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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a Vinci Bodyboard Exercise on Blood Lipids 

and Metabolic Syndrome in Middle-aged Women

Kim, Seung-A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ort-term 

high-intensity Davinci bodyboard exercise on middle-aged women's 

blood lipid and metabolic syndr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 

middle-aged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 in GX exercise program. 

Body board exercise was conducted three times a week for a total of 

eight week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lood lipids in 

middle-aged women who underwent Davinci bodyboard exercise were 

decreased in TC, TG, and LDL-C and HDL-C increased,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Metabolic syndrome in middle-aged 

women who underwent da Vinci bodyboard exerci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decrease in waist circumference, fasting blood 

glucos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aken together, the Davinci bodyboard exercise, which is conducted at 

high intensity for a short time, is considered to be an exercise that can 

maintain the health of middle-aged women and prevent various adult 



disease. It is expected that the da Vinci body board exercise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as one of the exercise programs that can improve 

health in a short time for the modern people who do not have enough 

time. In a follow-up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da Vinci 

bodyboard exercise by selecting subjects exposed to actual metabolic 

syndrome or adul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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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경제성과 더불어 과학문명의 발달로 컴퓨터와 태블릿 PC, 이동 

통신 등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은 물론 편

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동차 보급과 재택근무 등으로 좌식생활

은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체형변화가 나타났다(이유진, 2012).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신체적인 강건함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 혹은 사회적으로의 양호함

은 물론이며, 영혼적인 건강까지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몸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웰빙 그리고 건강을 합성한 웰니스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을 통해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의 가치 

또한 추구할 수 있는 기대수치라고 할 수 있다(Yadav et al., 2017).

현대인들에게 있어 건강은 일상생활에서의 일부이고, 하나의 트렌드 개념을 넘

어서 건강이 최대의 관심대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신체에 관심

을 가지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반응을 느끼며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

(윤소연, 2015). 또한, 타인들에게 신체적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개인

과 특히,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삶

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도 인식되고 있다(이미선, 2018).

신체적인 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여 정

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이상대, 류호상, 2007). 신체적으로 체력과 

생리적인 예비력이 저하가 되며, 각종 질환들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으로 인한 체력증진이 건강관리나 현대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유진, 2012).

신체적인 활동과 생활습관은 환경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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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간은 성장과 함께 체형 또한 변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계

문명과 경제발달로 인해 가사노동 또한 감소하게 되어 중년여성들의 체형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여성들에게 체형변화에 관련된 운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신정훈, 전혜자, 2011).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체형변화와 월경 그리

고 임신 등의 생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유승권, 2014).

우리의 신체는 정상적인 척추만곡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김의숙, 2013; 박진석, 2015), 척추변형과 

연관되 척추측만은 신체의 좌․우 불균형이 직접적인 체형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현중, 2017).

선행연구에 따라 체형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현재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빈치 바

디보드 운동을 통하여 중년여성들에게 GX운동프로그램의 하나인 다빈치바디보

드 운동이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으며, 사회적으로 바빠진 중년여성들에게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들에게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실시하여 혈중지질

과 대사증후군 관련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하여 중년기

의 건강한 삶과 항노화 그리고 각종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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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다빈치바디보드 운동 전과 후 중년여성의 혈중지질(TC, TG, HDL-C, 

LDL-C)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다빈치바디보드 운동 전과 후 중년여성의 대사증후군 관련인자(신체조성,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서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년 여성 12명으로 제한하였다.

