건강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Yi, 2013).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과 서비스관련 직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대 근무를 

시행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근무자들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 함으로써 이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에 

따른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수면부족 현상으로 피로 증대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소희영, 윤현숙, & 조영채, 

2008). 

   운동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발달이 

느려지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노령층에서 수면의 질 

저하에 따른 대처방법으로 운동이 많이 권장되고 있다. 노령 층에서는 

불면증이나 우울로 인한 약물치료가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낙상, 인지장애, 착란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서 수면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변인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운동이 권장되고 있다 

(Singh, Clements, & Fiatarone, 1997). 정상적인 사람과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운동이 수면의 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운동의 형태는 중강도의 신체활동(걷기, 조깅, 근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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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복싱, 배드민턴 등)에서 부터 요가, 타이치와 같은 정적인 

운동들도 포함되었다(Lederman et al., 2019). 

   수면에 대한 저항성 운동의 일회성과 지속적 효과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인 수면의 질, 수면 지속성, 수면의 효율성, 수면 

중 깨어남 등 전반적인 수면의 질적인 면에서 중간 강도의 운동에서 큰 

향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Kovacevic, Mavros, Heisz, & Fiatarone Si

ngh, 2018). 13개의 저항성 운동과 수면의 질을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 

해 본 결과 높은 빈도수, 강도, 운동의 지속시간 이 수면에 더 큰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운동 총량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Kline et al., 2012).  

 

   7) 운동과 우울증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공통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다.  우울증은 주로 항우울제나 심리요법으로 치료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운동과 같은 대체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Cooney et al., 

2013). 운동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살펴본 체계적 분석연구에 의하면   

60 세 이상 노인계층에서도 운동이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고, 심한 단계의 우울증상에도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jösten & Kivelä, 2006). 우울증에 대한 운동의 효과와 

약물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운동과 약물치료의 효과는 거의 비슷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부작용이 없으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이 원할 때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증상이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항우울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운동이나 다른 대체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aley, 2008). 운동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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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저강도에서 보다는 중-고강도의 

운동이 보편적인 우울증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Balchin, 

Linde, Blackhurst, Rauch, & Schönbächl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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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8 주간의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스트레스, 불안, 수면의 질, 

우울과 같은 정신적건강 요소들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무작위 대조군 사전-중간-사후 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다. 

 
그림 5. CONSORT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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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8 세 이상 만 40 세 미만의 성인  60 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연구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Sample size)는 G-Power(v. 3.1)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였다. 계산과정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사전 

연구(Díaz-Silveira et al., 2020)를 참고하여 power(0.80), alpha(0.05), 

nonsphericity correction(0.75), 효과크기(0.39)를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중도 탈락자(drop out) 수는 사전 연구(Stathopoulou et al., 

2006)를 참고하여 20% 로 고려하였다. 또한, 최근 3 개월간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SNU IRB No. 2103/003-011).  

 

표 1.  대상자의 구성 

구 분 남 자 여 자 계 

동적운동그룹 6 13 19 

정적운동그룹 2 18 20 

대조군 6 14 20 

Total 14 45 59 

 

l 비대면 동적운동(Dynamic Exercise Group) 

l 비대면 정적운동(Mindful Exercise Group) 

l 대조군(Wait-lis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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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1) 연구 기간 및 절차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실험 참가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참여

자 선발 자격요건에 맞추어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R version 4.0.3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배정된 그룹을 직접 선택하여 동적운동군(Dyna

mic Exercise Group), 정적운동군(Mindful Exercise Group), 일상중재

군(Wait-list Control Group)으로 무작위배당 하였다.  세 그룹 모두 연

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 작성 및 연구 절차 설명서를 전

달받았다. 사전측정에서 사용된 설문은 온라인 형태로 인지적스트레스반

응척도,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Korean-Beck Anxiety Inventory), 한국

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K),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H

Q-9)가 사용되었다. 기초적인 생체학적 정보는 InBody 370기구를 사용

하여 체중, 근육량, 체지방률, BMI 를 측정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웨어러블디바이스(Fitbit Inspire 2)가 지급되었고, 

