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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풍요한 현대사회에서 비만의 폭발적인 증가는 식량기근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사회 영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식량기근에서 특히 여자는 영양의 축적이
없으면 불리하였고,많은 인종에서 비만을 미적인 관점에서 인정하였다.이러한
역사적 의식에서 비만의 사회적 분포가 형성되었다.오늘날 서구화된 사회에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바꾸어가고 있지만 이상적인 체중조절은 매우 어렵
다.비만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치료해야할 질병
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만한 사람이 질병에 의해 생존기
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명확한 임상적 역학적 증거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체
중 감량이 질병위험도를 줄이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과체중과
비만의 경우 고지혈증,제2형 당뇨병,고협압,관상동맥심질환,퇴행성 관절염,
전립선 유방,대장 및 자궁내막암,수면 무호흡 및 호흡기장애,담석증,우울증 등
여러 가지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결과적의로 사망률이 증가한다.이러한 질
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의 증가는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이 경우 체중 체중감소하며 따라 질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이 감소하
며 따라서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한국인의 비
만 척도는 BMI에 의한 비만 분류를 하였는데 BMI23% 이상을 과체중으로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임상비만학,2001)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 및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에너지 과잉에서 나타난다.예를 들어 에너지 균형에서 섭취
량이 소모량을 초과하게 되면 과잉된 에너지는 지방(FAT)으로 전환되어 지방
세포(adipocyte)와 지방조직(adiposeTissre)에 저장된다.이러한 지방축척되는
것을 비만증(obesity)이다.비만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에너지 섭취량을 소모량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다.또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증가 하여 신체에 신진대사를 높여 지방으로 합성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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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다.신체운동은 에너지를 소모량을 증가하여 지방세포에 축적된 지
방을 분해하는 지방분해효소(lipase)를 활성화 시키고 촉진시킨다.

VO2max가 가장 크게 향상되는 것은 운동의 형태가 큰 근육군을 이용하며
서 리드미컬하고 유산소성인 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즉 걷기,하이
킹,런닝,장비를 이용한 계단오르기,수영,자전거타기,노젓기,팔과 다리를
동시에 운동하는 에르고메터,댄스,스케이팅,크로스-컨트리 스킹,줄넘기 혹은
지구성 게임).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운동프로그램의 이행과 그에 따른 결과
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기술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개인간 다양성을 제공
하는 것이 분명하다.(ACSM,2001)

지금까지 운동에 의한 이러한 비만연구의 대부분은 유산소운동을 이용했었지
만 최근에 와서는 비만치료시 저항성 근력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Stone1982,Janet1989).Katch,Drumm(1986)은 저항성 근력운동으로
근육이 증가되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었으며,이로 인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또한 Janet(1989)은 저항성 근력 운동이 유산소운동보다
제지방 체중의 증가와 체중감량기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다.규칙적인 유
산소성운동(Durstine JL etal.1993,김1997)은 혈중 TC(totalcholesterol),
LDL-C(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triglycerides), 그리고
HDL-C(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등과 같은 혈중지질 농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로 보고 되고 있다.

여성의 비만치료를 위한 운동방법으로 유산소성 운동의 선행연구가 많이 언
급 되어 왔고 비만 프로그램의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유산소성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 하였을 때 더욱더 효과적인 체지방률 및 제지방량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체력이 저하되는 비만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통하여 신체조성과 혈중지질의 변화를 분석하여 규칙적인
운동이 중년여성들의 건강유지 및 예방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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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트레이닝의 방법에 따라 운동 전 .후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지방율이 30%이상인 비만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프로
그램에 의하여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방법간의 차를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각 그룹간과 실험처치 전.후간의 체중과 신체조성
(체지방률,체지방량,제지량,내장지방량,골격근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

다.

가설 2.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근력운동은 혈중지질 성분
(TC,TG,HDL-C,LDL-C,혈당)의 농도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설 3.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근력운동은 각 그룹의 복부둘레의
유의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유산소.복합운동이 비만 중년여성들의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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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구의 피험자는 K광역시에 거주하는 체지방율이 30%이상의 비만중년여
성 12명으로 제한 하였다.

2)본 연구는 유산소운동군.복합운동군으로 제한 하였다.

3)트레이닝은 두집단 모두 12주간 실시 하였다.

4)본 연구를 위하여 피검자의 여러 요인들과 신체활동은 완전통제하지는

5)연구 대상은 30∼50대 여성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index,BMI)가
25% 이상인 비만여성으로 12명으로 하였다.

6)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심리적인 변인은 완전 통제하지 못하였다.

7)체성분 변인은 체중(weight),근육량(softleanmass;SLM),제지방량(lean-
bodymass;LBM),체지방량(freefatmass;FFM),체지방률(%BF%bodyfat),
복부지방율(waisthipratio;WHR),체질량지수(bodymassindex,BMI)로 한정
하였다.

