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93

http://dx.doi.org/10.14400/JDC.2015.13.5.393

융복합을 활용한 영양과 운동중재요법이 중년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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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간헐적 단식과 저항운동이 성호르몬과 당대사 변인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두 그룹을 선정하여 EG에는 간헐적 단식과 저항운동을 적용하였으며, CG는 통
제군으로서 EG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군으로 설정하였다. EG에 적용된 간헐적 단식은 주당 1회 24시간의 단식
을 실시하였으며, 저항운동은 주 당 3회 60분간 1RM을 기준으로 60% 강도로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인은 12주간의 
처치전후 측정하여 처치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간헐적 단식과 
저항운동을 적용한 그룹에서 성호르몬(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간헐적 단식과 저항운동을 적용한 그룹에서 당대사변인(글루코스, 인슐린, HOMA-IR)의 변화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간헐적 단식과 저항운동을 동시에 적용하여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간헐
적 단식과 저항운동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영양, 운동요법, 효율성, 대사, 중년여성,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mittent fasting and resistance exercise on sex 
hormone and glucose metabolism of middle-aged women for 12 weeks. The two groups classified that one 
group(EG) was done intermittent fasting and resistance exercise both, the other group(CG) was controled. The 
group of EG was applied doing intermittent fasting 1 time for 24 hours a week, and doing resistance exercise 
3 times for 60 minutes a week. The intensity of the exercise was 60％. Each measurement variable measured 
before and after 12 weeks to investigate the effect. During this study got the result with this step. First, EG 
have shown small interaction with sex hormone. Second, EG have shown small interaction with resistance 
exercise. Therefore, this study give us positive result to effect of intermittent fasting and resistance exercise on 
sex hormone and glucose of middle-aged women for 12 weeks. However, it has limitation to verify effect of 
intermittent fasting and resistanc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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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을 기 으로 30-50 가 47.25인 간 연령층이 증

가하는 추세이며, 2013(통계청)년에는 여성 평균이 84. 64

세, 남성 평균이 77.95세로 체 평균은 81.44세로 남성보

다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년

기와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년기 여성의 경우 노화로 인해 신체  자기효능감

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폐경과 같은 생

리  기능의 변화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1], 체

력수  뿐만 아니라 모든 기 의 기능이 히 감퇴하

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한, 노화 징후가 에 띄게 발

되고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생활에서 겪는 신체 ·심리

인 스트 스 등의 이유 때문에 건강을 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 특히 여성의 폐경기 이후에 나

타나는 체력의 하와 내분비 기능의 부정 인 변화는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비만으로 인하여 사성 질환

의 유병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골다공증과 심근경색의 

험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개선의 방법으로 

가장 경제 이며 효과 인 방법인 운동에 한 많은 선

행 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규칙 인 운동이 좋은 액

순환을 만들고 골격근으로 포도당 수송이 증가하여 포도

당 활용능력의 증가와 인슐린 항성을 낮추어 주는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

특히 항성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의 증가를 바탕으로 장기 으

로는 사율의 증가를 가져와 활발한 생리  조 의 개

선효과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당 개선과 기  사량 

의 증가를 나타내어 체지방량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

고 하 다[4].

이러한 항성 운동의 장 과 더불어 최근 유행하는 

간헐  단식에 하여 많은 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5]의 보고에 따르면 간헐  단신은 먹는 패턴 

사이의 교 식  비 식을 하는 방법을 말하며 동물 

등의 를 들어 인간의 장수에 향을 주는 증거를 보고

하 다. 이는 식일 동안 평소 칼로리 섭취량 보다 폭 

여 섭취를 하는 방법으로 여성은 4∼500Kcal를 남성은 

5∼600Kcal만을 섭취하고 이러한 섭취 수 을 일주일에 

2 회 비연속 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간헐

 단식의 유행 분 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간헐  다

식에 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간헐  단식

에 한 정확한 정의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간헐  단식에 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6].