실험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상 착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끝까지 참여한 대상자에게 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Fitbit Inspire 2)를 제공하였다. 개인의 핸드폰에 Fitbi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별 개정을 개설하여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웨어러블디바이스(Fitbit Inspire 2)를 통해 운동 수행에 대

한 기록,  운동 시 칼로리 소모량, 운동시 심박수, 수면의 질, 안정시 심

박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제 운동시에는 운동 모드에서 실행

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기록하게 하였으며, 운동 중 본인의 심박수와 운

동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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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1회 30~40분, 주 3회, 총 8주간으로 진행하였다. 동적운동그

룹과 정적운동그룹 별로 운동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채널에 업로드 하였고, 각 그룹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매주 운동 영상 링크와 공지 사항을 전달하였다. 실험 기간 내에는 주어

진 운동프로그램 이외의 운동은 자제하도록 제한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웨어러블 디바이스(Fitbit Inspire2)를 착용하여 운동 시에는 운동 모드

를 선택하게 하였고, 실제 운동 실행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4주 후에 사전측정과 동일한 항목을 측정하였고, 8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사전, 중간 측정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재 측정 하

였다.  

 

 

2) 동적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Dynamic Exercise Program) 

    

   동적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은 8 주간 주 3 회, 총 24 회의 

운동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포함하여 1 회 총 

30~40 분으로 구성하였다. 좁은 공간과 기구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유산소 운동과 체중을 이용한 

저항성 운동을 복합한 서킷트레이닝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운동의 

강도는 매 2 주마다 점진적으로 증가시켰고, 개인 간의 운동 강도 

차이를 최소화 하고, 운동의 안전성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Fitbit 

Inspire2)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최대심박수(220-나이)의 

60∼90%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영상에서 강사가 운동 

중 위험 수치인 최대심박수를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였고, 매주 주어진 심박수 범위 내에서 운동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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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에는 최대심박수의 60%를 기준으로 운동강도를 설정하였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켜 마지막 8 주차에는 최대심박수의 90%로 

강도를 설정하였다. 운동의 강도 증가는 운동 시간의 변화, 운동의 

난의도의 변화로 신체가 충분히 적응 할 수 있도록 1~2 주 간격을 두고 

증가시켰다. 신체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매 회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은 신체의 모든 근육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운동프로그램은 사전 영상을 촬영하여 편집한 후 

유튜브(YouTube)채널에 업로드 하였고, 운동 시 필요한 지시 사항은 

자막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된 영상은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였다. 운동 시 신체적 

불편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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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8 주 동적운동프로그램(예시) 

 

  

그림 6. YouTube 동적운동프로그램 실행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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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적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정적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은 8 주간 주 3 회, 24 회의 운동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필라테스, 스트레칭, 요가 순서로 구성하였다. 모든 

운동프로그램은 난이도는 참여자들이 운동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낮은 난이도에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진행하였다. 모든 

운동프로그램은 전신근육을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요가매트나 수건 

같은 최소한의 운동도구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운동강도는 

주차가 진행되면서 운동의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졌으나, 모든 운동은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사전 영상을 촬영하여 편집한 후 유튜브(YouTube)

채널에 업로드 하였고, 운동 시 필요한 지시 사항은 자막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된 영상은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였다. 운동 시 신체적 불편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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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주 정적운동프로그램(예시) 

 

 

  

  

그림 7. YouTube 정적운동프로그램 실행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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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방법 및 도구 

 

1) 설문지 

   

 가.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지(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CSRS) 

   스트레스 반응 중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로 스트레스 

후에 일어나는 인지를 측정하였다. 인지란 개개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서 행동의 중개자로 행동을 일으키는 복잡한 구조를 의미한다. 모두 21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된다. 극단-부정

적 사고 9개 문항, 공격-적대적 사고 4개 문항, 자기비하적사고 8개 문

항이다. 검사-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가 높았으며(r=0.87-0.95)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0.82-0.91, 0.94)역시 높았다(Koh, Park, & Cho, 2

006).  

