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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고령여  12주간 건강운동프로그램  통해 슐린저항   혈 지질  변화  살펴보고  하

다.  해 운동집단(EG)과 통제집단(CG) 로 하여  그룹  정하 다. 운동집단에는 건강운동프로그램

 12주간 적용하 , CG는 통제집단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비 집단 로 활용하 다. 운동집단에 적

용  건강운동프그램  산 운동과 드운동  주 당 4회 비운동과 정리운동  포함해 60 간 실시 었다. 료

 고령여  12주간 건강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측정하여 프로그램  효과  검 하고  하 다.  

같  절차  통해 다 과 같  결론  얻었다. 첫째, 고령여  12주간  건강운동프로그램  혈 지질과(TC, HDL,

LDL, TG) 혈압(SBP, DBP) 변화에 한 상호 용효과  나타냈다(p<.05). 째, 고령여  12주간  건강운동프

로그램  슐린저항 (insulin, glucose) 변화에 한 상호 용효과  나타냈다(p<.05). 본 연 는 고령여  건강

운동프로그램  통해 슐린저항   혈 지질 변화에  정적 개  나타냈다.

주제어 : 복합, 건강운동프로그램, 슐린저항 , 혈 지질, 고령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Health exercise program on insulin resistant 

and blood lipid factor of elderly women for 12 weeks. The two groups were classified into one group(exercise 

group: EG) with aerobics exercise and band exercise both, the other group(control group: CG) controled. The 

group of EG was applied to doing aerobics exercise and band exercise 4 times for 60 minutes a week. The 

intensity of the exercise was ACSM. Each measurement variable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12 weeks to 

investigate the effect. During this study the result came out with this step. First, EG have shown interaction 

with blood lipid(TC, HDL, LDL, TG) and blood pressure(SBP, DBP)factor. Second, EG have shown interaction 

with insulin resistant(insulin, glucose). Therefore, this study gives us positive result to effect of health exercise 

program on blood lipid factor and insulin resistant factor of elderly women for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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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생물학 노년기는갱년기를기 으로생산 인능력

이 히 하되는 시기로 여성의 경우 폐경기로 나타

나고, 세포의 조직 기 등의 기능이 하된 정도로

구분한다. 한사회 측면에서는노년기는사회활동에

은퇴하는 시기로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60세 후를 정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역할이 감소하는 시

이다[1].

노화의 신체 특징 인 변화는연령 증가에 따른근육

질 감소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고근육의 감

소 정도는 더욱 뚜렷하다. 여성의 경우 체지방 비율은

38% 정도가되지만 65세에이르면 43%로증가된다는보

고되고 있다[2].

한, 노화로인한근 축이나골 도 근육량의감

소는신체활동의감소로이어지고나아가일상생활에지

장을 래해독립 인생활을 하는데어려움을겪게

된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의

한감소로인한각종만성질환의발생률이높아지고

다양한 신체 , 심리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3].

비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그 비율이 더욱높아지

고 노인이 되면 비만을 동반한 경우 만성퇴행성질환에

걸릴 험률이 높아지게 되며, 이것은 식생활과 상

으로 신체활동 감소 등의 습 에 의해 과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4].

지질과 련해서콜 스테롤은체내의모든세포

에 존재하며, 다양한 메커니즘은 콜 스테롤 사가 콜

스테롤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향을 다. 콜

스테롤 수 은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남자는 50-60

세, 여자는 60-70세에최고치에달하여노인의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5], 련 액변인에 부정 향을

주어 노인건강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있다. 이러

한원인은노인의운동 로그램참여의필요성을제시하

고 그에 따른 다양한 행동수정요법을 필요로 한다.

운동과 련한 [6]은 유산소운동처치후심폐기능의

향상을 보 다고는 연구와 [7]은 노인을 상으로 항

운동을통해평균 7%의체 감량과동맥경직도 류

속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 다.

항운동에 련해서 밴드운동 등은 노인 스스로가

강도를조 할수있어, 운동 상해 방에 한운동

종목이라고 보고하 다[8].

따라서 노인 비만 건강을 해서생활습 의개선,

한 양섭취, 운동 등의 특단의 책이 두되고 있

으며, 이 규칙 인운동참여는체 감량, 체지방의감

소, 지질 개선, 압 심박수의 감소, 간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9].