성호르몬과 운동에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운동이 

성선 분배 변화의 조 기 과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

올은 운동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테

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은 액과 의 구성에 향

을 미치는 표 인 성호르몬으로서 항성운동의 효과 

검증과 련한 객 인 효과측정 비교에 합한 성 호

르몬이다.

한 항성 운동, 간헐  단식과 련하여 상동맥

질환가능성과 당조  기 과 련된 효과검증을 하여 

신체  구성 변화,  콜 스테롤 검사, 맥  측정 등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

으로 하는 특성을 살려 당 사 련인자로 루코스, 인

슐린, HOMA-IR등을 살펴보아 간헐  단식과 항성운

동이 신체 ·정식 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년여성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년 여성을 상으로 항성운동

과 간헐  단식을 함께 병행하여 12주간 실시 후 성호르

몬과 당 사의 변화를 살펴 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최근 6개월간 식이요법  기타 다른 운

동 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년여성을 상으로 실시

하 다. 연구 상자는 최 하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 으며,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 본 로그

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 다. 본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는 각 그룹 당 10명이었으며, 로그램 진행  실험

군(EG)에서 2명이 단하 으며, 통제군(CG)에서도 1명

이 단하 다. 최종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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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mittent Fasting contents   
Group

\week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 L D M L D M L D M L D M L D M L D M L D 

EG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G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 morning L: lunch D: dinner

<Table 3> Resistance Exercise Program  
Group

/Exercise
warm-up main exercise cool-down

EG
Focused on the upper & lower  body  

cool-down(10min)

dumbbell, Bench Press, change push up, 

Lunge, squat((40min)-1RM/60%)

warm-up reverse, Focused on the upper 

& lower  body  cool-down(10min)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SD

Division EG CG

Number(n) 8 9

Height(cm) 157.32±5.08 157.25±5.19

Weight(kg) 65.11±7.88 64.90±6.55

Age(year) 50.10±4.64 49.51±3.33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2.2 처치프로그램 및 절차

2.2.1 처치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는 12주간의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통한 

성호르몬  당 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두 그룹 

 EG(실험군) 운동 로그램은 12주간 주 3회(월, 수, ) 

60분간 진행되었다. 간헐  단식은 주당 1회 24시간의 단

식시간으로 일요일 녁식사이후 월요일 녁식사를 하

는 것으로 단식시간  물 이외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섭

취하지 않았다. 단식이 끝난 후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음

식을 섭취하도록 하 다. 항운동은 [8]의 근력보강운동

로그램과 [9]의 운동형태의 비교 연구에서 용한 근

력운동 로그램을 바탕으로 강도와 운동빈도를 수정하

여 용하 다. 

구체 인 단식내용  운동 로그램은 <Table 2>, 

<Table 3>와 같다. 운동 로그램 진행 시 마다 사 에 

간단한 문진검사를 통해 연구 상의 안 에 한 검진을 

진행하 으며, 운동 로그램의 진행시 신체의 기능이상

이 느껴질 때는 언제든 운동 로그램에서 이탈할 수 있

도록 하 다. 항운동의 강도는 1RM을 기 으로 60%

로 설정하 으며, 항운동에 들어가기 , 후에는 각 10

분간 스트 칭을 바탕으로 한 비운동, 정리운동을 실

시하 다. 운동지도강사는 재 트 이닝 공 체육학박

사과정에 재학  이며, 장에서 강의와 지도를 하고 있

는 강사로 선정하 다. 운동 지도 시 보조연구원이 참석

하여 운동지도  강도설정에 한 개입을 하 다.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운동 로그램에 참

여하거나 신체활동이 많은 활동을 제한하 다. 한 식

사량 섭취  생활지도를 하여 유사한 생활패턴을 갖도

록 하 다. 반면 CG(통제군)는 평상시와 동일한 신체활

동과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2.2.2 성호르몬 및 당대사 검사

본 검사는 참여 , 후 12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로 오  

10시-11시 사이에 30간의 안정을 취한 후 채 을 실시하

으며, 성호르몬은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당 사

변인은 루코스, 인슐린, HOMA-IR은 [10]의 방법으로 

산출하 다. 채취된 액은 핵의학 문 기 에 의뢰하

다. 