 

  나.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설문지(Korean Beck Anxiety Inventory; 

K-BAI) 

   정신과 집단에서 호소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21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울로부터 불안을 구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Kwon & Oei, 1992). 지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4 점 척도로 표시하였다. 높은 내부일관성(α=.92)과 좋은 검사-재검사 

법에 의한 신뢰도(r=.73)가 높았다(Lee, Lee, Hwang, Hong, &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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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어판 피쳐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orean version: PSQI-K)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의 질과 방해를 측정하고, 수면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로 수면의 주관적 평가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이다(신수진 & 황은희, 2008). 수면 

시간과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sleep latency), 주관적인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 지속시간(sleep duration), 일상적인 

수면의 효율성(habitual sleep efficacy), 수면과 관련된 문제(sleep 

disturbance), 수면 약물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낮 동안의 

기능부전(daytime dysfunction)등 7 개의 구성요소로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Choi, Kim, Kim, & Kim, 2012). 한국어판 수면의 질 지수 

(PSQI-K) 도구의 신뢰계수는 0.69 로, 적절한 신뢰계수의 기준인 0.6∼

0.7[29]에 속하여 도구의 신뢰도가 양호함이 확인되었다(신승화 & 

김수현, 2020). 

 

   라.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한국어판 PHQ-9 는 Spitzer et al. 이 일차 건강관리센터에서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을, Han. er al 이 

임상에서 우울증 선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번안한 PHQ-9 한국어판을 

사용한 것이다. 9 개 문항에 대해 “지난  2 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0 점, ‘

여러 날 동안’ 1 점, ‘일주일 이상’ 2 점, ‘거의 매일’ 3 정으로 평점하고, 

총 점수는 0~27 점의 범위를 가진다(Han et al., 2008). PHQ-9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0.84)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roenke 등 7 의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PHQ-9 의 



 

 

- 35 - 

공존타당도를 보면, 관찰자 평가척도인 HDRS 와는 0.70, 자기보고형 

척도인 CES-D와 QIDS와는 0.81 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Park, Choi, 

Choi, Kim, & Hong, 2010). 

 

2) 신체활동량 및 수면의 질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과 실험 중, 실험 후의 전반적인 신체활동량 

측정과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Fitbit Inspire 

2)를 을 착용하였다. 실제 운동 수행 시 Fitbit Inspire 2 에 포함되어 

있는 운동 종목 중에 Circuit Training, Yoga, Pilates, Stretching 등을 

선택하게 하여 운동 중 실제 소비되는 칼로리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운동 중 평균 심박수를 측정하여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Fitbit 

Inspire 2 에 내장되어있는 수면 측정 기능을 활용하여 수면 단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면패턴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는 깨어 있었던 

시간, 뒤척인 시간 및 실제 수면 시간이 표시되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의 각각의 단계를 측정하였다. Fitbit 의 수면효율(r=-.78), 총 

수면시간(r=-.67), 수면잠복기(r=.70)와 중도각성횟수(r=.71)와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신승화 

& 김수현, 2020). 

  

3) 신체조성 

 

   InBody370 을 사용하여 사전, 중간, 사후 신체조성에 해당하는 

몸무게, 근육량, 체지방량(%)을 측정하였고, 측정 시 사용되는 키, 

몸무게를 사용하여 BMI(Body Mass Index) 수치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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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R version 4.0.3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중재 그룹별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 그룹과 사전, 중간, 

사후 시간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검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0.05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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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모집된 사전 인원은 각 그룹당 20 명, 총 60 명이었으나, 

동적운동그룹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 1 인을 제외하여 총 

59 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동적운동그룹(Dynamic Exercise Group: DE 그룹)이 27.32±6.38 세, 

정적운동그룹(Mindful Exercise Group: ME 그룹) 26.70 ± 5.19 세, 

대조군(Wait list Control Group: CON그룹)이 28.10±5.90세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으나, 키, 체중, BMI, 체지방%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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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Group 

 

Dynamic(m=6, f=13) 

 

Mindful(m=2, f=18) 

 

Wait-list(m=6, f=14) 