2) 중년여성들의 생활습관이나 약물복용, 식습관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 중년여성들의 운동 환경조건과 측정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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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다빈치 바디보드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짧은 시간동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기초로 한 

운동이다. Davinci Bodyboard 운동의 처음 창시자는 플로리 마호니로, 일생에 

있어 열렬하게 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플로리 마호니는 육상 경기출전과 요가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바쁜 일상속에서 육아로 인해 원활하게 운동

을 할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피트니스 운동 중에 탄력밴드를 기구에 묶어 운동할 수 있도록 플로리 마호니 

만의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긴 보드의 형태와 탄

력밴드를 사용하여 추구하는 운동을 완성하여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몇 년간의 실험과 개발 과정을 거쳐서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이 알려지

게 되었다.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주로 복근 운동을 할 때에 코어근육이 몸을 

함께 당기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다

빈치바디보드 운동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운동방법은 순환운동이 되면서, 전신

운동 또한 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매일 딱 30분만 운동을 하게 되면 날씬함은 물론 근력 

강화까지 되어, 심장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진행

되고 단순하게 달리는 운동보다 더 심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으며, 고강도 인터벌 트레

이닝을 기본으로 한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비해서 이 운동의 효과는 매우 크

다. 또한, 저항밴드(Resistance bands)는 이전 보다 더 다양한 운동동작들을 가

능하게 해주고, 신체에서의 작은 사이즈 근육까지 향상을 시켜주며, 관절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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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 저항성 운동으로 구성

되며, 최근 연구에서는 짧고 강렬한 운동이 단시간에 매우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으로 60초의 인터벌 운동

과 15초 동안의 휴식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900kcal까지도 소모를 할 수가 

있다.  

그림1. DA VINCI BOD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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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중지질

  1. 중성지방(Triglyceride-TG)

중성지방은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조직의 한 일종이며, 인간의 지방조직 

의 95%를 차지한다. 주요 대사계는 2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체내 주요 

에너지원인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와 지포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써 활동의 

에너지원은 대부분 음식물 섭취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외인성 중성지방이라 하

며, 주로 간장이나 피하조직에 저장되고 저장된 중성지방은 당 에너지원이 부족

하거나 에너지원으로 당과 함께 복합 작용할 때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

해되어 혈중으로 방출된다. 사용하고 남은 잉여 NEFA는 간에서 다시금 중성지

방으로 재합성되고 혈중에 유입되면 이것을 내인성 중성지방이라 한다. 이것이 

다시 지방조직에 흡수되어 저장(박대희, 2000) 되는 사이클을 갖는다. TG는 운

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쉽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는 가장 뚜렷하게 

감소한다. 또한 식이에 대한 영양에 민감해 식사 후에 최고치를 보이지만 12시

간 이내에 정상치로 돌아온다. TG의 정상 수치는 150mg/dl이하(이귀녕 등, 

2003)이며, 동백경화증 발생의 참고지표가 되기도 한다(국두홍, 2008). 

  2.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TC)

TC는 Total Cholesterol로 콜레스테롤의 종합적인 지표이며, LDL-C와 

HDL-C의 함께 고려하는 혈중지질을 말한다. 콜레스테롤은 혈중에 lipoprotein 

상태로 지질과 단백질성분으로 운반된다(양지, 2010). 혈중 TC의 정상수준의 

범위는 120~200mg/dl이며, 너무 높은 수치는 관상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율을 

높인다. 혈중 TC의 수준 220mg/dl은 180mg/dl일 때 보다 2배 이상 관상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유승희 등, 1997).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심장관련 질환

의 독립적인 위혐요소 이며, 중년기에 있어서 비만과함께 혈중지질 수준은 적정

수준의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하다(kanne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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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HDL-C는 High Density Lipoprotein Colesterol로 고밀도의 단백질과 인지

질,  일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있다. HDL-C는 동맥혈관 벽에 

흡착하는 지방의 축적을 막거나 다시 말초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 이

화 및 배설시켜 결과적으로 항동맥경화 작용을 담당한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DL-C는 비만이거나 당뇨 해당인의 경우에는  

낮으며, 흡연과 커피는 HDL-C를 감소시키고 운동측면에 있어서는 규칙적인 운

동, 특히 유산소운동 혹은 유산소성의 저항운동은 HDL-C를 높일 수 있다(김기

봉 등, 2004; 양정옥, 1999). 즉, 활동적이 적은 사람에 비해 활동이 많은 사람

이 높다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4.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LDL-C(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는 단백질이 적고 콜레스테