8)혈중지질 변인은 총 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TC),중성지방 (trigly-
ceride;TG),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
;HDL-C),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lipoprotein-chlesterol;LDL-C)
으로 한정하였다.

555...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체질량지수(babymissindex,BMI)체중
체질량지수는 비만자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중과 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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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말한다.체질량지수는 성인에서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있는 수학 공식이
며 체중(kg)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한다.23% 이상을 과체중으
로,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저항성 근력운동
유산소운동과 근저항운동의 병행운동 방법으로 비만 감소로 비만으로 인한

근력저하로 인한 기초 대사량 감소의 원인을 동시에 컨드롤 할수 있는 운동 방
법으로 이 연구에서 유산소운동은 트레이드밀 또는 걷기운동,아쿠아로빅을 운
동강도 40~70%로 실시 하였으며,근저항운도은 근육들을 웨이트기계를 사용하
고 고강도 다이어트요가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3)유산소성운동(aerobicexercise)
운동강도 40~70%로 걷기운동,아쿠아로빅,걷기운동,트레이드밀에서,일정한

운동강도를 조절 하여 실시 하였다.

(4)제지방량(leanbodymass)
체수분과 근육,무기질의 합을 의미하며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 제한 무게와

같다.제지방은 신경,근육,혈관등의 관을 이루고 주용한 신체활동을 담당하므
로 제지장량이 부족해서는 안되며,적당한 체지방률의 비가 남자의 경우 20%
이하,여성의 경우 30% 이하라고볼 때에 그 나머지 80%,70%는 제지방이어야
한다.

(5)체지방(bodyfat)
체지방은 섭취한 영양분에서 쓰고 남은 잉여영양분을 몸안에 축적해 놓은 에

너지 창고이며,필요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 된다.비만은 체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근육과 체지방의 균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겉
보기에는 날씬한 젊은 여성들의 경 저체중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부족하여 비
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6)체지방률(percentbody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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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을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체지방률=체지방량/체중*100)

(7)콜레스테롤(cholesterol)
유리형과 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하는데,유리형은 모든세포막의 성분이며,대부

분 조직에서 콜레스레롤 존재 형태이다.담즙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로서
지단백에 의하여 운반된다.

(8)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triglyceride)의 함량이 적으며,인지질의 함량은 중

등도이고 단백질의 함량이 비교적 많은 혈장 지단백이다.

(9)저밀도비단백 콜레스테롤(LDC-C,low densitylipoproteincholestero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함량이 많고 인지질 함량이 중등도이며,단백질의

함량이 저근 혈장 지단백이다.

(10)중성지방(TG,triglyceride)
식후에 음식물 중의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것이다.과잉

열량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후 혈액으로 나온 것과 피하 지방이 분해되어
혈액으로 나온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따라서 비만인 경우에는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비만하지 않더라도 열량과잉,과도한 음주
등에 의해서 혈액 내 중성지방이 높아질 수있다.

(11)기초대사량(BasalMetabolicRate,kcal)
기초대사량이란,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며,자

율 신경계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주로 심장박동,호흡,체온조
절 등을 위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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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 비비비만만만과과과 운운운동동동

비만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치료해야할 질병으
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배경에는,비만한 사람이 질병에 의해 생존긴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명확한 임상적 역학적 증거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체중 감
량이 질병위물의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기는 비만유전자의 발견이었다.
이런한 배경에서 1966년부터 세계각국은 비만을 치료해야할 질병의 인식하에
치료 치침을 제정하여 발표하기 시작 했다.특히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서 개최된 유럽비만학회에서는 비만을 신속히 치료해야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연구팀(internationalobesitytaskforce)을 구성하여 1998년 비
만의 규정과 치료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였다.구미각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자국의 치료지침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그러나 세계보건기
구의 비만 기준은 체중이 높지 않아도 중증 만성합병증이 동반되는 우리 나라
와 아시아 각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되었다.이러한 이유에서 세계보
건기구의 서 태평지역기구가 주관이 되어 아시아-태평양 비만지침을 새로이 제
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진단과 치료
지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경우 고지혈증,제2형 당뇨병,고혈압,관상동맥심질환,퇴행성 관
절염,전립선,유방,대장 및 자궁내막암,수면 무호흡및 호흡기장애,담석증,우울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한다.이러
한 질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의 증가는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이 경우 체중감소에 따라 질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이 감소하
며 따라서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임상비만학,2001)

체지방률은 여자의 경우 30%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남자는 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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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25%이상을 비만이라고 정의(Bray,1979)하고 있으며 체질량지수(BMI)는
25~29.9kg/㎡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30kg/㎡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1995).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미국의 경우 체질량지수의 허용
기준은 남자 20~25kg/㎡,여자 19~24kg/㎡ 로 되어 있고 각각 남자 27.8kg/㎡,
여자 27.3kg/㎡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고 있다(日本肥滿學會,1996)우리나라
경우는 18.5저체중,18.5~22.9정상,23이상은 과체중,23~24.9과체중,25~29.9
비만,30이상은 고도비만 으로 되어있다.(대한비만학회)