폐경기 년여성은인슐린분비량이증가되고인슐린

항성은상 으로높아져 당이증가하는 상이나

타난다. 한 지질 사의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험성이 높으며[10], 이는 과도한 체지방량 동원 등으로

인슐린의 신호 달 체계의 부정 향을 주어 인슐린

항성을악화시키거나일으킬수있는요인이되며, 단

순한비만 보다는근육과간은지방축 이더큰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다[11].

일반 인슐린 항성 증가 원인으로 체지방량 증가,

체 증가, 제지방량 감소, 고탄수화물 식사, 운동 부족,

이뇨제 베타차단제, 스트 스증가, 폐경등인슐린분

비자체의결함과인슐린작용에 한길항물질이있는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12].

비활동성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증가하면 근육의

질량은 감소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45세 이후에는 근력

의 감소, 체지방률과지방용량의증가로 인해 압의 증

가와 신체활동에 요한 산소섭취량을 하시키는 요인

으로 보고하 다[13].

이러한 측면에서 [14, 15]는 체력을 외부의 스트 스

에 하여생명을유지하는신체의방어력과 극 으로

외계에 동작하는 행동력으로 이는 개인이 여가를 즐길

수있는충분한에 지를가지고지나친피로없이매일

의생활과업을수행하는능력으로노인에게꼭필요하며,

부족할경우건강증진 삶의질향상을 해필요하다

고 하 다.

고령여성의경우노화를통해경험하는심리 , 생리

변화가 상 으로 크고 이는 고령여성에 한 심

과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고령여성을 한 다양한

로그램,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확 등의 사회 인 독

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언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여성

의삶의질향상과생리 건강증진을 해건강운동

로그램으로서 운동 로그램을 용하고 이를 통해 생리

변화를 통한 사성질환과 련이 깊은 변인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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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고령여성을 한 건강운동 로그램의 기 자료

를 제공하기 해 본 연구를 시작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고령여성의 건강운동 로그램이 인슐린

항성 지질에미치는 향을검증하기 하여 K도

P시에거주하는만 70세 이상의고령여성 26명을 상으

로 각각 운동집단 13명, 통제집단 13명으로 나 어실험

을 실시하 다. 한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상자들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차 등에 한 구체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실험 검사와 련된동의서작성후실

험을 진행하 다.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Division CG EG p

Age(year) 77.6±5.3 77.4±4.7 .808

Height(cm) 155.6±4.7 151.5±5.6 .053

Weight(kg) 57.3±7.6 53.5±6.4 .188

BMI(kg/m
2
) 23.56±1.7 23.2±1.1 .586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SD

<Table 1>에서연구참여자의일반 특성은모든변

인들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

나, 신장의 경우 t=2.03, p=053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과

달리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통제집단과 운

동집단에포함된참여자들의일반 특성은차이가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2.2 건강운동프로그램  검사

2.2.1 건강운동프로그램

본연구에서고령여성에 한건강운동 로그램으로

총 12주, 유산소운동과 항성운동인탄성밴드운동으로

구성하 으며, 인슐린 항성 지질에 한변화를

확인하 다. 건강운동 로그램은운동 문가 2인의지도

하에다음의 <Table 2>와같이유연성스트 칭체조와

유산소 밴드운동으로 구성된본 운동, 그리고 정리운

동으로구성된운동 로그램을 1회 50분, 주 4회의 빈도

로 12주간 실시하 다. 유산소 운동 밴드운동에서 운

동 강도는 [16]의 권고 지침에 따라 강도 정도의 심박

수로 1-4주에서 30-40%, 5-8주 40-50%, 9-12주 50-60%

선을유지하 다. 한건강운동 로그램참여시에는충

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그 외에 칼로

리가 있는 음식은 섭취를 제한하 다. 로그램 참여시

간 이외에는 평상시 생활습 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본 로그램참여기간동안에는타운동 로그램에참여

를 제한하 다.

Division time content sub content

warm-up 5min Stretching flexibility

main-exercise

15min
aerobics

exercise

slow and breathing

(treadmill walking)

25min band exercise

1-4week: 30-40%HRmax

5-8week: 40-50%HRmax

9-12 week: 50-60%HRmax

cool down 5min stretching flexibility

<Table 2> Health Exercise Program 

2.2.2 신체   혈액채혈 

신장, 체 , BMI는 체성분분석기(Inbody 720, 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액채 은 운동 로그램시

작 , 후총 2회에걸쳐측정하 다. 액분석을 해실

험참여자들은채 최소 12시간 공복인상태를유지

하도록하 다. 한 참여자의사 병력에 한 문진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을 체크하 다. 검사당일 채 장소의

온도와습도, 기압을일정하게유지하도록노력하 으며,

채 후 원심분리 후 M의료기 에 분석을 의뢰하 다.