롤과 인지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맥혈

관 벽에 유착되어 동맥경화증의 발병원인이 된다. LDL-C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간에서 동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높은 수준의 LDL-C는 동맥경

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인식된다. LDL-C의 적정수준은 130mg/dl 

이하 이다. 하지만 적정량의 LDL-C는 절연성 피하지방으로 체온유지와 중요기

관을 지지 및 보호해주고 체내 스테로이드성분의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생산되며,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 운반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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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사증후군

대부분 성인기에 발생하는 과체중증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비만의 형태는 

지방세포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나 아동기에서의 비만은 지방

세포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세포의 크기증가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

시키기 위한 식생활 습관 개선이나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인슐린저항성, 이상지질혈증, 고인슐린혈증, 고혈압, 복부비만 등 심혈관계 질

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의 집합체(박경득, 2004).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

뇨병과 관련해 인슐린저항성과 내당능장애, 제2형당뇨와 고혈압, 고중성지방과 

낮은 HDL-C, 비만, 미세알부민요증 등으로 정의하고 이중 2가지이상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명한다고 하였다(Alderti et al., 1998). 대사증후군 지표의 

기준치는 1988년에 처음 개념화된 이후 점차 현대인에게 맞게 변화되어 왔다. 

현대에는 2001년 미국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의 제3차 콜레스테롤 관련지침

인 NCEP-ATPⅢ의 지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림 2.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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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대사 증후군의 진단

IDF에 의한 새로운 정의 내용을 보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항목 중에서 

복부 비만을 최우선적인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강재헌, 2006). 아시아 주변 

여러국가에서 비만(BMI=25kg/m2이상)과 허리둘레(남성 >= 90cm: 여성 >= 

80cm)가 예전에 비하여 널리 퍼져 평균값보다 이상인 사람이 10-30% 사이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대사성 질환은 당뇨나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 중국과 일본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10

년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킨 결과를 보였다(Nestel et al., 2007).

심폐체력과 대사성 증후군과의 연관성은 병태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사증



- 10 -

후군을 일으키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현식, 

2006).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결과들에 비교해 볼 때 비만과 관련된 대

사증후군과 각종 퇴행성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목적에서 운동을 포함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심폐체력 증진의 역할은 연령과 성별, 흡연, 음주, 복

부내장지방 및 인종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이지영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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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W휘트니스에서 GX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빈치바

디보드 운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중년여성들을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은 의학상 특

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중년기 여성들에게 동의를 얻은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

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인원수(N)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운동군 12 161.30±3.71 60.84±7.07 29.69±3.10

B.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총 8주간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참여하여 심혈관질환의 원

인이 되는 혈중지질과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중년여성(운동군 1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년여성들은 총 8주

간 주3회, 일일 40분 운동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운동 실시 전과 후 총 2회 측

정하였고,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아래<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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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선정 및 문헌고찰

↓

피험자 선정

․ 다빈치 바디보드 운동그룹 (12명)

↓

사전검사

․ 신체조성

․ 혈중지질 / 대사증후군

↓

다빈치바디보드 운동

․ 운동 형태 : 다빈치바디보드

․ 운동 강도 : 50∼75% HRmax

․ 운동 시간 : 4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신체조성

․ 혈중지질 / 대사증후군

↓

자료처리

그림 3.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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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표 3>와 같다.