222)))비비비만만만의의의 원원원인인인
개인에 따라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즉,비만의 원인으로

는 유전적 요인과 함께 과식 등의 식습관,심리적 요인,내분비계의 이상,활동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이처럼 지방의 축적 및 체중 변화에는 여러
요소가 관계되어 있다.비만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비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이다.다음은 비만의 원인
이 되는 몇 가지 요인을 알아본다.(2000김은경)

①①① 유유유전전전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유전적요인이 비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비만이 가계와 연관
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그러나 가족 구성원은 유전적 소인뿐
아니라 식생활 습관이나 문화적 배경,행동 양식도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므
로 유전적요인만을 분리하여 비만의 원인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그렇지만
비만의 유전적 요인 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특히 쌍생아 및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는 식생활 방식 등의 환경적 요인 이
외에 유전적 요인이 비만증의 발생에 적어도 30∼5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임상비만학2001)

②②② 비비비만만만이이이 표표표현현현되되되는는는 단단단일일일유유유전전전자자자질질질환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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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유전자를 규명하는데 방법으로는 비만이 확실하게 상염색체 유전 양상을
보이는 가족 중에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비만과 연관되어 유전질환을 보이는 증후군이 보고되고 있다..Bardet-Biedl
syndrome(BBS)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질환으로 비만과 정신지체,
신장 미발달,수지합체가 전 인구의 1% 정도에서 보이는 등 단일 질환으로 비
만을 일으킨다고 볼수는 없다.그리고 많은 유전자 연구들에서 비만이 표현형
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는 정도이다.

③③③ 비비비만만만에에에 관관관여여여하하하는는는 유유유전전전자자자

비만과 연관되어 있거나 원인으로 생각 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연구되고 있
다.이러한 유전자들은 지방조직의 구성이나 분포와 연관이 있거나,음식 섭취
와 에너지 소비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또한 실험 동물이나 비만한 가
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염색체 연구 등으로 비만과 연관성이 밝혀져야 한
다.

④④④ ooobbb유유유전전전자자자와와와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지방세포에 있는 ob유전자에서 렙틴이 분비되는데 섭식을 감소시키고 체중

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렙틴의 분비는 지방조직의 양과 호르몬 등에 의
해 조절 된다.렙틴은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하는데 수
용체 결합 후 작용은 두가지 경로를 가진다.공복시에는 NPY/Y5수용체를 통
하며,섭식 후에는 MSH/MC4수용체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와 식욕을 조절한
다.

⑤⑤⑤ 환환환경경경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식생활 습관이나 분화적,사회경제적 샹태와 연관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들 요인은 음식 섭취 형태나 신체 활동에 영향
을 미쳐 비만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다량으
로 제공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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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식은 주로 좌식생활을 하므로 비만이 더욱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소인과 상관없이 비만을 유발하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비만의 유벙률이 높다는 것은 지위
에 따른 음식의 선택 취향이나 음식의 질 등과 연관된 환경적 요인의 더욱 명
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열량 섭취가 많아 비만의 발생률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또한 식사를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비만도에 차이가 나는데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
들에서 비만도가 높다.소아비만이 증가하는 것도 성인에서 비만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⑥⑥⑥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음심 섭취 행위나 신체적 활동은 정신역동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가족 구성간의 심리적인 요인은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친
다.그러나 정신역동이 비만에 미치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만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는 비만의 원인으로 작요하는 것보다 비만으로 발생되는 결과인
경우도 많다.

333)))질질질병병병의의의 위위위험험험인인인자자자로로로서서서 비비비만만만
비만은 그 자체로서는 질병이라고 할 없지만,각종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소

비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질병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비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질병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비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질환으로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심질환 등이며,그밖에 비만
인은 호흡이상,페질환,담낭질환,관절질환,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등의 위
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정일규,김성수 1997)
인체 내 지방조직의 증가는 그 지방조직까지의 혈류공급을 위한 심장운동의 부
담을 초래하고,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또한 지방조직의 증가는
체내 인슐린 수요량을 증가시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 더 큰부담을 주게되
며,결국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 및 분비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또한 비만증시에는 인슐린 분비의 증가에 저하되고 고혈당이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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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비만으로 인한 이러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체중을 줄임으로써 효과
적으로 혈압 감소시키고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다.또한 비만은 고지혈증
(hyperlipidemia)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고지혈증은 동맥경화와 그로 인
한 심질환,뇌졸중의 주된 원인이 된다.비만은 호흡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비만의 졍우 대사총량이 증가되어 호흡의 효율 저하로 인한 폐포내 환기감
소 및 체내 CO2 축적에 의한 혼몽 ,만성피로,수명이상,수면성 무호흡 등의 증
상을 보이게 된다.따라서 운동과 식이조절을 통한 적극적인 비만상태의 개선
은 이들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정일규,김성수 1997)