 

p 

 Age, y 27.32±6.38  26.70±5.19  28.10±5.90  0.75 

 Height, cm 165.61±7.47  163.06±6.43  164.29±8.06  0.55 

 Weight, kg 62.26±13.57  54.91±7.14  63.02±21.46  0.19 

 BMI, kg/m 22.51±3.37  

 

20.60±1.94  22.86±5.79  0.18 

 Fat Percent, % 27.84±7.17  27.63±5.73  27.77±5.43  1.00 

Values are mean±SD. p<0.05 

Abbreviation: m, male; f, female 

 

 

2. 운동그룹별 평균 운동빈도수 및 운동 시 평균심박수, 

소비칼로리 

   운동에 참여한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의 주당 운동참여 빈도수, 

운동 시 평균심박수, 운동 시 소비칼로리는 <표 5>와 같다. 동적운동그

룹의 평균 운동 참여 빈도수는 2.62회, 동적운동그룹의 평균 운동 참여 

빈도수는 2.68회로 그룹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시 평균심박수는 동적운동그룹의 경우 127.78회와 정적운동그룹의 

91.76회로 평균 차이가 36회로 나타났으며, 운동 시 소비칼로리도 동적

운동그룹 176.5칼로리, 정적운동그룹 51.1칼로리로 125.4칼로리의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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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동그룹별 평균 운동빈도수, 평균심박수 및 소비칼로리  

Variable� Group� wk1� wk2� wk3� wk4� wk5� wk6� wk7� wk8�
Total�

Mean�
p-value�

운동빈도수�

(Frequency)�

Dynamic� 2.85� 2.90� 2.65� 2.80� 2.55� 2.45� 2.15� 2.20� 2.62�

0.51�

Mindful� 2.85� 2.90� 2.75� 2.80� 2.60� 2.25� 2.55� 2.70� 2.68�

평균심박수�

(bpm)�

Dynamic� 118.11� 115.71� 122.55� 129.56� 126.24� 128.29� 125.26� 123.32� 127.78�

<.0001�

Mindful� 84.79� 87.12� 84.98� 82.73� 80.12� 77.67� 80.98� 75.37� 91.76�

소비칼로리�

(kcal)�

Dynamic� 151.23� 152.22� 155.68� 168.39� 150.76� 196.02� 214.67� 176.34� 176.50�

<.0001�

Mindful� 54.74� 81.07� 48.02� 59.39� 47.27� 39.87� 46.47� 43.19� 51.10�

Values are mean. p<0.05 

 

 

3. 시간에 따른 그룹별 정신건강의 변화 

 

각 그룹별 8 주간의 비대면 형태의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대조군의 운동 사전-중간, 사전-사후의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의 결과 변화는 <표 5>와 같다.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의 경우 동적운동그룹에서 사전-중간 -

9.68 에서 사전-사후 -12.05 로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적운동그룹에서는 사전-중간 -2.00 에서 사전-

사후 -4.60 으로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에서도 사전-중간 -1.85 에서 사전-사후 -2.65 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설문에서도 동적운동그룹에서 사전-중간 -

5.26 에서 사전-사후 -12.05 로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적운동그룹에서는 사전-중간 -2.55, 사전-사후 -4.1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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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조군에서는 사전-중간 1.70, 사전-사후 -0.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결과에서는 동적운동그룹의 

사전-중간 -1.00 , 사전-사후 -1.05 로 감소하였고, 정적운동그룹 사전-

중간 0.00, 사전-사후 -0.05 로, 대조군 사전-중간 -1.00, 사전-사후 -

1.05 로 감소하였으나, 세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우울증선별도구인 PHQ-9 에서는 동적운동그룹이 사전-중간 -

2.74, 사전-사후 -4.05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적운동그룹은 사전-중간 -0.04, 사전-사후 -1.00 으로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의 

경우에도 사전-중간 0.20, 사전-사후 0.7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항목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수치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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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간에 따른 그룹별 정신건강의 변화 