  표 3. 측정도구

측정항목 도구명 제조국 용도

혈중지질 LDX U.S.A TC, TG, HDL-C, LDL-C

대사증후군

BP-BIO 320 KOREA 혈압(수축기/이완기)

InBody 370 KOREA 신체조성

TANITA JAPAN 허리둘레

LDX U.S.A 공복 혈당

그림 4. LDX

그림 5. BP-BIO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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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Body 370

그림 7. TANITA 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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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항목 및 방법

  1. 혈중지질 검사

혈중지질 검사는 LDX(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피펫으로 채혈 후 혈중

지질(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의 카세트를 기기에 삽입 후 혈액을 

카세트에 넣고 RUN버튼을 누르면 약 5분 후에 검사결과가 나온다.

  2. 대사증후군 관련인자 검사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신체조성검사는 InBody 370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본정보를 입력 후 악세사리나 금속을 제거 후 기기 위

에 올라서 손과 발에 닿는 부위의 전류를 따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전상장골능에서 3cm 상방에서 측정하였다. 혈

압은 BP-BIO 320제품으로 피험자들은 도착 후에 약 5분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혈압계 커프에 팔의 상완 부분을 넣고 측정부위의 위치가 심장부위와 

일치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최대 및 최저혈압을 측정하였다. 공복혈당과 

HDL-C 그리고 중성지방은 LDX로 위의 혈중지질 측정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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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빈치바디보드 운동프로그램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서 GX운동 중 다빈치 바디

보드 운동을 총 8주간 주 3회 그리고 1일 40분으로 구성하여 단시간 고강도 운

동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다빈치바디보드 운동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4. 다빈치바디보드 운동프로그램

다빈치바디보드 운동 세트 시간 강도 빈도

준비운동 스트레칭 5분

8주

1. Shoulder Plie

2. Squat on/off Extension

3. Plank With Triceps

4. Barrel Thigh Dancing

5. Thigh Dancing Boxing

6. Pulsing Kickback

7. Knee Tapping Kicks

8. Up Downs

3세트 30분
50~75%

HRmax
주 3회

정리운동 스트레칭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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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houlder Plie 1

그림 9. Shoulder Pli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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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quat On / Off Extension 1

그림 11. Squat On / Off Exten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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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lank With Triceps 1

그림 13. Plank With Tricep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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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arrel Thigh Dancing 1

그림 15. Barrel Thigh Danc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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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high Dancing Boxing 1

그림 17. Thigh Dancing Box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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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ulsing Kickback 1

그림 19. Pulsing Kickba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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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Knee Tapping Kicks 1

그림 21. Knee Tapping Kick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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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Up Downs 1

그림 23. Up Dow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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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통계처리

자료처리는 SPSS 24.0프로그램으로 모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

하였고, 다빈치 바디보드 운동 실시 전과 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Paired 

Sample t-test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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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혈중지질의 변화

1. TC와 TG의의 변화

TC와 TG의 변화는 <표 5>,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C는  사전 

187.70±33.27mg/㎗에서 사후 165.70±22.67mg/㎗으로 감소하였고(p<.01), 

TG는 사전 149.10±28.07mg/㎗에서 사후 112.40±33.78mg/㎗으로 감소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5. TC와 TG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TC(mg/㎗) 187.70±33.27 165.70±22.67 4.201 .002**

TG(mg/㎗) 149.10±28.07 112.40±33.78 3.788 .00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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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C와 TG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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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L-C와 LDL-C의 변화

HDL-C와 LDL-C의 변화는 <표 6>,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HDL-C은 사전 61.70±15.10mg/㎗에서 사후 70.80±14.80mg/㎗으로 증가하였

고(p<.001), LDL-C은 사전 104.00±24.38mg/㎗에서 사후 89.20±17.40mg/㎗

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6. HDL-C와 LDL-C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HDL-C(mg/㎗) 61.70±15.10 70.80±14.80 -4.622 .001***

LDL-C(mg/㎗) 104.00±24.38 89.20±17.40 4.289 .0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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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HDL-C와 LDL-C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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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사증후군의 변화

1.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의 변화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의 변화는 <표 7>,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허리

