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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규칙적인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혈중 혈관신생 관련 성장

인자 농도에 미치는 효과

최근 사람의 간에서 분비되는 angiopoietin-related growth factor(AGF; ANGPTL6)

라는 단백질 분자는 혈관신생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있으며 비만 인슐린 저항성의, , ,

치료 및 대사증후군의 진단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인은 물론.

소아에서도 소아 비만 소아 대사증후군 소아 당뇨 등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시, ,

되고 있으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혈중 농도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AGF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를 비교하고 소아와, , AGF

성인의 혈중 농도가 신체구성지표와 혈중지표에 대하여 어떠한 상관관계를AGF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주간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 4

혈중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였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AGF . ,

운동 프로그램이 자녀의 사회심리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시내 건강한 소아 명 실험군 대조군 그리고 건강한W 57 ( ;n=37, ;n=20)

성인 명 실험군 대조군 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전후에 신체구성지표47 ( ;n=22, ;n=25)

(Height, 혈중지표Weight, BP, Waist, Fat%, BMI), (AGF, Glucose, Insulin, HOMA-IR,

AST, ALT, r-GT, Total Cholesterol, TG, HDL-C, LDL-C), 기초체력지표(Cardiorespiratory

endurance, VO2max, Endurance, strength, Power, Agility, Balance, Flexibility), 사회심리적‧
지표(Self-esteem, Parent - Child emotional intimacy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주간4 순환운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소아의 혈중 농도는 성인의 혈중 농도 보다 높았다 소아의AGF AGF .

혈중 농도는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AGF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HDL-C) 있었다. 성인의 혈중 농도는AGF

와r-GT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간 순환운동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4



신체구성지표 혈중 지표 기초체력지표 사회심리적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 .‧
그러나 혈중 농도는 운동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AGF .

결론적으로 를AGF 소아에서 비만과 인슐린저항성의 치료 시 또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성인과 다른 수준의 농도로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고,

상관 분석을 통해 소아의 혈중 농도가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가지 기준 중AGF 5

과 상관성이 있으며 성인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소아의 혈중TG, HDL-C , AGF

농도 역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도구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성인에서.

간의 건강상태를 대변하는 와 혈중 농도가 상관성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r-GT AGF

대사이상의 상태에서 상승된 혈중 농도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AGF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주간 순환운동을 통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체구성지표. 4 ,

혈중지표 기초체력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데 반해 혈중 농도는 변화가, AGF

없었다 아마도 선행연구는 비만 모델의 쥐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였기에 혈중. AGF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는 운동을 통한 혈중 농도는AGF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정 할 수 있다 패밀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아에서 패밀리 트레이닝을 통해. 사회 심리적 지표인 자아 존중감과 부모 자녀-‧
친밀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향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

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순환운동 패밀리 트레이닝 소아 성인Key words : AGF, , , ,



규칙적인 순환 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혈중

혈관신생 관련 성장 인자 농도에 미치는 효과

지도 공 인 덕<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대 식

제 장 서론1

최근 대사증후군과 비만에 관련하여 사람의 간에서 분비되는 angiopoietin-related

라는 단백질 분자가 발견되었다growth factor(AGF, ANGPTL6) . 는AGF angiopoietin-like

의 가지 중 번째이고protein(Angptls) 7 Isoform 6 , 은 아미노기 말단 부위에Angptls

과 카르복실기 말단 부위에 을 가지고coiled-coil domain fibrinogen-like domain

있으며 혈관 형성 성장인자인 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는, angiopoietin . AGF

혈관 신생에 관여하고 지방과 포도당의 조절 및 에너지 대사에 관련한다고 알려져

있고 는 사람의 간에서 주로 발현되지만 뇌 심장 골격근 신장에서도 발현이, AGF , , ,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 등(Hato , 2008).

에 관련된 동물 실험의 보고에따르면 발현인 억제된 쥐는 생후 일 만에AGF AGF 13 죽고,

생존한 쥐의 경우 비만이 진행되고 생존한 쥐의 특이점은 내장지방의 증가와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근육과 간에 중성지방의 축적이 증가하며 항문의 온도가, ,

낮고 산소섭취량이 감소되는 것이다 반대로 발현이 억제된 쥐에게 다시, . , AGF

를 발현시키면 가 발현되지 않은 쥐에 비해 체중 복부지방이 감소하고AGF AGF , ,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며 혈중지질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고 알려졌다 등, , (Oike , 2005).

따라서 는 혈관신생의 기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에 관련이 있으며 비만과AGF ,



인슐린 저항성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 한 편. , Kim(2009)은

쥐에게 고지방 섭취를 통해 비만을 유도한 결과 가 증가하는 현상과 비만이AGF 유도된

쥐를 대상으로 수영을 주간 주 단위로 분에서 분까지 점진적으로12 10 90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운동 중재를 한 결과 의 발현량이 감소하고 추가적으로AGF , 일간7

을 주사하였더니 의 증가와 함께 의 발현량이 증가됨을 보고Leptin Leptin AGF 하였다.

따라서 고지방 섭취를 통해 비만의 유발과 고 증에서 가 증가하는Leptin AGF 것을

알 수 있었고 운동이비만한 상태에서 발현을감소시키는것을 알수있다, AGF (Kim, 2009).

최근 사람을 대상으로 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의, AGF AGF

생리적 및 병태 생리적 기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다만 가 대사증후군과. , AGF

당뇨 자가전증 등의 대사이상 상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성인이 정상인에 비해.

혈중 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며 대사증후군 진단 요소 중 허리둘레가 크고 고밀도AGF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 정상 수치보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낮은 경우에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가 대사AGF , AGF

증후군의 진단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등 이와 같은(Namkung , 2010).

맥락에서 등Stepan (2009), 등 의 연구결과에서도Ebert (2009) 자간전증 및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의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의 혈중 농도 보다 혈중 수치가AGF AGF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의 동물 실험 연구에 고지방식이로, Kim(2009)

비만을 유발한 쥐의 발현량이 정상 쥐보다 높았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이와AGF .

같이 대사이상 상태에서 혈중 농도가 상승되는 결과는 등 이 보고한AGF Oike (2005)

내용 중 쥐에게 의 발현 억제시 비만이 진행되고 내장지방의 증가와 지방 세포의AGF ,

크기가 커지며 근육과 간에 중성지방의 축적이 증가하는 등의 대사 이상 상태가,

유발되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대사이상 상태에서 혈중 농도가. AGF

정상인에 비해 높은 혈중 수치를 보이는 이유로 대사이상의 상태에 따른 보상기전

또는 인슐린 저항성과 비슷한 현상으로 의 저항성에 의해 혈중 농도가AGF AGF

상승되어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등 등(Namkung , 2010; Stepan , 2009; 등Ebert , 2009).

또한 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관련 질환의 해소에 가 효과적인 물질Oike(2009) AGF

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 사람에게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는. AGF



알 수 없으며 혈중 의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AGF 한

혈중 농도에 관련연구는 국내외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미 대사 이상 상태인AGF .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은 성인 및 소아에서 중요한 질환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 ,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소아의 비만 당뇨 대사 증후군은 대부분, , ,

성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아의 지질대사 관련 현상을 밝히고 기전을

탐색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의가 크다.

대사이상의 문제로 유발되는 질환중 비만은 신체에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

되어진 상태이며 국내 및 국외에서 비만의 증가는 최근까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제시되고 있다 박영신 등, ( , 2004; 등Flegal , 1998;

T 등roiano , 1995 또한 세계보건기구 에서도 성인과). (World Health Organization)

소아비만의 심각성과 비만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으로 인식할 만큼 강조

하고 있으며 이국주 등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중요( , 2008),

성을 인식하고 있다 류미 등( , 2003).

일반적으로 비만은 대사증후군 고혈압 형 당뇨 고지혈증 과 심혈관 질환 위장( , 2 , ) ,

질환 폐질환 골관절 질환 인슐린 저항성 등의 합병증으로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 ,

미치게 된다 등(Wolfenden , 2009; Deitel M, 2003; WHO, 2004; Barlow, 2007).

이러한 소아비만은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우울증 자존감 상실, ,

부정적 자기 신체상 등을 일으켜 체형의 변화와 운동능력 저하에 따른 심리적 질환을

일으키며 박혜순 안타깝게도 비만 위험 요소에 노출된 소아들은 유전적으( , 2000),

로나 행동적으로 초기 무증상 대사이상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별히.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소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영양소와 운동 가정환경을 바꾸는,

것이 비만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Sothern,

또한 소아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소아의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한2004).