2.3 료처리

본연구는고령여성을 상으로 12주간 건강운동 로

그램을 실시한 후 운동 통제집단에서 사 -사후의

인슐린 항성 지질의변화를살펴보기 하여각

변인의평균 표 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그룹 간 건강

운동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2-way(2×2)

RGRM ANOVA를 용하 다. 유의수 은 .05이다.

3. 연  결과 

본연구는고령여성을 상으로 12주간 건강운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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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wo-way RGRM ANOVA in  blood and pressure blood lipid
pre post

F-value
Division group M SD M SD

SBP

(mmHg)

CG 129.60 12.26 130.66 13.40 group:2.874

period:464.052**

interaction:692.761**EG 127.79 10.48 117.21 9.37

DBP

(mmHg)

CG 89.47 9.73 89.47 9.61 group:3.053

period:19025.470**

interaction:18977.168**EG 87.81 9.37 78.00 9.59

TC

(ml/dl)

CG 220.37 62.18 234.34 64.93 group:3.171

period:33.634**

interaction:246.142**EG 200.44 59.70 170.08 54.13

HDL

(ml/dl)

CG 44.20 8.75 39.20 7.52 group:.338

period:.108

interaction:774.973**EG 41.17 9.81 46.29 9.36

LDL

(ml/dl)

CG 124.93 46.91 136.06 48.37 group:.905

period:5.707*

interaction:48.447
**EG 124.59 36.21 101.84 53.70

TG

(ml/dl)

CG 198.69 43.98 204.04 60.10 group:.051

period:29.224
**

interaction:60.400**EG 211.66 51.20 181.84 53.70

*p<.05, **p<.01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TC(total cholesterol), HD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triglyceride)

<Table 4> two-way RGRM ANOVA in insulin-resistant
pre post

F-value
Division group M SD M SD

Insulin

(uU/ml)

CG 25.48 5.83 27.53 6.43 group:.207

period:87.271**

interaction:1159.864**EG 27.18 6.55 23.58 6.55

Glucose

(mg/dl)

CG 119.53 5.45 112.66 6.79 group:2.024

period:2206.752**

interaction:100.701**EG 118.11 5.68 107.50 5.68
*
p<.05,

**
p<.01

그램을 용후, 인슐린 항성 지질의변화를살

펴보고자 운동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 어 비교 분석

하 다.

1. 혈 지질

고령여성의건강운동 로그램 용후 지질에

한 사 -사후 평균 표 편차의 변화 실험설계에

한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Table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SBP, DBP, TC,

HDL, LDL, TG의 모든 지질변인은집단과시기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p= .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주 효과는 시기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집단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

않았다.

2. 슐린저항

고령여성의 건강운동 로그램 용 후 인슐린 항성

에 한평균 표 편차변화 변량분석결과는다음

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분석결과에따르면,

Insulin, Glucose에서 집단과시기간상호작용효과는유

의미한(p= .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주효과는시기

요인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낸반면, 집단 간주효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본 연구는 고령여성의 12주간의 건강운동 로그램을

용하여 지질변인의변화와인슐린 항성과 련

된 인슐린(insulin)과 루코스(glucose)의 변화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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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 다. 이를 해 ACSM 가이드라인을 기 으

로 주 4회의 60분간의 유산소운동과 항성운동을 통해

고령여성의 사성 험 변인인 지질(TC, HDL,

LDL, TG)과 압(SBP, DBP)에서 정 인변화를나타

냈으며, 인슐린 항성 변인인 인슐린(insulin)과 루코

스(glucose)의 변화에 정 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련연구들과의결과 연구동향을살펴보고

자 한다.

압은 계회로에서심장박동의펌 작용으로박

출된 액에의해서 벽에생기는압력으로심장에서

액이 박출될 때 약간의 탄력성을 갖는 벽이 조

넓어지고동시에 액은 벽에 한압력으로 압을

발생시킨다[17]. 이로인해건강 사 험의 요인자

로 활용되는데 압의 개선을 한 수단으로 운동의 형

식 강도등에는차이를나타내고있지만운동의유용

성에 해서는이견이없다. 한 규칙 인 운동은 연령

에 계없이 압을낮추는데 정 이라고보고하고있

다[18, 19, 20]. 이는본연구의고령여성을 한건강운동

로그램이 정 인 압개선에효과를보이는것과맥

을 같이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21]은 고령여성을

상으로 스운동 로그램을 통해 신체구성 압의

변화에 정 인효과를나타냈다는연구결과는본연구

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22]은 운동에 의해변화되는 HDL에비해 청 TC는

LDL의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단기간의 강도 높

은 운동으로 청 콜 스테롤은 변화되지 않지만 TG의

경우에는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반면, [23, 24]은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HDL의 증

가는있었지만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

다고보고하 다. [25]는 장기간의지속 인유산소성운

동 후에 TG의 감소와 HDL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운동

을 지한 후에는 원래 수치로 돌아갔다고 보고하 다.