2.3 자료처리

간헐  단식과 항운동 용 , 후 두 그룹에 한 

측정자료는 PASW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두 

그룹에 한 측정 변인에 한 요약을 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 처치 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2*2 RGRM ANOVA를 활용하여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

았다(α=.05).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년여성의 간헐  단식과 항운동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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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과 당 사 변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12주간의 EG와 CG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성호르몬 변화

성호르몬의 기술통계량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에스트라디올의 경우 EG에서

는 처치 후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CG의 경우 처치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EG의 

경우 처치 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CG의 경우 

처치 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Pre Post

estradiol

(pg/ml)

EG 30.25±9.35 30.16±7.52

CG 29.50±11.27 27.05±12.03

testosterone

(ng/ml)

EG .352±.11 .568±.15

CG .303±.10 .301±.1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in Sex Hormone

<Table 4>의 성호르몬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에스트라디올의 경우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

(F=12.508, p=.0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스토스

테론 역시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효과(F=142.80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치 로그램이 

두 그룹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할 수 있

으며, 간헐  단식과 항운동이 성호르몬의 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variable Factor SS df MS F p

estradiol

group 31.573 1 31.573 .149 .704

error 3168.763 15 211.251

period 13.676 1 13.676 14.518 .002

period

×group
11.782 1 11.782 12.508 .003

error 14.129 15 .942

testosterone

group .197 1 .197 6.349 .024

error .465 15 .031

period .091 1 .091 114.643 .001

period

×group
.113 1 .113 142.804 .001

error .012 15 .001

<Table 5> ANOVA in Sex Hormone

3.2 당대사 변화

당 사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Table 6>에 나타난 바

와 같다. <Table 6>에 의하면 루코스의 경우 처치 후 

EG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CG는 처치 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인슐린의 경우 처치 후 EG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CG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HOMA-IR을 경우 처치 후 EG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CG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group Pre Post

glucose

(mg/dl)

EG 96.32±11.62 93.85±12.36

CG 97.86±10.45 98.16±13.83

insulin

(uIU/L)

EG 8.82±3.25 7.53±4.60

CG 9.06±3.84 10.47±4.27

HOMA-IR
EG 2.05±1.26 1.90±1.65

CG 2.16±1.15 2.90±1.10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in glucose
           metabolism

<Table 7>의 당 사 변인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루코스의 경우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

(F=5.125, p=.03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의 경

우 시기간 그룹간 상호작용효과(F=32.648, p=.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MA_-IR 역시 시기간 그룹간

에 상호작용효과(F=46.35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두 그룹에 용된 처치 로그램이 당 사변

인의 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variable Factor SS df MS F p

glucose

group 72.440 1 72.440 .249 .625

error 4370.515 15 291.368

period 9.983 1 9.983 3.146 .096

period

×group
16.263 1 16.263 5.125 .039

error 47.604 15 3.174

insulin

group 21.414 1 21.414 .671 .426

error 478.870 15 31.925

period .030 1 .030 .064 .803

period

×group
15.438 1 15.438 32.648 .001

error 7.093 15 .473

HOMA-

IR

group 2.609 1 2.609 .784 .390

error 49.919 15 3.328

period .737 1 .737 20.371 .001

period

×group
1.677 1 1.677 46.354 .001

error .543 15 .036

<Table 7> ANOVA in glucose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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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간헐  단

식과 항운동이 성호르몬과 당 사 변인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간헐  단식은 주당 1회 24시간의 단

식을 실시하 으며, 항운동은 주당 3회 60분간 1RM을 

기 으로 60% 강도로 실시한 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4.1 성호르몬 변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estrogen)의 부분은 

estradiol(E2)이며, 에스트로겐의 부족은 각종 만성질환

과 다양한 신체 , 정신  변화가 일어난다[11]. 