부모와 담임교사가 소아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허윤영 등( ,

등2009; Summerbell , 2005).

비만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운동이 중요시 되고 있고 비만 치료를 위해 미국,

대학 스포츠 의학회 에서는 걷기(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



싸이클링 조깅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일 최대산소 섭취량, 5~7 , (Volume of

maximal Oxygen uptake; VO2max 의 또는 최대 심박수) 50~80% (Maximal heart

의 의 운동 강도를 권장하고 운동시간은 분 정도를rate; HRmax) 60~90% , 45~60

권장하고 있다 소아의 경우 지속적인 운동참여가 필요하지만 소아의 특성상 단순.

하고 지속적인 운동은 참여가 어려워 창의적인 동작으로 운동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졌다 등 또한 등 은 소아가 매일 신체활(Williams , 2006). Sallis (1994) 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임 스포츠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계획된 운동이, , 필요

하며 소아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달리기 싸이클링 수영, , ,

등의 유산소 운동을 주 회 최소 분 여유심박수의 로 운동하는 것과 주 회3 30 75% 7

분의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를 권장하였다 또한 하루에 축적되는 신체활동30~60 .

시간을 분 이상이 되도록 하고 분 이상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60 , 10~15

소아에게 유익하다고 권장하였다 등 은 저항 운동은 근육 증가. Heyward (2002) ,

인대와 건의 근력증가 골밀도와 뼈의 건강 향상 모세혈관의 밀도 증가 운동단위의, , ,

활성화 운동신경의 활동 빈도 증가 신경 억제 감소 성장 호르몬 증가 인슐린, , , ,

성장 요인 증가 제지방 증가 체지방과 상대 체지방 감소 등의 유익함을 얻을 수, ,

있지만 소아의 경우 지도자의 감독하에 운동을 진행하고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 ,

성숙하지 못하므로 무거운 중량은 뼈와 관절의 성장에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운동

강도는 최대 근력의 를 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복합관절 운동을 회 반복70% 8~10

하여 세트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종합적으로1~2 . 소아의 특성상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이 효과적이지만 운동 참여율과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운동 중재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운동의 다양성 운동의,

효과 운동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하여 회 운동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과, 1

저항운동의 동작을 구성 및 혼합하여 할 수 있는 순환운동을 개발하였으며 흥미와,

재미를 증가시키기 위해 음악과 함께 순환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사회심리적․
효과까지도 얻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패밀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장기인 소아와 성인 혈중 농도를 비교하여 아직 소아에서 보고AGF



되지 않은 소아의 혈중 농도를 확인하여 추후 소아를 대상으로 비만 인슐린AGF ,

저항성 대사증후군의 진단적 지표로서의 의의를 제시하고 치료적 타깃 으로서의, (target)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규칙적인 순환.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아와 성인의 혈중 를 포함한 기타 혈중지표 신체AGF ,

구성지표, 기초체력지표 사회 심리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여, ·

추후 소아와 성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을 예방 및 치료하는 중재 프로그램으

로서의 유용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장 재료 및 방법2

연구설계2.1.

본 연구는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소아와 성인의 혈중AGF ,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뒤 주간의 규칙적인 순환운동을AGF , 4

통해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AGF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2.2.

시의 세의 소아를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역광고를 통해W 9~12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익명이 보장되며 설문에 답한 내용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소아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1)

성인의 경우. : 건강한 대 성인 남녀로30~40 현재 진단 받은 질환이 없으며,

질환의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

. 소아의 경우: 건강한 세 소아 남녀로9~12 현재 진단 받은 질환이 없으며,

질환의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

대상자 제외기준2)

. 현재 심각한 질병이 있어 의사의 관찰 하에서 식이 운동 요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지난 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한 달 이상 지속한6

경우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 운동이 불가능한 신체장애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



자료수집절차2.3.

본 연구의 실험중재 및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에서 년 월까지 진행2010 5 2010 9

되었으며 차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 1 200

였다 이 중 본 연구의 참여기준과 배제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총.

1 명 성인 소아 이 본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50 ( ;n=71, ;n=79) ,

성인 명실험군 대조군 소아 명실험군 대조군 이 최종적인47 ( ;n=25, ;n=20), 57 ( ;n=37, ;n=20)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개조로 나누어 차 차 검진을 실시하였고 차 검진은 시간3 1 , 2 , 1 12

공복 후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차 검진은 기초, , 2

체력검사 체성분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를( , , , , , , , )

실시하였다 트레이닝 전 검사를 끝내고 프로그램 첫날 기본적인 영양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주간은 운동을 숙지한 뒤 주간 매주 일 시간씩1 , 4 5 1

순환운동을 실시하고 주차 때 운동량 체크를 하였다 트레이닝이 종료된 후, 3 . , 3

개조로 나누어 트레이닝 전 검사와 동일하게 트레이닝 후 검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동기유발을 위해 목표체중 달성자 또는 출석률에 따른 소정의

상품권과 도서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모든 자료의 수집과 검사는 시 소재. W

운동 의학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운동중재2.4.

순환운동의 구성1)

본 연구의 대상은 소아와 성인이며 성인의 운동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만,

소아의 운동 방법은 아직 개발이 미흡하며 소아를 대상으로 운동을 진행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소아는 낮은 산소 부채로 인해 회복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으며 재미요소가 가미되어 흥미로운 운동 요소를 포함해야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강도와 시간을 통제하고 주 일 최소 분 정도의 다양한. 5 30~60



신체활동이 요구되고 매일 분정도 지속되는 중간 고강도 신체활동이 권장, 10~15 ~

된다 추가적으로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소아의 경우 단조로운 장.

시간 활동보다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이 활동이 유지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야 한다고 알려졌다(Sallis, 1994).

이러한 소아의 특징에 맞추어 구성된 순환운동을 본 연구의 운동 중재 방법으로 사용

하였다 순환운동은 강도와 빈도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효과를 다르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보통 개의 운동 종목으로 구성되며 분이 되도록, 10-15 , 20~30

회 순회하면서 운동을 진행 한다고 알려졌다 순환운동의 강도는 최대 근력의2~3 .

의 강도로 최대 반복시키며 운동 종목당 초간 휴식시간을 갖는 방법으로40~55% , 15~20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운동의 빈도는 주 회 정도의 빈도로 진행되는 것이 기본. 3~6

프로그램 진행 방법이라고 알려졌다( 등 등 등Gettman , 1981; Gettman , 1978; Wilmore ,

1978).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순환운동 은 박동호(DS circuit Program) 가 개발한(2006)

순환운동을 재구성하였고 박동호 의 순환운동의 장점은 동작이, (2006) 쉽고 지루하지,

않으며 저항 운동의 효과인 근력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인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공간적 제약과 운동기구의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알려,

졌다(이선호 등,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운동 중재의 전반적인 내용은2009), ACSM

에서 제시되는 소아의 운동 요소를 기반으로 전신의 고른Guide line 발달과 흥미도를 가미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였고 운동의 강도를 낮추고 빈도를 높이게,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쾌한 음악과 함께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종류를 번갈아가며

실시하도록 하였다 저항성 운동의 요소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동작을 구성하였으며,

유산소성 운동은 제자리에서 걷기나 달리기와 같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운동 프로그램은 박동호. 에 의해 고안된(2006)

분 순환운동을 변형하여 부모와15 자녀가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개의 운동 종류를15

구성하여 가족 형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으로 만들었으며 운동 순DS circuit program ,

서는 아래의 표 과 같다1 .

순환운동의 중재 방법2)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 중재 방법은 순환운동이며 운동의 중재 시 운동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대상자들은 모든 동작을 숙지하고 운동 전문가에 의해 트레이닝이

진행 되었다 운동 중재 시 운동 강도는.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약간 숨차게 조금RPE) 11~16( , 힘들다정도 진행하였고 운동 빈도는 주 회 총 주간) , 5 , 4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운동의 시간은 일일 분씩 진행되었고 운동의 구성은 운동. 54 ,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운동은 전신 스트레칭과 체조를 각각 분간 진행하였고 본7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운동이 조합된 개 동작을 분간 진행하였다 트레이닝이15 40 .

시작되기 전 주일간은 운동에 대한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1 . 15

개의 동작을 모두 완료하면 서킷이라고 하며 트레이닝 주 전에는 서킷만 진행1 , 1 1

하였다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이 시작 되었을 때는 일일 총 서킷을 반복하였다 운동의. 3 .