444)))...규규규칙칙칙적적적인인인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운운운동동동의의의 이이이점점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지구성 트레이닝과 관련된 건강 및 체력
상의 이점들(예를 들면,생리학적,대사적,그리고 심리학적인)인 양적으로 증가
시켜왔다.더욱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향적인 역학적 연구들이 신체적
으로 활동적인 생활양식과 중등도에서 높은 수준의 심폐체력이 모두 독립적으
로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신체 활동
또는 심폐체력에 있어서의 역의 양-반응 관계는 모두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혈관 문제로 인한 사망률에 있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그러나 고혈압,비
만,결장암,제2형 당뇨병,그리고 골다골증의 낮은 이환율 또한 문헌에서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다.좀더 활동적인 생활양식이 갖는 건강상의 이점을 지지하
는 많은 역학적 증거들이 신체활동 또는 체력을 단독 측정한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었다.그러나 처음에 좌식생활을 하거나 좋은 체력상태가 아니었던 성인에
서 신체활동 또는 체력증가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률 감소를 가져온다는 최근
의 연구결과들은 규칙적인 호라동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
다.비록 증가된 신체활동이나 체력이 에 목록화 된 다른 만성질환에의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이로운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확고히 수
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또한,좌식 생활양식과 관련된 만성
질환의 다요인적인 성격 때문에 목록화된 모든 질병 및 의학적 상태들로부터
보호해 줄 단일의 신체활동 최소량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다양한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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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예방과 관련된 신체활동의 최소량은 좀더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ACSM 2003)

①①① 규규규칙칙칙적적적인인인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그그그리리리고고고///또또또는는는 운운운동동동의의의 이이이점점점***
㉠ 심혈관 및 호흡 기능 개선
㉡ 중추 및 말초에서의 적응으로 인해 최대산소섭취량 증가
㉢ 주어진 최대하 강도에서 낮은 분당환기량
㉣ 어진 절대 최대하 강도에서 낮은 심근산소소비량
㉤ 주어진 최대하 강도에서 낮은 심박수와 혈압
㉥ 골격근에서 모세혈관 밀도 증가
㉦ 혈중 젖산 축적에 대한 운동역치 증가

②②②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질질질환환환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감감감소소소
㉠ 안정시 수축기/이완기 혈압 감소
㉡ 혈청 HDLcholesterol증가와 혈청 중성지방 감소
㉢ 총 체지방량 감소,복부내장 지방 감소
㉣ 인슐린 요구량 감소,당내인성 개선

③③③ 사사사망망망률률률과과과 이이이환환환률률률 감감감소소소
1차 예방(급성 심장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들)
1.높은 수준의 활동과 체력은 관상동막질환으로 인한 낮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2.높은 수준의 활동과 체력은 복합적인 심혈관 질환,관상동맥질환,결장
암,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낮은 이환율과 관련이 있다.

2차 예방(심장문제 후의 중재들.즉,다른 심장문제 예방을 위한 중재들)
1.메타분석에 기초해 보면,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장재활운동트레이닝-특히 다요적인 위험요인 감소를 위
한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써 포함된 심장재활 운동트레이닝-에 참여한 심
근경색 증 후의 환자들에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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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근경색증 후의 환자들을 포함시킨 무작위의 통제된 심장재활 운동트
레이닝 연구에서 비치명적인 재경색률 감소가 지지되지 않았다.(ACSM,
2003)

555)))...운운운동동동과과과 혈혈혈중중중지지지질질질의의의 변변변화화화
Triacylglycerols은 단독으로는 물에 녹지 않으므로 필히 이 형태로 되어야

한다.단백질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면 지질의 수용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혈
장 내의 지단백은 밀도에 따라 분류된다.고밀도지단백(HDL :high-density
lipoproteins)은 최소한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동맥백으로부터 콜레스
테롤을 분리시켜 간에서 담즙으로 전환될수 있게 한다.담즙은 장으로 분비되
어 대변으로 통해 배출된다.저밀도지단백(LDL :low-densitylipoproteins)은
정상적으로 총 혈장 콜레스테롤의 60~80%를 운반하고,동맥벽에 상당히 잘 부
착된다.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결국 기저평활근이 증식되어 섬유아
세포를 유인함으로써 응고가 증진된다.이러한 변화는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좁
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매우 치명적인 경색(일부 심근의 괴사)이 초래된다.따라서,HDL과
LDL의 농도 및 이들의 혈장내 비율은 관상심질환(corocaryheartdisease)기능
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의 된다.높은 비율은 LDL:HDL은 질병에 이환
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이러한 비율은 총에너지,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이를 통해 개선(HDL은 증가하고 LDL은 감소 또는 변화가 없는 것)될
수 있다.지구성 트레이닝(규칙적인,중등도의 유산소 운동)또한 HDL을 증가시
켜 LDL:HDL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운동·트레이닝생화학, Ron
Maughan,MichaelGleesonandPaulL.Greenhaff,2004)