Variable   Group   Comparisons Mean Difference p         95%CI 

Stress 

Dynamic 
Pre-Mid -9.68 0.001 -2.80 -16.56 

Pre-Post -12.05 0.001 -5.17 -18.93 

Mindful 
Pre-Mid -2.00 0.89 -12.33 8.33 

Pre-Post -4.60 0.54 -14.93 5.73 

Control 
Pre-Mid -1.85 0.91 -12.58 8.88 

Pre-Post -2.65 0.82 -13.38 8.08 

Anxious 

Dynamic 
Pre-Mid -5.26 0.12 -11.52 1.00 

Pre-Post -7.68 0.01 -13.94 -1.43 

Mindful 
Pre-Mid -2.55 0.62 -9.11 4.01 

Pre-Post -4.15 0.29 -10.71 2.41 

Control 
Pre-Mid 1.70 0.89 -7.31 10.71 

Pre-Post -0.45 0.99 -9.46 8.56 

Sleep quality 

Dynamic 
Pre-Mid -1.00 0.60 -3.48 1.48 

Pre-Post -1.05 0.57 -3.53 1.43 

Mindful 
Pre-Mid 0.00 1.00 -2.32 2.32 

Pre-Post -0.05 1.00 -2.37 2.27 

Control 
Pre-Mid -1.00 0.60 -3.48 1.48 

Pre-Post -1.05 0.57 -3.53 1.43 

PHQ-9 

Dynamic 
Pre-Mid -2.74 0.09 -5.78 0.31 

Pre-Post -4.05 0.01 -7.10 -1.01 

Mindful 
Pre-Mid -0.40 0.96 -4.01 3.21 

Pre-Post -1.00 0.78 -4.61 2.61 

Control 
Pre-Mid 0.20 0.99 -4.09 4.49 

Pre-Post 0.70 0.92 -3.59 4.99 

Values are mean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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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설문에서 동적운동그룹의 경우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의 경우 동적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에서는 세 그룹 모두 사전-

중간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간-사후 구간에서는 감소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적운동그룹에서는 각 설문에서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그래프에서도 모든 항목의 설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동적그룹에서 사전-중간, 사전-사후의 시간적 

요소에 따른 변화는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에서는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설문에서는 사전-사후 단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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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 차이 

 

a)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CSRS) 설문지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에서는 사전-중간에서 동적운동그룹

과 정적운동그룹간의 상호작용이 p<0.03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동적

운동그룹과 대조군에서도 p<0.0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간-사후 단계

에서는 모든 그룹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사후

 단계에서는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p<0.03, 동적그룹과 대조군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8. 시간에 따른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상호작용 차이(p < 0.05) 

: pre-mid  : p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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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K-BAI) 설문지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

과 대조군에서 p < 0.007로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전-사

후 단계에서도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p  < 0.0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9. 시간에 따른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상호작용 차이(p < 0.05) 

: pre-mid  : p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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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K) 설문지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와 

사전-사후 단계에서에서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간에 p < 0.008 과 

p  < 0.017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10. 시간에 따른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상호작용 차이(p < 0.05) 

: pre-mid  : p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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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HQ-9)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에서 동적운동

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p < 0.02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전-사후단계

에서는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각각 P<.016, P<.001로 각 그룹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그림 11. 시간에 따른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상호작용 차이(p < 0.05) 

: pre-mid  : p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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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비대면 형태의 운동을 8 주간 

시행하여 정신건강상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형태의 

동적운동(Dynamic Exercise)과 정적운동(Mindful Exercise)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다. 