방법은 개의 동작을 각각 초간 반복하고 초 휴식을 취하고 다음 동작을15 30 10~20

진행하였다 운동 수행 시간과 휴식시간은 운동 지도자가 초시계로 확인했으며 본. ,

운동의 개의 종목 간에 휴식시간은 본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과 관절에 대한 체조를15

실시하였다 표( 1).

순환운동의 강도3)

운동 중재 시 순환운동의 평균 운동 강도는 심박 수 측정기(Heart rate checker:

를 통하여 운동 중 변화되는 심박 수를 측정 하였으며 최대심박수의Pola System)

경우 성인은 연령 공식을 통해 최대심박수를 산출하였으며 소아의 경우(220- ) ,

에 의해 고안된 연령 공식을 사용하여 최대 심박 수를 산출하였다Tanaka (208-0.7x ) .

산출된 최대 심박 수를 운동 중 측정된 평균 심박 수 최소 심박 수 최대심박수로, ,

나누어 을 곱하여 개인별 최소 평균 최대 운동 강도를 측정하였다 표100 , , ( 2).



표 운동순서1.

Procedure Exercise Intensity(RPE) Time

1 제자리 뛰며 손 털기

11~16

초30

휴식 초20

2 파트너와 손잡고 칼프 레이즈 초30

휴식 초20

3 제자리 걷기 초30

휴식 초20

4 스쿼트 초30

휴식 초20

5 박수치며 좌우로 뛰기 초30

휴식 초20

6 런 지 초30

휴식 초20

7 다이아몬드 스텝 초30

휴식 초20

8 버피 테스트 동작 초30

휴식 초20

9 제자리 달리기 초30

휴식 초20

10 크런치 초30

휴식 초20

11 무릎 높이 들며 제자리 걷기 초30

휴식 초20

12 팔굽혀 펴기 초30

휴식 초20

13 팔 벌려 뛰기 초30

휴식 초20

14 기펴기 초30

휴식 초20

15 제자리 걸으며 숨고르기 초30

휴식 초20



표 운동강도2.

Exercise Intensity
Child

mean±SD

Adult

mean±SD

Maximum Heart rate (bpm) 201.26±0.93 179.35±3.50

Mininmum Exercise Intensity (MHR%) 47.16±7.55 41.90±5.89

Mean Exercise Intensity (MHR%) 68.03±5.28 68.89±6.54

Maximum Exercise Intensity (MHR%) 87.29±6.85 90.81±7.56

Mean calori expenditure (Kcal) 555.70±102.48 448.77±83.33



연구도구 및 측정법2.5.

혈중 농도 및 혈중지표2.5.1 AGF

혈액 시료는 전날 저녁 시 이후 금식 후 익일 오전 시에 시간 공복상태에서9 9 12

정맥혈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각각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중 농도1) AGF

혈중 농도는 를 이용하여 효소면역 분석법으로AGF kit(Adipogen, Seoul, Korea)

측정하였다.

혈중 지표2)

중성지방 과 총 콜레스테롤 의 측정원리는(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비색법이나 법과 같지만 검사대상 물체 중 측정 대상 물질에 반응하는 특정의UV ,

효소를 이용해 특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효소 법 으로 측정, (Enzymatic assay)

하였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은.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선택저해 법 직접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Selective inhibition; ) ,

테롤 은 산출 식을 사용하였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산출 식LDL-C = Total Cholesterol - (TG / 5 + HDL-C)

공복 인슐린 은 를 이용한(pasting Insulin) Direct chemiluminescent Two-site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공복 혈당 은sandwich immunoassay , (pasting Glucose)

비색법 으로 측정하였다 간 기능 검사는 를(Hexokinase method) . IFCC UV method

이용하여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와 알라(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닌 아미노 전이효소 를 측정하였다(alanine aminotransferase; ALT) . 또한 modified

Szanz 를 이용하여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method - (gamma-glutamyl transferase;

를r-GT)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수를 사용하여homeostasis model assessment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HOMA-IR = [fasting insulin( IU/mL)×fasting glucose(mg/dL)/18]/22.5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기준은 성인은 이상 소아는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2.5 , 3.16 .

신체구성지표2.5.2

신장 체중1)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트레이닝 전후로 신장 체중 자동 측정기- (JENIX,

Seoul, Korea)를 통해 키와 체중을 측정하였다.

비만도2)

비만도는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 로 구분하였으며 소아의(Body mass index: BMI) ,

경우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BMI Percentile) .

성인의 경우 신장 체중에서 측정된 값으로 를 구하였다- BMI .

체질량지수 체중 신장(BMI) = (kg) / (m2)

계산된 값에 따라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이상 미만이면 과체중으로23 25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지정하였다.

소아의 경우 신장 체중에서 측정된 값으로 를 구하여 성별 연령 별 체질량지수- BMI ,

백분위수 를 구하였다(BMI Percentile) .

체질량지수 체중 신장(BMI) = (kg) / (m2)

계산된 값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연령별 성별 를 소아비만을 선별하는 최적의 방법으, BMI 로 권장되어지며,

우리나라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의Organization; WHO)

보고에 따라 25 kg/m2이상이면 성인 기준과 마찬가지로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

으로 정의하며 소아 청소년은 연령 성별에 따라 에, , BMI 변동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년 한국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2007 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3 ,

백분위수 이상 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중 백분위수 이상 백분위수 미만3 90 , 90 95

은 과체중 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그룹을 나누, 95 었다 추미애 등 이종구 등( , 2010; ,

2007). 또한 최근 소아비만을 선별 할 목적으로 진단할 때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85

이상의 경우를 비만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백분위수 이상을85

추가적으로 비만으로 나누었다 강영석 등( , 2009).

허리둘레3)

허리둘레는 몸 둘레 측정용 줄자 장비로(Seca200, germany) 장골 능선과 번12

갈비뼈 사이 중간지의 가장 얇은 둘레를 팔을 편안히 내리고 정상호기에 측정하고,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뒤쪽의 가장 돌출된 부위와 치골 결합부 및 대전자의 위를

연결하는 가장 두꺼운 부위를 엉덩이에 힘을 뺀 후 측정한다 측정된 값은. 2007

소아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사용하여 백분위수 이상을 과체중 백분위수, 90 , 95

이상을 비만으로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체지방률4)

체지방률은 성인의 경우 체 성분 측정기인 자원 메디칼X-scan plus2( , Kyungs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Korea) . 소아의 경우는 캘리퍼를 사용하여 소아의 삼두근과 종아

리의 피하지방을 측정하여 의 공식을Slaugher 사용하여 체지방률을 계산하여 실측값

으로 사용하였다.

의 공식Slaugher

남아 삼두근의 피하지방 두께 종아리의 피하지방 두께: 0.735x( + )+1.0

여아 삼두근의 피하지방 두께 종아리의 피하지방 두께: 0.610x( + )+5.1

피하지방 측정 방법은 삼두근의 경우 견갑골의 견봉 돌기와 척골의 주두돌기

에서 피하지방을 측정하며 견봉 돌기의 바깥쪽 돌출부위와 주둥 돌기의 아래쪽,

끝 부분과 거리는 줄자를 사용하여 팔꿈치를 도로 구부리고 팔의 바깥쪽 부위를90



측정한다 중간부위는 팔의 바깥쪽 옆에 표시하고 표시선의 위를 집어 팔의. , 1cm

뒤쪽 옆에 표시를 한 뒤 표시부위를 캘리퍼로 집어 올려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

하였다. 종아리의 경우 종아리의 최대 둘레의 부위에서 피하지방을 측정하며 무릎과,

엉덩이를 직각으로 하고 종아리 중앙의 종아리의 최대 둘레 부위를 집어 올려서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기초 체력 지표2.5.3

기초체력 검사는 체력측정 장비Helmas 3 (O2 를 사용하여run. Seoul, Korea.) ,

근력 악력 근지구력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좌전굴 평( ), ( ), ( ), 형성 눈감고 외발서기( ),

순발력 제자리 높이 뛰기 민첩성전신반응을( ), ( ) 각 회씩 측정을 하여 기록이 우수한2

값을 실측값으로 사용하였다 심폐 지구력의 경우 간접추이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

으며 다음과 같다 소아의 경우 검사, . Pacer 왕복 달리기 를 실시하여 측정하(20m )

였으며 왕복횟수와 최대산소 섭취량을 산출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고 성인의,

경우 에어로 바이크 검사를 통해 최대산소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소아 최대산소 섭취량[VO2max 산출 식(ml/kg/min)]

= [3.238*(max speed)]-[3.248*(age)]+[0.1536*(max speed*age)]+31.025

산출 식max speed(kph)

= 8.5 + 0.5(number of stage completed + age)

사회 심리적 지표2.5.4 ‧

본 연구의 사회 심리적 지표로서 자아 존중감 설문지와 부모 자녀 정서적 친밀도· -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자아 존중감1)

자아 존중감이란 스스로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존중감을 가 개발하였으며. Rosenberg(1965) ,

이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 를Leon(1974) (self-esteem scale;SES) 이Shin(2006)

학령기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등 등 등(Rosenberg , 1965; Leon , 1974; Shin , 2006).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 존중감 설문 문항은 긍정적 자아 존중감 문항과 부정적5

자아 존중감 문항으로 초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5 10 , Likert 4

문항 평점이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1-4 , .