Chylomicrons은 혈장에 존재하는 가장 큰 지단백 입자로,triacylglycerol함유
량이 가장 많다(약 85%).Chylomicrons은 식이 포함되어 있는 triacylglycerol
로부터만 유도되고,장상피에서 생성되어 림프계를 통해 순환계로 운반된다.
Chylomicrons의 혈장내 반감기는 인간에서는 1시간 미만이고 쥐에서는 몇 분
정도로,체조직에 의해 빠르게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식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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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지질이 장에서 소화*흡수되는 것과 Chylomicrons의 생성 및 분비는 식사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일어나므로,지방이 함유된 식사 후 몇 시간동안은 지방
이 혈액 내에 계속 있게 된다.(운동·트레이닝생화학, RonMaughan,Michael
GleesonandPaulL.Greenhaff,2004)

Triacylglycerol은Chylomicrons형태이든 다른 지단백 형태이든 어떤 조직에 의
해서는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되지는 않는다.초기에 세포 외에서 효소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되어야만 한다.지방산은 이렇게 될 때 세포 내
로 유입될 수 있다,글리세롤은 순환계를 통해 간과 신장으로 운반되고,그 곳
에 상당한 정도로 흡수된다.근육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은 글리세롤을 이용할
수 있는 효소와 연관된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세포 외에서 일어나는
triacylglycerol가수분해는 근육,지방조직,심장 및 폐와 같은 조직에 있는 모
세혈관의 내피세포 외표면에 붙어있는 proteinlipase에 의해 일어난다.간에서
proteinlipase는 간세포 외표면에 부착되어 있다.다른 두 효소인 모세혈관 내
피에 부착되어 있는 phospholipase A2및 lecithin-cholesterol
acyltransferase(LCAT)와 HDL은 chylomicron과 VLDV(very low-density
lipoproteins)분해에 관여한다.PhospholipaseA2는 지단백 표면에 있는 인지질
에 작용한다.LCAT 는 혈장에 있고,레시틴(phosphatidylcholine)으로부터
HDL에 있는 에스테르화된 콜레스테롤로 지단백을 운반해서 비극성
acylcholesterolester를 생성한다.비극성 acylcholesterolester는 triacylglycerol
이 lipoproteinlipase에 의해 분해될 때 HDL로부터 chylomicron이나 VLDL입
자로 운반된다.이는 지단백 입자의 안정성을 우지할 수 있게 돕는데,근육과
지방조직을 통과하는 동안 triacylglycerol구성요소가 점진적으로 고갈되기 때
문이다.(운동·트레이닝생화학, RonMaughan,MichaelGleesonandPaulL.
Greenhaff,2004)

666)))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적적적응응응시시시 혈혈혈중중중 지지지질질질 농농농도도도
몇몇 트레이닝에 대한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규칙적인 지구성 운동은 혈중

