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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12주 신체활동 중재가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스마
트폰 게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7명으로 실험군 16명, 대조군 
11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신체활동 중재는 런닝과 줄넘기를 1일 60분, 주당 3회 실시하였고, 운동 강도는 50%에
서 시작하여 70%까지 증가시켰다. 집단간 통계적 검증은 이원변량분석(two-way RM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비만과 대사증후군 지표,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에 있어 신체활동 중재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2주 신체활동 중재는 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에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부가
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참여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신체활동 중재, 비만, 대사증후군, 스마트폰 게임, 초등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12-week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smartphone game time in children. A total of 27 children(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divided to exercise group(n=16) 
and control group(n=11), and participants in exercise group performed running and jump rope(60min/day; 
3days/week; 50~70% of THR) during 12-week. We analyzed measurement data using two-way ANOVA. As 
results, obesity indices except body weight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decreased significantly in 
exercise group compare with control group. And VO2max increased and smartphone game time decreased 
significantly in exercise group compare with control group.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12-week exercise 
intervention in children has positive effect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nd improve negative lifestyle 
such as smartpho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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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의 부족과 함께 과도한 식이

섭취는 비만을 비롯한 심  질환, 인슐린 항성 증후

군, 암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야기한다. 즉 신체활동의 

부족은 에 지소비를 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사용되지 않은 에 지는 체 내에서 성지방으로 축 되

어 심  질환 는 사증후군(인슐린 항성 증후군)

을 유발하게 된다[1, 2, 3, 4].

사증후군은 심  질환의 주된 험인자인 고 당, 

고 압, 고지 증, 복부비만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종

의 복합 인 사  상으로, 인슐린 항성과 고인슐린

증이 고 당, 고지 증, 고 압 등의 병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X

증후군으로 불려졌다. 이후 X증후군은 인슐린 항성 증

후군, 사증후군, 죽음의 4 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

려졌고[5], 1988년 WHO에서 진단기 을 확립하여 사

증후군으로 명명할 것을 권장하 으며[6], 재는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의 Adult 

Treatment Panel(ATP) III 보고서를 통해, 사증후군을 

심  질환의 험을 낮추기 한 이차 인 방  치

료 목표로 규정하고 임상 인 진단기 으로 제시되어지

고 있다[7].

이와 같은 비만  사증후군의 문제는 더 이상 성인

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의 비만  

사증후군 유병률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식이섭취의 증가와 더불어 좌식행동 증가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Heitmann(1997)과 Dencker 등(2006)의 연구에 의하

면, 신체활동량에 따라 낮은 신체활동, 보통 신체활동, 높

은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여 집단에 따른 비만율을 찰한 

결과, 신체활동량이 높을수록 낮은 비만도를 가졌다고 

보고하 으며[8, 9], Andersen 등(2006)과 Kelishadi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사증

후군 유병율이 감소되었다고 하 다[10, 1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비만과 사증후군은 

신체활동 수 과 한 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 은 과거에 비해 격히 

어들고 있는데, 이는 학력 심의 교육활동이 우선시 

되고,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

나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보다 근성이 용

이한 스마트폰 게임에 참여하는 시간이 속히 늘고 있

는 추세이다[12]. 이는 스마트폰 보 이 성인에서 청소년

으로 확 됨에 따른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청소

년의 스마트폰 독은 이미 사회 인 문제로 인식되어지

고 있다.

재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독과 련된 

부분의 연구는 우울증  폭력성, 자살 련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13, 14, 15], 

시력 하  굴  이상 변화, 순발력, 균형능력, 통증 등

과 같은 신체기능에서도 악 향을 주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 지고 있는 실정이다[16, 17].