측정된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의 연구에서는. Leon(1974)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Cronbach's =.89, Shin(2006) Cronbach's =.77,ɑ ɑ
신뢰도는 이었다Crobach's =.79 .ɑ

부모 자녀 친밀도2)

부모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란 개인의 가장 깊숙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정서적 가까움의 정도로 긴밀하고 친숙한 애정적 관계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다 등(Waring , 1980).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 자녀 친밀도는 이주리 이향순 의 친밀도를(1985), (1996)

조사한 내용을 김금덕 이 아동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어휘라고 밝힌 평가어(2008) ,

한국어의 인물평가 형용사 목록 부모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들을 참고로 하여 제작한 내용 친밀감을 나타내는 문항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내,

용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부모 자녀 친밀도의 하위 영역은 애정 관심. , ,

의사소통 공감 취향 솔직 가지이며 각 문항들은 방식의 점 척도로 되어, , , 6 , Likert 5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롤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김금덕 등( ,

이주리 등 이항순 등2008; , 1985; , 1996; Walker , 1983).

본래는 부모 자녀 친밀도 설문지의 부모에 대한 지칭이 어머니와의 친밀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장의 구성요소 중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에 어머니와 아버지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참여하는 소아는 아버지로 응답을 물었으며 어머니와, ,

참여하는 소아는 어머니로 응답을 물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 자녀 친밀도 설문 문항은 총 문항의 긍정문으로 되어15



있으며 김금덕 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로 측정되었으며, (2008) Cronbach's =.92 ,ɑ
본 연구의 신뢰도는 였다Cronbach's =.92 .ɑ

자료 분석2.6.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SPSS Ver 18.0 .

첫째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 .

둘째 두 집단 간의 혈중 농도 차이에 대한 분석은, AGF independent t 로- test

검정하였다.

셋째, 두 집단의 혈중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AGF Spearman correlation

로 분석하였다coefficients .

넷째 두 집단 간의 사전 사후 순환운동에 따른 신체구성 혈중 지표 기초체력, , , ,

사회 심리적 지표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은 검정으로· Wilcoxon signed rank

분석 하였다.



제 장 결과3

소아와 성인의 일반적 특성3.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소아의 경우 총 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남아57 ,

명 여아 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아에서 실험군은 명이며 남아 명 여아22 , 35 . 37 , 14 ,

명으로 구성되었고 대조군은 명이며 남아 명 여아 명으로 구성되었다23 , 20 , 8 , 12 .

성인의 경우 총 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남자 명 여자 명으로 구성되47 , 10 , 37

었다 성인에서 실험군은 명이며 남자 명 여자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조. 22 , 2 , 20 ,

군은 명이며 남자 명 여자 명으로 구성되었다25 , 8 , 17 .

연구에 참여한 소아와 성인의 신체구성 혈중 지표 기초체력의 일반적 특성은, ,

표 과 같다3 .



표 소아와 성인의 일반적 특성3.

소아의*: VO2max는 실측값이 아닌 를 통해 최대산소 섭취량Pacer test (VO2max
산출 식을 통하여 구하였다ml/kg/min) .

소아 최대산소 섭취량 산출 식

= [3.238 * (max speed)]-[3.248*(age)]+[0.1536*(max speed*age)]+31.025

산출식max speed(kph)

= 8.5 + 0.5(number of stage completed+age)

Child

(n=57)

Adult

(n=47)

mean±SD mean±SD

Age (y) 9.72±1.79 40.79±3.82

Height (m) 1.42±0.13 1.61±0.06

Weight (kg) 37.77±12.44 62.35±10.86

SBP (mm/Hg) 108.95±11.44 111.72±12.19

DBP (mm/Hg) 64.79±7.24 72.49±9.63

Waist (Cm) 67.09±11.85 85.03±7.84

FAT (%) 28.66±11.01 29.80±4.29

BMI (kg/m2) 18.20±3.79 24.02±3.32

AGF (ng/mL) 218.84±51.06 119.65±28.88

Insulin (mU/L) 8.90±7.07 6.54±3.27

Glucose (mg/dL) 88.56±6.66 91.49±9.70

HOMA-IR 1.98±1.64 1.49±0.79

AST (U/L) 24.23±6.02 20.28±6.09

ALT (U/L) 16.91±7.96 19.83±11.56

r-GT (U/L) 11.56±4.09 22.26±18.16

Total Cholesterol (mg/dL) 165.21±25.33 178.09±32.27

TG (mg/dL) 85.58±55.68 104.83±52.70

HDL-C (mg/dL) 54.35±11.19 50.58±10.15

LDL-C (mg/dL) 93.75±23.16 106.54±10.15

VO2max (ml/kg/min) 70.26±4.70* 28.74±6.21

Endurance (freq/30sec) 12.09±6.65 13.00±6.40

Strength (kg) 15.02±5.74 29.47±8.12

Power (cm) 22.61±6.30 24.26±7.06

Agility (msec) 338.93±128.76 331.49±98.11

Balance (sec) 20.19±19.90 33.96±31.02

Flexibility (cm) 8.18±7.30 13.51±7.15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 비교3.2. AGF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에서 트레이닝 전 어떠한 중재가 없는 상황에서 평균

연령 세 소아 명남아 여아 과 평균연령 세의9.72±1.79 57 ( ; n=22, ; n=35) 40.70±3.81

성인 명 남 여 의 혈중 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에47 ( ; n=10, ; n=37) AGF 1

제시 하였으며 소아의 혈중 농도가 로 성인의 혈중, AGF 218.84±51.06 ng/ml

농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AGF 119.65±28.88 ng/ml (p 또한<.001).

혈중 농도는 소아와 성인 모두 남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GF .



그림 소아와 성인 혈중 농도 비교1. AGF

성인 명과 소아 명의 혈중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소아가 성인에 비해(A) 47 57 AGF

혈중 농도가 높다AGF (p 성인 남자 명과 여자 명의 혈중 농<.001). (B) 10 37 AGF

도는 차이가 없다 소아 남아 명과 여아 명의 혈중 농도는 차이가. (C) 22 35 AGF

없다.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3.3. AGF

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와 성인에서 혈중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며AGF ,

소아의 혈중 농도의 상관 분석은 표 와 같으며 성인의 혈중 농도 상관관계AGF 4 , AGF

분석은 표 와 같다5 .

참여한 소아 전체 소아 정상 체중 소아 비만 체중으로 나누어 혈중 농도의, , AGF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소아 전체에서 혈중 농도는 중성 지방과 음의 상관관계, AGF

를(r=-.425) 보였으며(p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 혈중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01), AGF

를 보였다(r=.261) (p<.05). 정상 소아와 비만 소아를 나누어 혈중 농도의 상관관계를AGF

분석한 결과는 정상 소아에서는, 혈중 농도와 중성지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AGF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430) (p 비만 소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01).

혈중 농도는 중성 지방과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AGF (r=-.502) (p<.05). 성인의

경우 본 실험에 참여한 전체 성인에서 혈중 농도는AGF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301) (p<.05).

정상 성인과 비만 성인으로 나누어 혈중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AGF ,

성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중 농도는 글루코스와 음의 상관관계AGF 를(r=-.469)

보였고(p 비만 성인의 경우엔 혈중 농도가 변수들과 통계적으로<.05), AGF 유의한 상

관성을 볼 수 없었다.