에스트라디올과 운동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2]등은 장기간 유산소 운동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운동  증가된 에

스트로겐은 신경 달물질 분비를 자극[13]하고 신경 달

물질의 사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4]. [15]는  난소

제 흰쥐를 상으로 8주간 트 드  운동  콩 단백질 

처치를 실시한 결과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16]은 여성들을 상으로 30분간 고강도 자 거 에르

고미터 운동을 통하여 에스트라디올의 증가를 보고하

으며, [17]은 노인을 상으로 12주간 유산소 운동을 병

행한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에스트라디올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 한, [18]은 여 생을 상으로 10주간 필라

테스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19]는 여학생을 상

으로 12주간 태권도를 실시한 결과  에스트라디올 농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년여

성을 상으로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뚜렷한 변화는 없었지만 통제군과의 비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간헐  단식과 항운동이 

에스트라디올의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에스트라디올 분비의 감소가 심 계 

험과 갱년기 증상 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에스트라디올 리  방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인체에서 근질량의 증가와 같은 근단

백질 합성에 기여하는 호르몬이다[20,21].

테스토스테론과 운동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2]는 여성노인을 상으로 근력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으며, [23]은 노인 여성을 상으로 16주간 걷기 운동

을 실시한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24]의 연구에서도 노인 여성을 상으로 

12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와 반 로 [25]는 항

운동을 통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 다. 한 [26]의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증가를 보여 간헐  단

식과 항운동이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에 정 인 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간

헐  단식과 항운동이 년여성의 근비   단백질 

합성작용을 하는데 보다 유리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4.2 당대사 변화

루코스와 인슐린의 개선을 해서는 한 신체활

동과 더불어 양 조  등의 생활습  개선이 필요하다

[27,28]. 한, 규칙 인 운동을 하면 상동맥질환가능성

을 이고 당조  기 이 향상된다[29].

당 사와 운동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0]은 

년남성을 상으로 12주간 단식과 항운동을 통하여 

당 사변인에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31]

은 비만 고교생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트 이닝을 통

하여 당 사 개선에 정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하 다.

[32]는 12주간 근력 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으며, [33]은 제 2형 당뇨

병을 가진 년기의 환자를 상으로 요가를 실시한 결

과 루코스와 인슐린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34]도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4개월간 요가를 수행한 

결과 루코스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35]의 연구에서는 고강도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항성 지표인 HOMA-IR이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감소를 

보여 간헐  단식과 항운동이 당 사 변화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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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

한 간헐  단식과 항운동이 년여성의 심  질환, 

당뇨병 등의 사성 질환을 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간헐  단

식과 항운동이 성호르몬과 당 사 변인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두 그룹을 선정하여 EG

에는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용하 으며, CG에는 

통제군 으로서 EG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군으로 설정

하 다. EG에 용된 간헐  단식은 주당 1회 24시간의 

단식을 실시하 으며, 항운동은 주 당 3회 60분간 

1RM을 기 으로 60% 강도로 실시하 다. 각 측정변인

은 12주간의 처치 후 측정하여 처치효과를 검증하 다.  

  이와 같은 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용한 그룹에서 성호

르몬(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에 유의한 상

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용한 그룹에서 당 사변인( 루코스, 인슐린, HOMA-IR)

의 변화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간헐  단식과 항운동을 동시에 용하여 진행하여 

정 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간헐  단식과 항운동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세부처치에 한 그룹을 달리하여 

각 처치에 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12주 간헐  단식과 항운동 로그램을 보조

연구원의 개입을 통해 철 하게 진행한 것이 정 인 

연구결과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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