둘레는 사전 81.80±9.98kg에서 사후 76.80±9.99kg으로 감소하였고(p<.001), 

공복혈당은 사전 104.10±11.65에서 사후 98.20±8.13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7.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허리둘레(cm) 81.80±9.98 76.80±9.99 5.590 .000***

공복혈당(mg/㎗) 104.10±11.65 98.20±8.13 3.049 .01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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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허리둘레와 공복혈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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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축기 / 이완기 혈압의 변화

수축기 /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표 8>,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축

기혈압은 사전 131.80±8.244mmHg에서 사후 121.10±6.47mmHg로 감소하였고

(p<.001), 이완기혈압은 사전 90.10±9.87mmHg에서 사후 82.90±8.07mmHg으

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8. 수축기 / 이완기혈압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수축기(mmHg) 131.80±8.244 121.10±6.47 7.176 .000***

이완기(mmHg) 90.10±9.87 82.90±8.07 6.914 .00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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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수축기 / 이완기혈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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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조성의 변화

체중과 체지방율의 변화는 <표 9>,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중은 사

전 60.84±7.07kg에서 사후 59.10±7.17kg으로 감소하였고(p<.01), 체지방율은 

사전 29.69±3.10%에서 사후 26.57±2.28%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1).

표 9. 체중과 체지방율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체중(kg) 60.84±7.07 59.10±7.17 3.971 .003**

체지방율(%) 29.69±3.10 26.57±2.28 6.494 .00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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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체중과 체지방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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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혈중지질의 변화

  혈중지질이 증가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정성태 등, 1994)으로써 동

맥경화증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einberger(1985)와 

Hargreaves(1991)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저밀도 지방단백질이 상승하게 

되면 관상동맥질환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밀도 지방단백질의 수치가 높게 되면 심장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도 줄

어드는 대신에 수치가 낮을수록 그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유섭, 1996).

  TC는 정혜민(2006)의 연구에서 12주 동안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집단 내 

TC의 변화에서 운동집단이 운동을 실시한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으

며, Misra et al. (2008)도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총 12주간 저항성운동을 

실시결과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고, 김재수(1998)와 김선호(2001)

의 연구에서도 폐경기 여성들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8-10주간 근 저항 트레

이닝 이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Arora et al.,(2009)의 연구에서

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저항성운동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정원상

(2011)의 연구에서 비만남성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저항성운동을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통제그룹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HDL-C은 오대성 등(1998)의 연구에서 체지방율이 30%이상인 여자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유산소성 운동을 총 12주간 실시하여 HDL-C의 농도가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김현준과 김태운(2008)의 연구에서도 총 12주간 

비만아동들을 대상으로 걷기운동과 밴드운동을 실시한 결과 HDL-C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LDL-C은 박소현(2005)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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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밴드 운동을 실시한 결과 LDL-C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박시영(2002)의 연구에서도 10주간의 탄성밴드운동이 고령여성 고혈압 환

자들의 LDL-C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GX운동 종목의 하나인 단시

간 고강도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중년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혈중지

질 항목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주는 결과를 얻었다. 즉, 규칙적인 저항성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액을 개선시켜 2차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운동프로그램에서의 운동 기간과 빈

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체계화 하여 진행한다면 중년기에 건강을 유

지 및 증진시켜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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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사증후군의 변화

대사증후군 판정하는 진단기준에는 WHO진단기준과 EGIR진단기준, 

NCEP-ATPⅢ진단기준 그리고 AACE의 진단기준 등이 있다. 이 중 WHO 진

단기준과 NCEP-ATPⅢ진단기준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최근 대사증

후군 진단의 용이함 때문에 NCEP-ATPⅢ진단기준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의 병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다(권혁상 등, 2005).