콜레스테롤,중성지질,그리고 LDL농도를 감소시키고,HDL농도를 증가시킨
다(Fig.8.14).HDL-콜레스테롤은 죽상경화성 동맥경화증과 관상동맥질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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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호해주고,반면에 고농도의 LDL-콜레스테롤은 이러한 질환들에 걸리
기 쉽게 한다.명확히,다른 요인들-흡연,식이,알콜 섭취,가족력,그리고 비만
및 당뇨병과 가은 다른 건강상태 또한 중요하다,그리고 모든 운동관력 연구가
운동과 근육,혈중 지질사이의 분명한 독립적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일반적
으로,고농도의 혈장 콜레스테롤,LDL,그리고 중성지질을 지닌 경우는 지구성
크레이닝 후에 이런 다양한 변수상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 수 있다고 암시되고
있다.대단위 횡단연구에서 심폐지구력(지구력 시간 또는 VO2max)과 공복시
혈청 및 혈장 중성지질 농도가 역비례함을 보고하였다.그러나,근력과는 현처
한 상관관계가 없어,간한 저항성 트레이닝은 유사한 강한 건강상의 이점과 관
련이 없을 수 있음이 암시되고 있다.
지구성 크레이닝을 한 사람은 좌식생활을 하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혈장
으로부터의 중성지질 제거율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는 트레이닝에 따
른 근육내 LPL활동과 모세혈관 밀도 증가(이 둘의 증가는 형줄 중성지질 제
거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중성지질 분
해율은 HDL합성율과 밀접하게 관련되거 있다.그래서 중성지질 대사능력 행
상은 트레이닝을 한 사람들에게서의 높은 혈장 HDL-콜레스테롤을 설명해줄
수 있다.장기간의 격렬한 운동(예로,마라톤)후 회복기동안 공복시 혈청 중성
지질 농도는 감소되었고,중성지질 제거율은 증가하였다.최근의 연구는 삭사
몇시간 전에 운동을 하거나 혹은 식사 몇시간 후에 운동을 하였을 때도 덜 강
렬한 운동(언덕걷기)이 기름진 식사에 대한 지방분해 반응을 감소한다고 제시
되고 있다.운동효과는 동인한 기간 수행할 때,30% VO2max의 강도로 운동하
는 것보다 60% VO2max의 운동강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큰다.그러나 이것
은 운동강도 그 자체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진다.지방질
식사 후 증가한 혈중 중성지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약3MJ의 부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16시간 후에 요구되었다.그리고 이 효과는 트레이닝된 사람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효과는 운동 중 사용된 근육내 중성지질을 저장할
목적으로 혈액 순환계로부터 제거된 중성지질이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운
동·트레이닝생화학, RonMaughan,MichaelGleesonandPaulL.Greenhaff,
2004)
KIM(1992)은 비만여성에서 14주간 유산소운동을 제공한 결과 HDL-C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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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57.8vs58.8mg/dl)는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이와같이 HDL-C의 증가와 감
소의 상반된 결과는 비만도와 지질 및 지단백 수준 수준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운동강도의 역치,운동기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김현수 등,1993).
노지호(1994)의 ‘StepAerobicTraining강도에 따른 심폐지구력,혈청지질,스트
레스 호르몬의 변화’논문에서 심혈광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HDL-C수준이
고강도(80∼90%)step 에어로빅 훈련보다는 저*중간도(60∼70%*70∼80%)의
step 에어로빅 훈련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높은 강도의
step에어로빅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하였으며,권기
욱 등(1999)은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유산소운동 그룹과 유산소운동과 저
항성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운동그룹을 구분하여 12주 동안 운동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드에서 TC가 증가하는 경향을,TG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HDL-C에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그룹에서는 감
소하는 경행을 보였으며 TC/HDL-C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감
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777)))기기기초초초대대대사사사율율율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에너지 섭취의 제한에 의해 휴식시 대사율도 대체로 감소되며,과칼로리 섭취
시에는 휴식시 대사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일부 사람의 경우에 심한 단
식을 할 때 인체의 휴식시 대사율이 30% 정도 감소하고,1일 활동량도 50%까
지 감소되어 체중감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식이제한과는 달리 운
동은 대체로 휴식시의 대사율을 증가시킨다.탈진상태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의
강한 운동을 수행한 후에는 휴식시 대사율이 운동후 12∼24시간까지 증가된다.
즉,에너지 소비증가의 효과가 운동후에도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
한 체중감량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
후 휴식시 대사율이나 1일 활동량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체중감량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가 반감되는데,그 정확한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정일수,김성수1997)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의 병행은 식사 요법만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제지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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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감소를 막을 수있고,유산소성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또한
Shinkai(1994)의 연구에서는 12주 운동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식이제한이 비만
여성들의 신체성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만일 식이
요법만을 하여 체중감소가 일어났다면,초기에 체수분의 감소로 나타나는 경향
이 크다 할 수 있으며,근육 등의 활성조직의 감소량이 많아질 염려가 있다.섭
취열량의 제한과 운동의 병행은 제지방 체중을 보존하면서 지방을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시킨다(Bonita,1995:Donald,1994).그러나 급속하고 극단적으로 열량
을 제한하는 식이 요법은 수분과 제지방 조직의ㅣ감소 원인이 된다.비만 치료
의 목족은 가능한 한 제지방량(lean-bodymass)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지방조
직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식이요법만으로 하는 것은 체중감소에 효과적
이지만 bodyfat과 함께 LBM 을 감소 시킨다.FFM의 감소는 안정시 기초대
사량(BMR)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Bonita,1995).

식사제한으로 인한 제지방 체중의 감소를 유산소운도과 근저항운동을 병행함
으로서 제지방조직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이다.유산소운동은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방을 동원하여 분해하는 작용을 촉진시켜 제지방조직이 에너지
원으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며,웨이트 운동과 같은 강한 근저항운동은 골격
근 내의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는 동시에 단백질 분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나
타낸다.근저항운동도 유산소운동과 유사하게 자방산 산화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으며,그리고 일반적으로 운동강도가 높을수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결과
적으로 회복기를 위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Smith ＆
Mcnauton,1993;Giletteetal,1994).이러한 의미는 운동강도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회복시간이 요구된다.특히 근저항운도의 경우 운
동 후 산소 소비량과 회복기 에너지 요구량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항상성을 변
화시킨다.(Bahretal,1991)

근력이란 한 근육군이 저항에 대항하여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수축을 말하는
것이다.그리고 근지구력이란 일정한 시간에 최대한의 근력으로 버티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걷는 경우숨은 차지 않은데도 짐이 너무
무거워 지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될 때 근지구력이 적다고 말한다.오래 버