표 소아의 혈중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4. AGF

N=57

*p<.05

**p<.01

Child

All

n=57

Normal

n= 41

Obesity

n=16

Age .170 .183 .075

Height .175 .247 .035

Weight .086 .188 .107

SBP -.015 .037 -.006

DBP -.211 -.159 -.326

Waist .024 .069 .301

FAT% -.031 -.095 .474

BMI .028 .094 .168

Insulin -.063 -.035 .076

Glucose .196 .119 .343

HOMA-IR -.040 -.013 .115

AST -.113 -.153 .067

ALT .075 .085 .078

r-GT .107 .197 .066

Total Cholesterol -.101 -.068 -.006

TG -.425** -.430** -.502*

HDL-C .261* .290 .203

LDL-C -.055 -.107 .162



표 성인의 혈중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5. AGF

N=47

*p<.05

Adult

All

n = 47

Normal

n = 20

Obesity

n = 27

Age -.127 .025 -.238

Height -.088 .225 -.273

Weight -.151 -.076 -.181

SBP .025 -.250 .296

DBP .002 -.107 .120

Waist -.015 .105 -.005

FAT% .004 -.110 .109

BMI -.154 -.422 -.076

Insulin -.054 -.157 .035

Glucose -.237 -.469* -.104

HOMA-IR -.094 -.184 .020

AST -.029 -.074 -.005

ALT -.207 -.280 -.147

r-GT -.301* -.394 -.218

Total Cholesterol .048 .034 .091

TG -.139 .084 -.256

HDL-C .209 .108 .336

LDL-C .050 -.012 .127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신체구성지표에 미치는 효과3.4.

소아에서 순환 운동이 신체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표 과 같으며 소아 실험군에서6 ,

트레이닝 전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장은, , , .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 증가하였고1.42±0.12 m 1.43±0.12 m (p<.001),

체중은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 증가37.33±13.02 kg 38.29±13.19 kg

하였다(p 허리둘레의 경우도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001). 66.59±12.59 cm

으로 증가하였다67.65±12.00 cm (p 또한 소아 대조군에서 트레이닝 전후에<.05).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장은 트레이닝, , , .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 증가하였고1.42±0.15 m 1.43±0.15 m (p 체중의 경우<.01),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 증가하였으며38.59±11.59 kg 40.15±11.77 kg

(p 또한 허리둘레의 경우도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001). 68.01±10.60 cm

로 증가 하였고70.70±10.60 cm (p 체질량지수도 트레이닝 전<.01), 18.65±3.18 kg/m2에서

트레이닝 후 19.26±3.38 kg/m2로 증가하였다(p<.001).

성인에서 순환 운동이 신체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표 과 같으며 성인 실험군에서7 ,

트레이닝 전후에 허리둘레 체지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허리둘레는, .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 감소하였고83.47±8.53 cm 81.67±8.04 cm (p<.05),

체지방률은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29.84±4.63 % 29.40±4.94 % 감소하

였다(p 그러나 성인의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05). .



표 순환운동이 소아의 신체구성지표에 미치는 효과6.

N=5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Height

(m)

Control 20 1.42±0.15 1.43±0.15 -3.14 .002

Exercise 37 1.42±0.12 1.43±0.12 -5.09 <.001

weight

(cm)

Control 20 38.59±11.59 40.15±11.77 -3.64 <.001

Exercise 37 37.33±13.02 38.29±13.19 -4.31 <.001

Waist

(cm)

Control 20 68.01±10.60 70.70±10.60 -3.39 .001

Exercise 37 66.59±12.59 67.65±12.00 -2.34 .019

Fat%

(%)

Control 20 30.24±10.72 31.80±7.20 -1.83 .067

Exercise 37 27.80±11.21 25.67±7.59 -2.01 .044

BMI

(kg/m2)

Control 20 18.65±3.18 19.26±3.38 -3.29 .001

Exercise 37 17.96±4.11 18.11±3.97 -1.79 .074



표 순환운동이 성인의 신체구성지표에 미치는 효과7.

N=4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Height

(m)

Control 25 1.62±0.07 1.62±0.07 -1.54 .125

Exercise 22 1.59±0.05 1.59±0.05 -.49 .625

weight

(kg)

Control 25 65.20±11.53 64.67±11.70 -.46 .649

Exercise 22 59.10±9.25 58.79±9.10 -.62 .537

Waist

(cm)

Control 25 86.45±7.06 86.01±7.46 -1.03 .303

Exercise 22 83.47±8.53 81.67±8.04 -2.39 .017

Fat%

(%)

Control 25 30.29±3.12 30.12±3.57 -1.17 .241

Exercise 22 29.84±4.63 29.40±4.94 -1.84 .018

BM

(kg/m2)

Control 25 24.62±3.42 24.45±3.44 -.43 .668

Exercise 22 23.35±3.15 23.27±3.18 -.52 .600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혈중지표에 미치는 효과3.5.

소아에서 순환운동이 혈중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표 과 같으며 소아 실험군은8 ,

트레이닝 전후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 중성지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슐린의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 9.52±8.24 mU/L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7.33±5.66 mU/L (p 인슐린<.05),

저항성의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2.12±1.91 1.63±1.29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마찬가지로<.05).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의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7.22±8.03 U/L 14.97±4.56 U/L

(p<.01), 중성지방도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92.29±54.70 mg/dL 73.77±48.83

mg/dL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그러나 소아 대조군에서는 트<.01).

레이닝 전후로 혈중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인에서 순환운동이 혈중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표 와 같으며 성인 실험군에서9 ,

트레이닝 전후 인슐리 글루코스 인슐린 저항성 총 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 ,

차이를 보였다 인슐린의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6.28±2.46 mU/L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4.71±2.16 mU/L (p 글루코스의 경우<.01),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93.36±11.64 mg/dL 89.86±7.76 mg/dL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도 트레이닝 전 에서<.05). 1.46±0.62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09±0.48 (p 총 콜레스테롤의<.01),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173.27±32.81 mg/dL 163.86±27.69 mg/dL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그러나 성인의 실험군에서는 트레이닝<.05).

전후로 혈중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표 순환운동이 소아의 혈중지표에 미치는 효과8.

N=5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AGF

(ng/ml)

Control 20 230.42±63.77 207.63±53.94 -1.48 .140

Exercise 37 212.57±42.35 222.99±47.91 -1.06 .291

Insulin

(mU/L)

Control 20 7.76±4.07 7.89±4.31 -.22 .823

Exercise 37 9.52±8.24 7.33±5.66 -2.26 .024

Glucose

(mg/dL)

Control 20 88.80±8.19 89.10±5.13 -.54 .589

Exercise 37 88.43±5.80 88.62±6.55 -.26 .797

HOMA-IR
Control 20 1.72±0.96 1.74±0.97 -.37 .709

Exercise 37 2.12±1.91 1.63±1.29 -2.07 .038

AST

(U/L)

Control 20 23.80±7.40 22.45±5.39 -1.18 .240

Exercise 37 24.46±5.22 23.68±4.35 -.87 .383

ALT

(U/L)

Control 20 16.35±8.00 14.90±5.54 -1.01 .312

Exercise 37 17.22±8.03 14.97±4.56 -2.74 .006

r-GT

(U/L)

Control 20 12.65±4.68 12.90±4.64 -.07 .943

Exercise 37 10.97±3.66 11.11±3.07 -.31 .756

Total

cholesterol

(mg/dL)

Control 20 157.00±22.31 154.80±20.84 -.52 .601

Exercise 37 169.65±26.04 165.46±23.91 -1.57 .116

TG

(mg/dL)

Control 20 59.22±33.73 73.39±39.87 -1.61 .107

Exercise 37 92.29±54.70 73.77±48.83 -2.66 .008

HDL-C

(mg/dL)

Control 20 53.83±13.39 53.02±12.33 -.36 .723

Exercise 37 54.63±9.99 54.66±17.97 -.32 .379

LDL-C

(mg/dL)

Control 20 88.16±15.55 83.91±15.44 -1.70 .088

Exercise 37 95.69±26.11 92.01±19.77 -1.08 .281



표 순환운동이 성인의 혈중지표에 미치는 효과9.