NCEP-ATPⅢ기준은 2001년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대사증후군을 구성

요인 중에서도 특히, 복부비만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남

자>102cm, 여자> 88cm로 정의가 된 복부비만의 기준을 동양인에게 적용을 하

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들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Ramachandran 

et al., 2003). 동양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서 체질량지수나 

허리둘레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내장비만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McKeigue et al., 1991). 따라서 처음 2001년도에 WHO-APR

에서는 비만과 복부비만의 진단기준들을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인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즉, 체질량지수가 25.0kg/m2 이상이 되

면 과체중으로 정의를 하였으며, 남성들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 될 때와 여

성들의 허리둘레가 80cm 이상이 될 때 대사증후군 질병의 유병률 또한 현저하

게 증가함을 제안하였다(Inoue et al., 2000). 동양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싱

가포르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싱가포르인들이 서구인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체질량지수는 3kg/m2가 더 낮다고 보고하

였으며(Deurenberg-Yap et al., 2002), 이와 다른 아시아 인종들에 대한 연

구결과에서도 서구인에 비해 낮은 신체질량지수를 보이더라도 동양인들이 더 

많은 체지방률(%)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였고(Deurenberg-Yap et al., 2002; 

Gurrici et al., 1998; Wang et al., 1994), 비교적 낮은 신체질량지수에도 불



- 34 -

구하고 보다 더 높은 내당능장애의 위험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Unwin et 

al., 1997). 

또한, 중국과 대만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서는 신체구조가 다르고 신체질량지

수가 비교적 적은 동양인들에서 NCEP III의 진단기준인 허리둘레에서 남성은 

102cm과 여성은 88cm 이상의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대사증후군 질병의 유

병률을 낮추게 되어 많은 수의 대사증후군 환자를 진단하게 되는 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동양인들의 신체적인 특성과 신체질량지수를 반

영할 수 있는 새로운 허리둘레 수치의 진단 기준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Ko et al. 1999; Lear et al., 2002; Lin et al., 2002; Li et al., 2002; Tan 

et al., 2004). 그리고 한국에서도 김상만 등(1998)의 연구에서 410명의 여성

들과 71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들의 허리둘레가 78cm이상일 

때와 남성들의 허리둘레가 91.3cm이상일 때에 혈중지질의 지표가 현저하게 악

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체중집단보다 과체중집단에서 지방

세포가 지방산이 과잉 공급되어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을 저장함에 증가가 야기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Zucker, 1972), 중성지방에서의 지방산 성분은 특히, 복

부지방의 축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들과 연관성이 있다

(Tremblay et al., 2004). 또한, 근육 내의 지방대사물들이 골격근의 

hexokinase의 제거와 protein kinase  activity diacylglycerol 증가를 시켜 인

슐린에 의한 당대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Thompson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들의 대사증후군 요인을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와 공복

혈당 감소와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대사증후군 요인에 포함된 요인은 한 요인도 없었는데 이는 과체중이 대사증

후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여성들은 높은 신체활동

량과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여성들의 높은 신체활동은 체중과 신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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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선시키며,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신체활동량

이 증가하면 할수록 체중감소와 더불어 체력증진 및 각종 질병예방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Forbes, 199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진기 등(2002)은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유산소운동이 체중과 체지방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최범희(2003)는 여성들의 복부비만과 과체중 환

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 이후 공복혈당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태

운 등(2006)은 생활양식 변화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비만 여자학생들의 대사

증후군 요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는 많은 신체활동량과 운동이 체중감소와 체지방율을 제거하

여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 실시한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개

선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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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단시간 고강도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중년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실

시한 결과 혈중지질과 대사증후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평소 별도의 GX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중년여성 12명

으로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총 8주간 주 3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실시한 중년여성들의 혈중지질은 TC(p<.05), 

TG(p<.001), LDL-C (p<.001)에서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HDL-C(p<.001)

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실시한 중년여성들의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와 공

복혈당, 수축기, 이완기 혈압에서 감소한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시간 고강도로 시행되는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은 

중년여성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각종 성인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이라 생각된다.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대사증후군 또는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

를 선정하여 다빈치바디보드 운동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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