- 17 -

티어 걸을수록 근지구력이 크다고 말하게된다.지구력을 늘리는 요인으로는 근
섬유,모세혈관,중추신경조절,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관계하고 있는데,여기서
가장 확실한 것이 혈류량이다.이런 관점에서 근육의 혈류량에 대해 설명해 보
기로 한다.16∼18세 되는 사람의 1리터의 근육 조직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25cc이나,25세 이후에는 40% 감소하여 16cc36세가 되면 60% 가 감소하여
10cc정도로 줄어든다.그러나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의 발달뿐만 아니라 체내
의 대사 물질의 능력처리 능력을 증가시키고 혈류량이 증가되며,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모세혈관이 증대된다.그 결과 체내의 혈류량도 증가하고 에너지원인
산소를 공급하는 hemohglobin,myoglobin의 수도 많아져 근섬유와 모세혈관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므로 근지구력의 증가란 곧 근육중 모세혈관의 증
가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므로 근지구력 증가란 곧 근육중 모세혈관의 분포도
가 좋아짐을 의미하게 되는데,실제로 훈련에 의하여 근육의 모세혈관의 분포
가 40∼50% 정도는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김영호,1996)

근지구성 웨이트 트레이닝은 유산소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들에 있
어 신체조성의 개선과 체력의 향상,그리고 혈중 지질및 지단백 대사 및 관상
동맥질환 예방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하였다.(서해근,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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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K광역시에 소재한 스포츠센터 회원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
을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체지방률 30%이
상의 중년여성 총12명을 선정하여 유산소운동군 6명과 유.무산소 복합운동군 6
명으로 구성하여 12주간의 소정의 과정을 마쳤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표표표 111...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구 분 연령 신장 체중

복합
(n=6) 40.83±3.15 158.90±4.51 68.67±6.510

유산소
(n=6) 41.08±3.25 157.30±3.88 73.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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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설설설계계계
본 실험의 설계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그림 1> 실험 설계도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고찰고찰고찰고찰

피험자피험자피험자피험자 선정선정선정선정
비만중년비만중년비만중년비만중년 여성여성여성여성

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 30%30%30%30%이상이상이상이상

사전실험사전실험사전실험사전실험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작성작성작성작성, , , , 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

채혈채혈채혈채혈

복합군복합군복합군복합군(n=6)(n=6)(n=6)(n=6)

12121212주주주주((((런닝런닝런닝런닝, , , , 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

유산소군유산소군유산소군유산소군(n=6)(n=6)(n=6)(n=6)

12121212주주주주((((런닝런닝런닝런닝, , , , 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 , , , 수영수영수영수영))))

사후실험사후실험사후실험사후실험 채혈채혈채혈채혈, , , , 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

결과정리결과정리결과정리결과정리

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선행연구 고찰고찰고찰고찰

피험자피험자피험자피험자 선정선정선정선정
비만중년비만중년비만중년비만중년 여성여성여성여성

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 30%30%30%30%이상이상이상이상

사전실험사전실험사전실험사전실험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작성작성작성작성, , , , 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

채혈채혈채혈채혈

복합군복합군복합군복합군(n=6)(n=6)(n=6)(n=6)

12121212주주주주((((런닝런닝런닝런닝, , , , 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근력운동))))

유산소군유산소군유산소군유산소군(n=6)(n=6)(n=6)(n=6)

12121212주주주주((((런닝런닝런닝런닝, , , , 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에르고미터, , , , 수영수영수영수영))))

사후실험사후실험사후실험사후실험 채혈채혈채혈채혈, , , , 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

결과정리결과정리결과정리결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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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실실실험험험절절절차차차

그룹별 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단계,본운동 단계,정리운동 단계로 구성
되며 12주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 그그그룹룹룹

(1)런닝머신위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주 3회 화,목,토/1일 30분)운
동강도 40～70%,즉 HRmax의 40～70%의 범위 내에서 걷기운동을 시키고 심
박수 측정은 10초간 경동맥 촉진으로 측정하여 곱하기 6을 하여 목표 심박수를
얻었다.

(2)고정된 자전거(주 3회/1일 20분)
고정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 종료 후 목표심박수를 HRmax의 40～70%로
운동하였다.

(3)아쿠아로빅 운동(주 1회 월/1일 60분)
수영장에서 운동강도 HRmax의 40～70%로 아쿠아로빅을 하였다.

222)))복복복합합합운운운동동동 그그그룹룹룹

(1)유산소운동
러닝머신 위에서 또는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주3회 화,목,토/1일 30분)
운동강도 40～70%,즉 HRmax의 40～70%의 범위 내에서 걷기운동을 시키고
심박수 측정은 10초간 경동맥 촉진으로 측정하여 곱하기 6을 하여 목표심박수
를 얻었다.