N=4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AGF

(ng/ml)

Control 25 128.11±30.88 125.84±37.39 -1.66 .098

Exercise 22 110.04±23.55 105.08±20.18 -1.14 .256

Insulin

(mU/L)

Control 25 6.77±3.87 5.91±2.83 -1.28 .201

Exercise 22 6.28±2.46 4.71±2.16 -2.74 .006

Glucose

(mg/dL)

Control 25 88.80±8.19 89.10±5.13 -.61 .541

Exercise 22 93.36±11.64 89.86±7.76 -2.01 .045

HOMA-IR
Control 25 1.51±0.93 1.30±0.61 -1.28 .201

Exercise 22 1.46±0.62 1.09±0.48 -2.78 .007

AST

(U/L)

Control 25 21.84±7.28 20.48±6.29 -1.53 .126

Exercise 22 18.50±3.78 18.96±5.48 -.35 .726

ALT

(U/L)

Control 25 22.16±13.09 20.48±12.21 -.92 .359

Exercise 22 17.18±9.11 17.91±8.85 -1.31 .862

r-GT

(U/L)

Control 25 25.48±19.74 25.68±23.36 -.29 .772

Exercise 22 18.59±15.83 19.27±24.04 -1.31 .192

Total

cholesterol

(mg/dL)

Control 25 182.32±31.86 179.56±34.85 -.56 .577

Exercise 22 173.27±32.81 163.86±27.69 -1.98 .048

TG

(mg/dL)

Control 25 113.44±46.70 118.80±68.76 -.31 .757

Exercise 22 95.05±58.34 94.46±53.78 -.60 .55

HDL-C

(mg/dL)

Control 25 50.06±8.81 49.28±11.46 -.175 .861

Exercise 22 51.17±11.69 49.13±11.85 -1.87 .062

LDL-C

(mg/dL)

Control 25 109.58±28.92 106.52±28.63 -.55 .581

Exercise 22 103.10±27.39 95.85±22.17 -1.58 .115



소아 성인에서 순환 운동이 기초체력지표에 미치는 효과3.6.

소아에서 순환운동이 기초체력에 미치는 효과는 표 과 같으며 소아 실험군에서10 ,

심폐지구력 최대 산소 섭취량 근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이 통계적으로, , , ,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폐지구력 은 트레이닝 전 회에서 트레이닝. (Pacer) 19.70±10.48 후

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28.95±13.82 (p 최대산소 섭취량은<.001),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69.97±3.67 ml/kg/min 72.79±4.53 ml/kg/min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또한 근지구력의 경우에도 트레이닝 전<.001).

회 초에서 트레이닝 후 회 초로12.16±6.43 /30 14.73±6.95 /30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 근력은 트레이닝 전 에서<.01), 14.98±5.41 kg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5.51±5.10 kg (p 순발력은<.05).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23.11±6.39 cm 26.03±6.23 cm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민첩성의 경우엔 트레이닝 전 에서<.001). 311.46±96.23 msec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266.51±81.00 msec (p<.01). 또한 평형성은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 로17.54±19.46 sec 41.19±43.65 sec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p 유연성의 경우 트레이닝 전 에서<.001), 8.77±7.76 cm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10.21±7.63 cm (p 그러나<.01).

소아 실험군의 경우 트레이닝 전후에 기초체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인의 경우 순환운동이 기초체력에 미치는 효과는 표 과 같으며 성인 실험군의11 ,

경우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 , .

근지구력의 경우 트레이닝 전 회 초에서 트레이닝 후13.14±6.64 /30 회 초로18.46±5.55 /3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순발력은 트레이닝 전 에서<.001), 24.18±7.18 cm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26.27±7.62 cm 증가를 보였다(p 또한 민첩성은<.01).

트레이닝 전 에서339.23±110.12msec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273.36±79.23 msec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 평형성은<.01), 트레이닝 전 에서 트레이닝 후36.96±36.84 sec

으로 통계적으로94.05±131.96 sec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마찬가지로 유연성도<.001).



트레이닝 전 13.20±8.44 cm에서 트레이닝 후 17.44±5.99 c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그러나 성인 실험군에서는 트레이닝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001).

차이가 없었다.



표 순환운동이 소아의 기초체력지표에 미치는 효과10.

N=5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Pacer
Control 20 20.85±13.11 23.55±12.61 -1.64 .102

Exercise 37 19.70±10.48 28.95±13.82 -4.96 <.001

VO2max

(ml/kg/min)

Control 20 70.79±6.26 71.23±5.68 -.49 .623

Exercise 37 69.97±3.67 72.79±4.53 -4.71 <.001

Endurance

회 초( /30 )

Control 20 11.95±7.21 11.30±8.60 -.09 .930

Exercise 37 12.16±6.43 14.73±6.95 -3.21 .001

Strength

(kg)

Control 20 15.09±6.46 15.69±5.59 -1.42 .156

Exercise 37 14.98±5.41 15.51±5.10 -1.99 .047

Power

(cm)

Control 20 21.70±6.20 22.35±6.89 -.83 .406

Exercise 37 23.11±6.39 26.03±6.23 -4.17 <.001

Agility

(msec)

Control 20 389.75±164.71 308.00±91.17 -1.94 .052

Exercise 37 311.46±96.23 266.51±81.00 -3.33 .001

Balance

(sec)

Control 20 25.10±20.25 23.05±18.92 -.32 .747

Exercise 37 17.54±19.46 41.19±43.65 -5.08 <.001

Flexibility

(cm)

Control 20 7.10±6.39 7.60±5.92 -.52 .601

Exercise 37 8.77±7.76 10.21±7.63 -2.96 .003



표 순환운동이 성인의 기초체력지표에 미치는 효과11.

N=47

Pre Post

n mean±SD mean±SD Z p

VO2max

(ml/kg/min)

Control 25 29.09±6.65 28.50±5.78 -.46 .648

Exercise 22 28.35±5.80 28.83±4.85 -.56 .573

Endurance

회 초( /30 )

Control 25 14.27±5.15 15.14±5.56 -1.81 .071

Exercise 22 13.14±6.64 18.46±5.55 -4.12 <.001

Strength

(kg)

Control 25 30.42±9.30 31.26±8.52 -.41 .679

Exercise 22 28.38±6.59 29.25±6.88 -1.38 .158

Power

(cm)

Control 25 24.32±7.11 25.44±5.35 -.93 .353

Exercise 22 24.18±7.18 26.27±7.62 -3.28 .001

Agility

(msec)

Control 25 324.68±87.95 317.20±93.72 -.71 .476

Exercise 22 339.23±110.12 273.36±79.23 -2.92 .003

Balance

(sec)

Control 25 31.32±25.33 43.40±33.03 -1.10 .270

Exercise 22 36.96±36.84 94.05±131.96 -3.65 <.001

Flexibility

(cm)

Control 25 14.29±5.48 16.08±4.28 -1.80 .072

Exercise 22 13.20±8.44 17.44±5.99 -3.95 <.001



순환운동이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3.7. ‧

소아에서 순환운동이 사회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표 에 제시하였으며12 ,‧
소아 실험군에서 자아 존중감과 부모 자녀 정서적 친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 최대 점 만점에서40 실험군에서 트레이닝 전 28.12 ±3.91에서

트레이닝 후 로 통계적으로29.49 ±3.20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소아 대조군에서는<.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 자녀 정서적 친밀도의 경우 최대 점 만점에서- 75

소아 실험군에서트레이닝전 에서54.21 ±11.51 트레이닝 후 으로 통계적으로58.03 ± 12.13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 소아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01). .



표 순환운동이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12. ‧

N=44

Pre Post

n mean±SD n mean±SD Z p

Self-esteem
Control 11 29.12±3.53 11 28.97±3.48 -.28 .778

Exercise 33 28.12±3.91 33 29.49±3.20 -2.24 .025

Parent - Child

emotional intimacy

Control 10 57.05±14.22 10 56.67±8.72 -.12 .906

Exercise 34 54.21±11.51 34 58.03±12.13 -2.88 .004



제 장 고찰4

본 연구는 성장기인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하고AGF ,

혈중 농도와 제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주간의 규칙적인 순환운동이AGF 4

혈중 농도 변화 및 기타 제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시도된AGF

것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 차이4.1. AGF

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의 혈중 농도는 로 성인의 혈중AGF 218.84 ± 51.06ng/ml

농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AGF 119.65 ± 28.88ng/ml . 과는

소아의 생리적인 특성이 성인에 비해 최대산소 섭취량은 비슷하나 최대 심박출량과

회 심박출량이 낮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높은 심박 수를1 ,

보이게 되고 회 환기량이 적고 성인에 비해 체중당 체표면적이 높아 소아의 대사량이, 1

성인에 비해 높다 등 이렇듯 소아는 성인에 비해 대사량이 높고(Williams , 2001).