이는콜 스테롤과 TG가운동에 향을받는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건강운동 로그램을 통해

지질의 변인에서 정 인 변화를 나타냈다는 측면에

서선행연구와다소차이가있는부분은있으나큰맥락

에서 볼 때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신체 으로 노인기에 이르면 제지방의 감소로 인한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과 성장호르몬의 감소에 의해 인슐린 항성[26,

27, 28]과 운동 부족 등을원인으로심 질환, 고 압,

뇌 장해와 허 성 심질환의 험 요인 내재하고 있

다[29].

인슐린 작용은 당질 지질 사에 한 작용이 감소

된상태가 사성질환의발병과같은연 성을나타내고

비만 고지방식이에의한인슐린 항성작용이발생된

다[30]. 운동과 련해 인슐린 작용에 있어 단기 효과

와장기 효과측면에서단기 효과는한번운동시근

육 세포막 안으로 루코스 이동이 매우 빨라지는 인슐

린효과로서운동을 단하면빠른시간내에원래상태

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31, 32]. 일시 운동에 의

한 근육 세포막에서 루코스 운반의 향상은 매우 빨리

소실되지만 운동한 근육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

어 인슐린에 한 루코스 운반이나 리코겐 합성은

하게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3, 34].

[35]은 년여성을 상으로 운동 재 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인슐린 항성이 정 으로 감소하 다고 보

고했으며, [36]는 운동에 따른 인슐린 항성의감소는체

지방량의 감소 허리둘 에 의한 체지방분포의 피하

지방량에 한내장지방량비율의감소에그원인이있

다고 밝히고 있다.

비만과 련해서는 사 합병증에 의한 심장 동맥질

환과 인슐린 항성과 일정한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지고있다. [27]은 재조합형아디포넥틱의지속 인투여

는 지방조직이 축되고 고 당증과 인슐린 분비과잉을

히 감소시킴으로 인슐린 항성을 감소 시켰고 이는

지방산을 감소시키고 근육 내에 지방 산화와 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연구의고령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건강운동

로그램을통해인슐린수치 루코스의 정 인변화

는 건강운동 로그램이 당 사와 련된 변인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 단할수있다. 한 선행연구

에서 밝히고 있는 지방연소와의 련성에 있어서 본 연

구에서직 인측정은실시하지않았으나연구진행과

정에서 련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일련의 과정이 인슐린 련 변인까지 정 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언에서 밝힌 지질 변인 역시 인슐린 련 변인

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인 변화를 나타내

본연구의처치 로그램에 한효과를잘반 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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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되며, 본 로그램이 보다 지속 으로 진행이

된다면 의미있는 처치 로그램 될 것으로사료된다. 이

에후속연구에서는인슐린 항성과 련된생리 변인

의연계성을살펴본다면본연구결과와함께의미있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령여성 노인을 상으로 복합 운동 로

그램을실시한후 사성 험인자 인슐린 항성의변

화를 악하고자 실험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실험에

극 참여의사를 밝힌 고령의 여성노인들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으로 나 어 12주간 실

험을 진행하 다. 이 같은 실험에서 복합운동 로그램

의 처치효과를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우선 두 집단

은 각 변인에 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12주간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성 험인자 변인(SBP, DBP, TC, HDL,

LDL, TG)에서 집단과시기간 유의미한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때 시기의 주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즉 고령여성 노인에게 실시한 복합운동 로

그램은 사성 험인자의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

단할 수 있다.

둘째, 인슐린 항성 변인(Insulin, Glucose)은 집단과

시기간상호작용효과 시기의주효과에서유의미한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여성 노인에게 실시한 복합운

동 로그램이인슐린 항성변인에 하여 정 개선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여성을 상으로 건강운동 로그램을

용하여인슐린 련변인과 지질에서의미있는변

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세부 인 로그램별 용을 하

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세부 로그램

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보다 변인에 한 명확한 연구결

과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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