정신적건강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시작 전, 실험 이 시작된 

후 4 주후, 실험이 끝난 8 주후에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웨어러블 디바이스(Fitbit Inspire 2)를 착용하여 실제 

운동의 실행여부를 기록하였고, 운동시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측정하였다. 각 그룹은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대조군으로 3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8 주간의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운동을 시행하게 

하여 사전, 중간, 사후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대면 형태가 

아닌 대면의 일반적 상황에서의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정신건강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비대면 형태의 운동에서는 정신건강의 설문조사 

결과들이 사전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체활동과 우울, 불안과 같은 주요 정신건강 지표를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일반 성인의 경우 우울과 

불안의 지표에 아주 명백한 감소를 가져다 주고, 우울과 불안의 발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다(Reba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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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동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걷기나 유산소활동이 주관적 건강상태,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증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Heo, 

2019).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비대면 형태의 운동과 운동의 

강도 등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운동의 시간, 반복횟수, 운동수행 속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운동시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에서 시간에 따른 동적운동그룹은 

사전-중간, 사전-사후 평균 차이가 -9.68 에서 -12.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수치를 보였다. 정적운동그룹과 대조군에서는 수치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하지는 않았다. 이는 

동적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룹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운동그룹이나 대조군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에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차이가 운동 

시 심박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시 심박수를 최대심박수의 

60~90%이상 유지하며 하는 동적운동프로그램에서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구성되어진 운동프로그램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의 참여와 운동시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며 동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한 운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의 경우에서는 동적운동그룹에서 사전-사후의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고, 정적운동그룹과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대조군 모두 시간에 따른 설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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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정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동적운동그룹의 사전-사후 단계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결과에서는 세 그룹 모두 

수치상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의 특성상 사회적, 학업적 할 일이 증가하여 

야간에 늦게까지 깨어 있고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 기기 사용과 카페인 

섭취 증가 등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으로 수면의 불규칙성이 증가된다(Yi, 

Shin, & Won, 2012). 이러한 불규칙성은 수면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적응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정기, 송혜수, & 연미영, 2009).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사전-사후 모두 

동적운동그룹에서 유의한 감소 수치를 보였고, 정적운동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ochran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효과는 작거나 중간 

정도였지만 약물치료나 심리 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고있다(Cooney et al., 2013). 무작위 배당 실험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한 운동의 항우울효과를 살펴 본 연구에 의하면 높은 강도의 

운동이 낮은 강도의 운동보다 효과적이라는 몇 몇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Rethorst, Wipfli, & Landers, 2009). 이는 강도높은 

동적운동그룹에서 더 큰 운동의 효과를 나타낸 본 연구와 일정부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간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의 차이에서는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의 경우 사전-중간, 사전-사후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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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운동그룹,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수치상으로 보면 세 그룹 모두 사전에서 사후로 시간이 

전개되면서 수치상 감소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동적운동그룹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그룹간의 차이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같은 빈도의 운동이라도 강도 높은 운동이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어판 벡 불안척도 설문결과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와 사전-사후 

단계 모두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에서 상호작용의 차이를 나타냈다. 

동적운동그룹에서 확실한 감소효과를 나타냈고, 정적운동그룹에서도 

감소효과가 있었지만 그룹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불안의 경우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모두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적운동그룹에서 더 큰 폭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상태불안척도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는 약한 강도의 운동이 각성(arousal)과 불안의  

감소를 보였지만 강도높은 운동은 불안의 감소 만을 보고하고 

있다(Katula, Blissmer, & McAuley, 1999). 하지만, 33 명의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IT)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HIIT 가 범불안장애의 현저한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Plag et al., 

2020).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와 

사전-사후 단계에서의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정적운동의 경우 사전과 사후 시점 모두 

수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수면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적운동의 경우 사전-중간 단계에서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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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더 긍정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사전-사후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사전-중간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평소 좌식시간이나 

비활동적인 시간의 비율이 많은 대학생들이 평소 생활습관과 비슷한 

형태의 정적운동프로그램보다는 활동적인 동적운동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에너지 소모로 수면의 질 지수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69 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후 신체활동량이 낮은 성인들의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 지수 항목들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선행연구(Jurado-

Fasoli et al., 2020)와 일치한다.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에서는 사전-중간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차이를 나타냈고, 

사전-사후 단계에서는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 동적운동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 그룹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동적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은 시작 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운동 변인이 끝나는 8 주후에 두 그룹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운동의 형태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Conn 의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저강도의 운동중재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Conn, 

2010), 운동의 형태와 관련하여 Larun 의 무작위 대조 실험연구에서는 

저강도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지수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Larun, Nordheim, Ekeland, Hagen, & Heian, 2006). 