과거에 비해 신체활동량이 히 감소된 청소년 시

기 특히 등학생 시기에 있어 신체활동의 증진은 이미 

사회 인 차원에서 그 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은 아직도 미흡

한 실정으로 등학생 시기의 신체활동이 가지는 효과와 

건강상 해요인이 될 수 있는 등학생의 생활양식과의 

계를 실험 으로 검증한다면 등학생의 건강증진을 

한 정책  교육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등학생을 상으로 12주

간의 신체활동 재를 통해 비만  사증후군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신체활동 참여가 스마트

폰 게임 이용시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K지역 등학교 남학생 5학년(12

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남학생 27명(실험군 16

명, 조군 11명)으로 하 다. 실험군 16명은 방과 후 체

육활동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하 고, 동시간 에 

특별한 활동이 없는 학생으로 하 다. 모든 연구 상자

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목 에 해 설명한 후, 실험에 

자발 으로 참여토록 하 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

은 <Table 1>과 같았다.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Smartphone Game Time in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8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eight(cm) Weight(kg) BMI(kg/m

2
) BF(%)

Exercise 145.60±4.13 45.93±10.64 21.58±4.38 18.70±7.22

Control 143.15±3.49 43.20±7.36 21.00±3.43 18.75±6.64

p value .119 .469 .716 .987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2.2 측정항목 및 방법

신장과 체 을 비롯한 모든 측정은 측정과 련된 교

육을 받은 조사자들이 실시하 으며, 피험자는 12시간 

공복 후 간단한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하 다.

2.2.1 비만지표 및 혈압

신장은 자동신장계(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

여 측정하 고, 체 과 체지방율은 체성분분석기

(X-Scan Body Composition Analyzer, Jawon Medica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허리둘 는 늑골 

최하단 부 와 장골능의 간지 을 자를 이용하여 측

정하 고, 압은 10분 이상 충분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

한 후 자동 압계(Fj-500R, Jawon Medical, Korea)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2.2.2 혈액변인 분석

12시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완정맥을 통해 

10ml를 채 하여 4℃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장을 분

리한 후 분석 시까지 -70℃ 온냉동기에 보 하 으

며, 분석 시 실온에서 녹인 후 성지방(triacylglycerol; 

TG)과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당(glucose)을 Vitros Chemistry 

DT60II(Johnson & Johnso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2.3 심폐체력 측정

심폐체력의 지표인 최 산소섭취량은 트 드 과 가

스분석기(True-one metabolic cart, Pavo-medics,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운동부하검사 로토콜은 Buce 

protocol[17] 용하 으며, 피험자의 최  심폐체력 도달기

은 호흡교환율(respiratory exchange ratio; RER) 1.15 

이상,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17이상, 

그리고 운동강도가 증가하여도 VO2 값이 증가하지 않을 

때로 하 다[19].

2.2.4 신체활동량 조사

연구 상자들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해 동작가

속계(Life coder, Suzuken, Japen)를 이용하여 1주일간의 

보수를 측정하 다. 측정은 실험  1주일과 실험 마지막 

주 1주일간 실시하 다. 1주일간 측정  동작가속계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착용하도록 하 고, 수 이나 샤워

와 같은 장비착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하도

록 하 다.

2.2.5 스마트폰 게임 이용시간 조사

피험자들에게 실험 참여  1주일간 스마트폰 사용시

간을 기록하도록 하 고, 운동 재 12주에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게임 사용시간을 기록하도록 하 다. 

비교군으로 참여한 상자들에게도 동일한 시기에 동일

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기록하도록 하 으며, 

기록내용은 통화를 비롯한 화, 인터넷 검색 등을 제외

한 게임에 참여하는 시간으로만 한정하 다.

2.2.6 12주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용한 운동 재 로그램은 런닝과 

넘기를 이용한 유산소성 운동으로 구성하 다. 운동시간

은 비운동 10분, 본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총 60

분으로 하 으며, 운동빈도는 주 3회(월, 수, ) 실시하

다. 운동강도는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THR) 

산출공식을 이용하여 3주까지는 50%, 4～8주는 60%, 

8～12주는 70%로 증가시켰으며, 운동 재의 재미 인 

요소를 해 꼬리잡기, 넘기 릴 이 등과 같은 놀이를 

로그램 사이에 용하여 실시하 다. 비운동과 정리

운동은 정 인 스트 칭과 가벼운 런닝으로 구성하 으

며, 운동강도의 확인을 해 sport heart rate monitor를 

착용하고 운동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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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2-week exercise method
Period Intensity Time Type