발육발달이 왕성한 성장기라는 시점을 두고 생각해 볼 때 혈관의 성장이 성인에 비,

해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대사와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의AGF

혈중 농도가 성인에 비해 소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 Namkung

등 은 혈중 가 성인에 있어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으로 가치가 있다고(2010) AGF

보고 하였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으로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성별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다르며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소아 및 성인의 혈중 농도에서도, AGF

성별의 차이와 체질량지수에 따른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간에 차이가 있을, , ,

것이라고 예상 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각각의 소아 및 성인의 혈중 농도는 성별AGF ,

비만도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소아 및 성인의 남녀 대상자수와 비만도에 의해 구분되는 체중별 대상자수가 부족하여

얻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로 소아 및 성인의 성별과 비만도에 따른 대상자 참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아의 경우는 남아와 여아의 빈도는 남아 명 여아 명. 22 , 35



이고, 비만도에 의한 빈도는 전체 명 중 저 체중 명 정상 체중 명 과체중57 6 , 41 ,

명 그리고 비만 명이었다 성인의 경우는 남녀 빈도는 남자 명 여자 명이4 6 . 10 , 37

었고, 비만도에 의한 빈도는 전체 명 중 저체중 명 정상 체중 명 과체중 명47 2 , 18 , 9

그리고 비만 명이었다 향후 실험에서는 소아와 성인에서 성별과 비만도에 의한18 .

체중별 대상자수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본 연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 등 은 를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ilke (2005) AGF

고 하였으며 소아의 혈중 농도가 성인에 비해 약 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인 결AGF 2

과를 통해 소아에게 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소아의 경우엔 성인과는 다른AGF

농도로 접근해야한다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었다 또한 등 은. Namkung (2010)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인 허리둘레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통해 허리둘레가

대사증후군 기준에 해당하는 성인과 정상 허리둘레인 성인의 혈중 농도를 비교AGF

하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대사증후군 기준에 해당하는 성인과 정상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 성인의 혈중 농도를 비교한 결과 각각의 허리둘레와 고밀도AGF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대사증후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성인의 혈중 가 높다는 결과를AGF

통해 혈중 농도가 성인에게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AGF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성인과 같이 소아에게 혈중 농도를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AGF

으로 사용될 때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농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외 최초로 소아의 기본적인 혈중 농도를. AGF

발견하고 성인과는 다른 농도로 비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시,

다른 농도로 접근하고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서 성인과는 농도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4.2. AGF

혈중 농도는 실험에 참여한 소아 전체 에서AGF (n=57) 중성지방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상 소아, .

와 비만 소아 를 나누어 혈중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n=41) (n=16) AGF



소아와 비만 소아에서 모두 혈중 농도는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AGF

하게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등 이 보고한 내용 중. Oike (2005)

의 발현이 억제될 때 근육과 간에서 중성지방이 증가 하고 다시 발현을 유도AGF , AGF

하면 혈중 지질이 감소하는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적으로 혈중 와 중성지방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AGF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등 은 혈중 농도가 대사증후군 진단. Namkung (2010) AGF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혈중 농도와 혈중 중성지방 농도 혈중AGF ,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아의 혈중 농도가 혈중 중성지방 농도 혈중 고밀도 지단백AGF ,

콜레스테롤 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

아닌 소아에서 얻은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혈중 가AGF

혈중 중성지방 농도 및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생각 했을 때 소아에서도,

혈중 농도가 대사증후군의 진단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제언한다AGF .

성인의 경우 혈중 농도는 전체 성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AGF (n=47)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와 음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r=-3.01).

결과는 대사이상의 상태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혈중 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AGF

기초자료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대사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인 당뇨 자가전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상태에서 혈중 가 정상인에 비, , AGF 해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러한 높은 수치의 혈중 농도의 원인으로 대사이상의, AGF

상태에서 보상기전 또는 의 저항성을 제언하였다AGF ( 등Stepan , 2009; 등Ebert ,

2009; 등 따라서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Namkung , 2010). - 는 간이나 담도에 질환이

있으면 다른 효소보다 빨리 이상 치를 보이며 간의 건강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간 효소라고 알려져 있고 성인에서 혈중 농도가(Friedman, 1990), AGF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볼 때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가 간에서 의 발현에AGF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대사증후군 자가전증 당뇨를 갖고 있는 성인. , , 에서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가 정상 또는 이상 수준에 따라 혈중 농도를 비교를AGF 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제언된 대사 이상의 성인에서 상승된 혈중 의 원인을 설명AGF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가 높을 때 혈중 가 정상AGF

성인 보다 높을 때 저항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며AGF ,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가

정상수치일 때 혈중 가 정상 성인보다 높을 때 대사이상에 대한 보상기전으로AGF

생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혈중 농도와. AGF 감마 글루- 타밀 전이

효소의 음의 상관관계는 대사이상의 상태에서 혈중 농도가 상승하는AGF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사료된다.

또한 성인의 혈중 농도는 비만한 성인을 제외한 정상 성인 에서 혈중AGF (n=20)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복 혈당과 음의 상관성 을 갖고 있는AGF (r=-.469)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등 의 동물실험에서 발현. Oike (2005) AGF

유무에 따라 당대사가 변하는 결과를 사람에서도 혈중 가 당대사에 관련이AGF

있다는 기초자료로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다.

4.3.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 신체구성지표 혈중지표 기초체력지표에 미치는 효과, ,

주간 순환운동이4 소아의 신체구성지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결과 실험군에서,

트레이닝 전후 신장 체중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체지방률은 감소하였다 실험군과, , .

같은 결과로 소아 대조군에서도 트레이닝 전후 신장 체중 허리둘레가 증가하였고, , ,

실험군과는 반대로 체질량지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는 성장기라는 시점에

있으며 트레이닝 기간 동안 성장을 하여 신체구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동시에 증가한 신장 체중 허리둘레의, ,

경우 트레이닝 전 후 변화된 차이 값을 분석하였더니 신장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없이 증가하였지만 체중과 허리둘레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 체지방률의 경우 대조군은 체질량지수가 증가한데 비해 실험군은.

체지방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규칙적인 주간 순환운동이 소아의 성장에. 4

있어서 체중과 허리둘레 체질량지수가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적게 늘고,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 또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신체구성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소아의 성장을 돕는다고 사료된다.



순환 운동이 소아의 혈중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군에서 트레이닝 전 보다

트레이닝 후에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 중성지방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중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주간. AGF . 4

순환운동이 소아에서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효과는 의 결과와 같다 또한, Lana(2007) .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시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간 순환운동이 소아의 혈중4

비만 지표를 낮추고 당 대사 기능을 좋게 한다는 사실과 간 기능 수치인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를 낮추어 간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간 순환운동이 소아의 혈중 농도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운동은4 AGF .

지방산화 탄수화물 대사 미토콘드리아 교감신경계통의 활동 지질단백 지질, , , ,

분해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등(Tonkonogi , 2000; Poehlman

등 등, 2002; Horowitz , 2000). 이러한 운동이 혈중 농도에 미치는 연구는AGF

이 동물실험에서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수영을 통해 혈중 농도를Kim(2009) AGF

감소 시켰으며 수영이 인슐린 민감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킴으로서 혈중,

농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반대로 운동이AGF .

혈중 농도에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의 연구에서는AGF . Kim(2009)

비만 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혈중 농도가 감소한 결과라AGF

생각된다 비만으로 인한 대사이상 상태에 의해 보상기전 또는 의 저항성으로. AGF

혈중 농도가 높아 졌기에 때문에 운동을 통해 대사율이 증가하고 대사이상의AGF ,

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의 저항성을 감소 시켜 혈중 농도가 낮아AGF AGF

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인 순환운동을 통해 혈중 농도에 변화가. AGF

없는 것은 비만 소아의 대상자 수가 적고 연구 대상자를 질환이 없고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운동중재를 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혈중 농도의 변화를 알 수가AGF

없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동이 혈중 농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AGF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중재를.

통해 혈중 농도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정상 체중의 소아 및 성인의AGF

혈중 농도는 운동을 통해 변하지 않으므로 의 동물 실험 연구를AGF Kim(2009)

통해 비만의 경우 운동을 통해 의 발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충하는 중요한AGF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순환운동이 소아의 기초체력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군에서 심폐지구력, 최대

산소 섭취량 근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 민첩성이, , , ,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의 경우 트레이닝 전후에 기초체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순환운동은 소아에게 신체구성지표 혈중지표. , ,

기초체력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고 혈중 농도는 건강한 소아에서는, AGF

운동에 의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순환운동이 성인의 신체구성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트레이닝 전후 허리둘레와

체지방률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지단요소를 감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혈중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인슐린. ,

인슐린 저항성 글루코스 총 콜레스테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순, , ,

환운동이 비만 지표와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성인의.