운동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넓은 연령층의 일반적인 대상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성별, 나이, 운동의 형태를 고려한 

보다 질 높은 연구가 필요하다(Hu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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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동적운동은 대면이나 비대면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타내고 있으나, 정적운동 그룹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설문결과가 긍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정적운동의 형태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요가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단일운동의 효과를 나타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에 대한 정적운동과 비정적운동을 체계적분석과 메타분석으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정적운동과 비정적운동 모두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요가, 기공과 같이 호흡과 명상을 같이 수행 할 수 있는 

정적운동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So, Lu, Cheung, & Tsang, 2020). 이는 정적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정적인 움직임 보다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운동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가와 

같은 호흡과 명상이 포함된 운동은 교감신경을 감소시키고 산소포화도를 

개선시키는데, 이것이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는데 핵심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다(Himashree, Mohan, & Singh, 2016). 앞으로 정적인 형태의 비대면 

운동을 구성함에 있어, 정신적 건강의 개선과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라면 단순한 신체의 정적 움직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호흡, 명상 등의 수행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3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8 주간의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운동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대면운동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이 연구는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형태의 운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체육분야의 

연구나 직접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비대면형태의 

운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코로나 19 라는 시기적 어려움과, 한정된 시간, 

비용 등으로  실험 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실험대상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규칙적이지 못한 취침시간, 활동시간 

그리고 시험, 과제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로 다른 비대면 형태의 운동을 동적

운동그룹과 정적운동그룹에게 8주간 적용해 본 결과 동적운동그룹에서 

정신건강측면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설문

결과에서 정적운동그룹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 시간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 차이에서도 사전-중간, 사전-사후의 

단계에서 동적운동그룹이  정적운동그룹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정신건

강 개선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비대면 형태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적운동과 정적운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추후 연구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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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운동 환경과 디바이스, 운동의 기간 등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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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on-face-to-face exercise on 

mental health in the era of COVID-19 

: comparative study of Dynamic Exercise 

and Mindful Exercise 

 
 

Hak Kyu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fferent 

non face-to-face dynamic and mindful exercises for 8 weeks on 

mental health such as stress, anxiety,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in 

the situation of COVID-19. 59 subject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three groups (dynamic exercise group, mindful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program given to each 

group 3 times a week for 8 weeks. In the group comparison, the 

dynamic exercise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the Beck Anxiety Inventory, and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The mindful exercise group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in most of the survey result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ime was 

measured in the pre-middle and pre-post stages in the 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 questionnaire, the dynamic and mind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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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groups (p<0.028, p<0.033), and the dynamic exercis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p< 0.025, p<0.00),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eck Anxiety Inventory questionnaire,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iddle 

and pre-post dynamic exercise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p<0.007, 

p<0.005). In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ignificant values were 

found only in the pre-middle, pre-post dynamic and mindful exercise 

groups (p<0.008, p<0.017).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questionnaire showed significant results (p<0.001) between the 

dynamic exercis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pre-intermediate 

stage, and in the pre-post stage. In the pre-post stage, the interaction 

effect was significant between the dynamic exercise group and the 

mindful exercise group (p<0.016) and the dynamic exercis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p<0.001).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exercise, the 

dynamic exercise program showed a more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and the interaction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ime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ynamic exercise 

group compared to other groups. Based on this result, it is thought that 

it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design of future non-face-to face 

mental health exercise programs. 

 

Keywords:COVID-19, Non face-to-face exercise, Mental Health, Dynamic 

Exercise, Mindful Exercise 

Student Number: 201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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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어판 인지적 스트레스반응 척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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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어판 벡 불안 척도 설문지 

 

Beck 불안 척도 (Beck Anxiety Inventory :BAI) 

 
ID :              연령 :      세   성별 : 남  /  녀    작성일 

:      년    월    일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응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                1             2             3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질     문    사    항 

젼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하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 되어 왔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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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절부절못해 한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0 1 2 3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 1 2 3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0 1 2 3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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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어판 피쳐버그 수면의 질 지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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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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