1～3

week
50% of THR

Warm up : 10min

Exercise : 40min

Cool down : 10min

Running

4～8

week
60% of THR

Running

&

Jump rope

8～12

week
70% of THR

Running

&

Jump rope

2.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3.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집단 간 측정변인들의 평균치 변화에 한 

비교는 사 과 사후 값을 이용한 two-way repeated 

measured(RM)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  

검증을 유의수 (α)은 .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비만지표의 비교

<Table 3>는 12주 운동 재 과 후의 비만지표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체 을 제외한 체질량지

수와 체지방율에서 측정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측정시기와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

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율 모두에서 찰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obesity indices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Weight

(kg)

EG 45.93±10.64 45.95±10.08 0.143a

0.559b

0.159c
CG 43.20±7.36 44.42±7.04

BMI

(kg/m2)

EG 21.58±4.38 21.17±4.08 0.153a

0.982b

0.001c
CG 21.00±3.43 21.68±3.30

BF

(%)

EG 18.70±7.22 17.75±6.61 0.418
a

0.678
b

0.001
cCG 18.75±6.64 19.95±6.70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a: time; b: group; c: time×group

3.2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비교

<Table 4>은 12주 운동 재 과 후의 사증후군 

험인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측정시기 간

에는 허리둘 , 성지방,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에서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고, 집단 간에는 당에서 유의

한 차이가 찰되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허리둘 , 수축기 압, 이완기 압, 당,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 찰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metabolic syndrome index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WC

(cm)

EG 76.20±10.21 72.90±10.10 0.017
a

0.830
b

0.001
cCG 74.51±9.68 76.25±8.96

SBP

(mmHg)

EG 106.41±12.96 101.56±11.44 0.204a

0.209b

0.035c
CG 98.86±1.12 100.14±2.28

DBP

(mmHg)

EG 62.94±6.80 60.50±8.00 0.418a

0.678b

0.001c
CG 62.50±3.89 61.09±3.74

Glucose

(mg/dl)

EG 92.00±6.22 90.38±6.99 0.054
a

<0.001
b

0.002
cCG 96.27±3.66 102.74±4.54

TG

(mg/dl)

EG 87.00±20.95 75.33±17.71 0.010a

0.088b

0.001c
CG 96.18±27.57 97.82±26.40

HDLC

(mg/dl)

EG 58.38±8.29 62.63±8.25 0.044a

0.522b

<0.001c
CG 66.00±7.31 58.82±6.26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a: time; b: group; c: time×group

3.3 심폐체력과 신체활동량 비교

<Table 5>는 12주 운동 재 과 후의 심폐체력(최

산소섭취량)과 신체활동량(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분석결과, 최 산소섭취량과 보수는 측정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 산소섭취량과 보

수 모두에서 유의한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mparison of VO2max and gait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VO2max

(ml/kg/min)

EG 39.57±3.63 42.67±2.92 0.010
a

0.086
b

<0.001
cCG 39.15±4.25 38.05±4.25

Gait

(steps)

EG
12282.34

±1060.69

14772.20

±1273.32
<0.001a

0.065b

<0.001cCG
12073.10

±2627.06

12355.72

±2214.52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a: time; b: group; c: 

tim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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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

<Table 6>는 12주 운동 재 과 후의 스마트폰 게임 

참여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측정시기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 of time using smartphone 
game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smartphone

game

(min)

EG 74.62±35.97 62.13±26.08 0.019
a

0.905
b

<0.038
cCG 70.27±36.51 69.45±29.28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a: time; b: group; c: 

time×group

4. 논의

본 연구는 12주 운동 재가 등학교 남학생의 비만 

 사증후군 험인자, 심폐체력과 신체활동량,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이

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비만지표  체 은 12주 운동

재에 의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율은 실험군이 비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

는 2014년 비만아동의 인슐린 항성 지표와 신체활동과

의 상 성에 해 보고한 선행연구[21]와도 일치하는 결

과로, 만 12세의 등학생의 시기가 신체 으로 성장

하는 시기로 성장기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 제지방이 증

가하여 나타난 상[22]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증후군 험인자 변

인은 모든 변인에서 12주 운동 재에 의한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찰되었는데, 이는 홍혜련 등

(2008)의 연구와 허만동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로, 성인에서 나타나는 상과 마찬가지로 운동 재에 

의한 체지방의 감소와 근육세포의 기능 증진, 그리고 

액순환의 활성을 자극하는 것에 기인한 것[23, 24]으로 

사료된다. 