경우 역시 혈중 농도에 대해서는 운동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 성인의AGF . 기초체력

지표에 대한 순환운동의 효과는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민첩성에, , , , ,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규칙적인 순환운동이 성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규칙적인 주간 순환운동을 통해 소아 및 성인에서 박찬호 와 의, 4 (2008) Lana(2007)

결과와 같이 신체구성지표 혈중지표 기초체력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 , 었다 그러나.

소아의 혈중 농도에 대한 운동 효과와 동일하게 성인 실험군에서도 비만한AGF

성인 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비만이 아닌 정상 성인으로 구성된 실험군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혈중 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AGF .

순환운동이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4.4.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심리적 지표 도구는 자아‧ 존중감과 부모자녀 정서적 친밀도를

사용하였다 최근 석소현 등 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 (2010)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소아의 성장과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에 운동은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미 많이 알려졌으며 운동을 계획 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 권장되었다허윤영 등( , 2009; 등Summerbell , 2005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가족단위의 운동 참여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패밀리 트레이닝 순환운동 이, ( )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동

참여율과 운동 동작의 정확한 이해와 수행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운동 방법으로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환운동을 주간 진행 하였다4 .

본 연구의 결과, 트레이닝 전후에 실험군에서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는 트레이닝‧
전 보다 트레이닝 후에 자아 존중감과 부모 자녀 친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에게.

있어서 자아 존중감과 부모 자녀 친밀도는 매우 중요한 사회심리적 지표이고 주간- 4‧
패밀리 트레이닝 순환운동 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추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

참여하는 운동이 장려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아의 자아 존중감은 소아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행동 동기 성취 및 사회적, ,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성인기의,

주요과업과 행동을 예측한다고 알려졌다 등 소아에게 있어서 높은(Chung , 2009).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소아는 건강한 행동 및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소아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불안 우울 등과, ,

같은 신경증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등 또한 소아의(Hwang , 2006).

부모 자녀 친밀도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유대감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소아의 발달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소아의 가족과의 경.

험은 소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고 소아의 가족과의

경험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물리적

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적요소가 더욱

큰 작용을 하며 부모와 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정채기 특( , 2004).

히 소아는 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그러한 지원을 토대로 사회적,

인 인간관계 자기존중감 등이 발달하게 되고 소아와 부모의 정서적 친밀감이 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후의 소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의 부모 자녀 친밀도는 소아의- 발달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금덕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에게 자신( , 2008).

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길러주며 자녀의 지적 성장과 이

타심 사회성 도덕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율성과 독립성의

형성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졌다 등(Grusec , 1994). 따라서 소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트레이닝은 자아존중감과 부모 자녀- 친밀도에 대해

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소아의 사회심리적 지표를 향상하기 위한 도구로서, ‧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

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때 아이들의 운동 동작의 이해와 수행력이 높았고,

참여도 또한 높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후 소아를 대상으로 운동 중재연구에. 패밀리

트레이닝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소아만 참여하는 연구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장 결론5

본 연구는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의 차이와 혈중 농도가 제 변수들간AGF AGF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주간의 규칙적인 순환운동이 소아 및 성인의. 4

혈중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와 소아가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AGF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심리적 지표에 대한 변화를 확인 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대상은 운동 프로그램 안내 홍보를 통해 강원도 시 운동의학센터에 등록한W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아 명과 성인 명이었다 또한 본 연구, 57 47 .

자가 개발한 순환운동 을 통해 주간 주 회 시간씩 규칙적(DS circuit program) 4 5 1

인 순환운동을 연구 대상자에게 시행하였으며 트레이닝 전후에 신체계측지표, ,

혈중지표 기초체력지표 사회 심리적 지표를 측정하였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 , .‧
소아와 성인의 혈중 농도의 차이 및 각각의 소아 및 성인의 혈중AGF AGF

농도와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주간 규칙적인 순환운동이 소아와 성인의4

신체계측 지표 혈중 지표 기초체력 지표 사회 심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 , ‧
다음과 같다.

소아의 혈중 농도는 성인의 혈중 농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략1. AGF AGF

배정도 높았다2 .

2. 소아의 혈중 농도는 소아 전체 소아 정상체중 소아 비만체중 모두AGF , ,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갖고있었으며 소아전체의경우는혈중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3. 성인의 혈중 농도는 성인 전체에서 간의 건강상태를 대변하는 혈중AGF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갖고있었다.

4. 소아 및 성인에서 주간 순환운동을 통해 실험군이4 대조군에 비해 운동 전후 신체구성

지표, 혈중지표, 기초 체력지표에 대해서 모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혈중 농도는AGF 변화가 없었다.

주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패밀리 트레이닝을 통해 소아의 사회심리적6. 4 ‧
지표인 자아 존중감과 부모 자녀 친밀도는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소아의 혈중 농도는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AGF

것으로 나타나 성인 및 동물모델에서 비만 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등과 관련이 있는, ,

것으로 알려진 가 소아에서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AGF .

또한 소아의 혈중 는 중성지방 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과 양의AGF (TG) (HDL-C)

상관관계를 보여 성인에서와 같이 소아의 혈중 농도도 소아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AGF

같은 병태 생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인의,

혈중 농도는AGF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와 음의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대사이상의,

상태일 때 상승된 혈중 농도의 상태를 설명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AGF

가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운동 중재 방법으로 사용된 순환운동. (DS circuit

은 소아 및 성인에서program) 신체구성 혈중 지표 기초체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

보인데 반해 혈중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AGF .

수준은 아니었지만 운동중재 후 소아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 결과를 바탕으로AGF

추후 실험설계를 보완하여 본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아의 혈중,

농도의 작용 기전과 병태 생리적 의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해 낼 수 있으리라AGF

사료된다 또한. 순환운동 은 소아 및 성인에게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DS circuit program)

관리와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권장된다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은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효과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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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regular circuit exercise on serum angiopoietin-related

growth factor concentration in children and adult.

Kim, Dae Si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 Deok Kong)

Recently, secretion of human liver Angiopoietin-related growth factor(AGF,

Angptl6) has been reported to be closely related to angiogenesis and energy

metabolism. In addition, AGF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Obesity, metabolic

syndrome, and diabet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in children

as well as in adults, making them important social issu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port about AGF in children so fa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the difference between

serum AGF concentration in children and adults. 2) the effect of regular

4-week circuit exercise on serum concentration of AGF in children and adult.

3) the impact of joint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in an exercise

program with respect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 in children.

Adults and children were divided into exercise and control group. Body

composition(height, weight, BP, waist, Fat%, BMI), blood chemistry(AGF,

glucose, insulin, HOMA-IR, AST, ALT, r-GT, total cholesterol, TG, HDL-C,

LDL-C) and physical status(cardiorespiratory endurance, VO2max, endurance,

strength, power, agility, balance, flexibility) were checked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program. Social psychological indicators(self-esteem

and parent-child emotional intimacy) were also examined. The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for 4 weeks.

In this study, serum AGF concentration was higher in children than in

adults before the exercise program.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DL-C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G in children. In adults, serum AGF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r-GT. After the 4-week circuit exercise program, the

body composition, blood chemistry, physical status and social psychological

indicator became better for health. However, there was no changes in AGF

concentration in serum.

As AGF has some correlation with TG and HDL-C which are diagnostic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it can also be used as a diagnostic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However, it has to be considere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GF levels in children and adults. In adults, serum

concentrations of AGF were correlated with r-GT reflecting the health status.

These results can explain one of the reasons for abnormal metabolic state

indicated by elevated serum concentration of AGF. Through the regular

4-week circuit exercise program, The exercise group showed positive change

in body composition, blood sample, and physical fitness in children and

adults compared with those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circuit

exercise program did not show any change in serum concentrations of AGF

in children and adults. In a previous study with obese mice model, serum

AGF values were decreased after performing exercise program.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report in human and we found that serum AGF level showed

no changes after exercise in non-obese human samples. The family training

program, which is together rarely attempted in this field, was conducted for

parents with their children. In this study, the family training program showed

positive changes. That is, the program can improve social psychological

behavior, self-esteem, and parent-child emotional intimacy. Further, our data

suggest the importance of family training, where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train through during exercise programs.

Key words : AGF, Circuit exercise, Family training, Child, Adult



부록 자아 존중감 설문지1.

번호 문 항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무슨 일이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만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때때로 쓸모없다고 확실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를 보다 더 존경할 수 있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9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부록 부모 자녀 정서적 친밀도 설문지2. -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씩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부모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 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속상할 때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좋아하는 음식 색깔 취미, ,

등이 나와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와 친한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내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대화할 때 이야기가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나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잘못 했을때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다면 허전하고 보고 싶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