사증후군 험인자와 더불어 심폐체력 수  역시도 

운동 재에 의해 향상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

시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심폐체력 수

이 비만과 역 상 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25, 26], 사증

후군 지표와도 한 련을 가진다는데 그 요성이 

있을 것이다. 즉, 심폐체력의 감소는 비만을 비롯하여, 

압상승, 고지 증, 인슐린 항 증가 등과 연 성을 가진

다. 따라서 성인 뿐 만 아니라 등학교 시기에도 심폐체

력의 리는 건강상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활동량의 증진은 에 지소모와 직

인 연 성을 가진다는 에서 비만을 비롯한 사증후군 

지표와 한 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 역시 12주 

운동 재에 의해 신체활동량(보수)이 비교군에 비해 증

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찰된 

등학생의 1일 평균 보수는 운동 재  약 12000보로 

소아  청소년기의 활동량이 일반 성인에게 권고된 1일 

10,000보수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 다[27, 28]. 일반 으로 신체활동의 부족 는 

감소는 지방세포의 비 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결과

으로 포도당의 골격근으로의 이동을 억제하여 인슐린

항성을 증가시키게 된다[29]. 따라서 심폐체력과 더불어 

신체활동의 증진은 비만을 비롯한 사증후군 지표 개선

에 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남학생의 운동 재와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에 한 분석결과, 운동 재 후 

스마트폰 게임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게임을 포함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등학

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증가와 함께 격히 증가하는 추

세로, 이미 사회 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이다. 

등학생(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72.2%로 

2년 인 2011년 20.4%보다 무려 3.5배 증가하 고, 스마

트폰 게임 참여율 역시 2011년 12.1%에서 2013년 25.7%

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러한 수 은 같은 시기 화

통화 26.9% 다음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30]. 한 경기도교육청의 ‘2012 학생 스마트폰 이용

습  수 조사’에 의하면, 등학생의 1일 스마트폰 사

용시간은 1시간 미만 52%, 1시간～3시간 37%, 3시간～5

시간 8%, 5시간 이상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앞서 언 하 듯이, 이미 스마트폰 독이 우울증, 폭력

성 등과 같은 정신건강 뿐 만 아니라, 시력, 순발력 균형

능력 등에 부정정인 향을 래하고 있음이 과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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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되어져 오고 있다[16, 1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등학생의 스마

트폰 게임 참여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12주 운동 재에 의해 스마트폰 게

임 참여시간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운동이라는 

활동자체가 등학생의 스마트폰 노출을 억제하는 효과

를 가진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동시에 

등학생의 비만  사증후군을 야기하는 원인인 좌업생

활(비활동) 시간을 상 으로 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활동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격한 성장 시기에 

있는 등학생에게 운동이라는 활동은 신체 성장과 발달

에 정 인 효과를 가진다는 [20]에서 보다 우선 이

고 효율 으로 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12주 운동 재가 등학교 남학생의 비만 

 사증후군 지표, 심폐체력과 신체활동량, 그리고 스

마트폰 게임 참여시간에 미치는 향을 다각 으로 분석

하여 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을 한 신체활동 로그

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신체활동 재는 등학생의 비만 

 사증후군 지표, 심폐체력과 신체활동 수 ,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 감소에 정 인 효과를 가짐을 

증명하 으며, 신체활동 재가 간 으로 등학생의 

생활양식 변화에 정 인 향을 추가 으로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는 12주 운동 재가 등학교 

남학생의 비만  사증후군 험요의 개선효과를 가짐

과 동시에 스마트폰 게임 참여시간을 효과 으로 감소시

켜, 등학생의 성장, 건강증진  올바른 생활행태의 변

화에 정 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는 운동 재에 따른 사증후군의 

개선정도  스마트폰 게임 참여 시간 등의 상 성을 

찰하기에 부족한 표본 수 고, 남학생에 국한된 내용이

었으며, 다양한 학년 주기( ; 방학  학기 ) 등이 고

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고려한 보다 범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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