(2)저항성 근력운동(주 3회/1일 40분)
피험자의 1RM을 설정하고,12～15회를 실시할 수 있는 무게를 처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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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상 근력운동은 상체,하체근력강화에 효과적인 10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① 체스트 프레스(chstpress)
② 팩 텍 머신(pecdeckmachine)
③ 레그프레스(legpress)
④ 레그 익스텐션(extension)
⑤ 레그 컬(legcurl)
⑥ 랫 풀다운(larpullymachine)
⑦ 로우 폴리 머신(low pullymachine)
⑧ 숄울더 프레스(shoulderpress)
⑨ 스쿼트(squat)
⑩ 싯 업(sit-ups)
운동강도는 최대 근력의 40%로 12～15회 그리고 3set이며 30초 휴식하며 실
시하였다.4주마다 재측정하여 1RM의 40%의 강도를 다시 결정하였다.

333)))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신체조성 분석
운동프로그램 실전.후 총2회 신체조성분석 및 혈압을 측정 하였다.신장과

체중을 측정한후 그 측정값을 이용하여 BMI를 산출하였고 생체저항을 이용한
체지방 측정기(In-Body3.0,Korea)에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입력한후 이로
부터 체지방률을 측정 하였다.

(2)혈중지질 분석
혈중지질분석은 비만 운동프로그램 실시전,후 총2회 실시하였다.혈액을 채

취하여 혈청을 분리한후 혈청자동분석기(Hitachi7000,HitachiLtd,Japan)를
이용하여 혈청의 중성지질,총콜레스테롤,HDL-C,FFA을 효소법응로 분석하
였으며 LDL-C은 Fredewald공식에 의해 <총콜레스테롤-(HDL-C-콜레스테롤
+TG/>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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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유.무산소운동을 주 5회 빈도로 12주간 실시하였을때 각 항목 측정에 대한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퉁계처리 하였다.case의 수가 작아 비
모수방법을 사용하였으며,그 중 대응 t-test인 Wilcoxon부호순위검정과 종속
t-test인 Pairedt-test검정을 사용하였다.분석 도구는 통계패키지 SPSS10.0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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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체지방률이 30%이상인 비만중년여성들을 대상응로 12주간 유산소운동과 복
합운동을 처방한후 중년 여성의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신신신체체체기기기본본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신체기본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전 차이 비교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 중 신체기본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신체기본 변인(체중,BMI,혈압(고/저),혈당,복부둘레)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222... 신신신체체체기기기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
eee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체중
복합운동 68.67 6.510

16.000 0.749
유산소운동 73.75 17.703

BMI
복합운동 27.90 1.058

12.500 0.378
유산소운동 30.37 4.559

고혈압
복합운동 115.67 8.042

17.500 0.934
유산소운동 121.67 18.074

저혈압
복합운동 78.33 7.528

16.00 0.739
유산소운동 84.17 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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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복합운동 68.67 27.90 115.67 78.33 98.42 92.83

유산소운동 73.75 30.37 121.67 84.17 95.33 97.33

체중 BM I 고혈압 저혈압 혈당 복부둘레

그림 2    신체기본에 대한 비교(사전)

2) 신체기본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후 차이 비교
아래와 같이 사후 조사 중 신체기본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BMI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신체기본 변인
체중,혈압(고/저),혈당,복부둘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혈당
복합운동 98.42 20.446

14.000 0.522
유산소운동 95.33 23.244

복부둘레
복합운동 92.83 5.879

12.500 0.378
유산소운동 97.33 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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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 333...신신신체체체기기기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후후후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 p<.05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복합운동 61.40 24.72 111.67 75.33 92.83 77.67

유산소운동 72.12 29.27 120.83 77.33 93.67 86.67

체중 BM I 고혈압 저혈압 혈당 복부둘레

그림 3.신체기본에 대한 비교(사후)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eee
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체중 복합운동 61.40 5.260 9.000 0.150유산소운동 72.12 17.444

BMI 복합운동 24.72 1.053 4.500 0.030*유산소운동 29.27 5.078

고혈압 복합운동 111.67 9.309 12.000 0.333유산소운동 120.83 13.333

저혈압 복합운동 75.33 5.164 14.500 0.542유산소운동 77.33 5.888

혈당 복합운동 92.83 19.343 16.000 0.749유산소운동 93.67 14.473

복부둘레 복합운동 77.67 3.559 11.000 0.261유산소운동 86.67 1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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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전 차이 비교
이래와 같이 사전 조사 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TC,HDL,LDL,TG,Hb)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444...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전전전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
eee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TC
복합운동 221.00 28.538

17.000 0.873
유산소운동 225.00 37.384

HDL
복합운동 60.33 11.057

9.000 0.149
유산소운동 49.33 17.096

LDL
복합운동 125.50 20.983

15.500 0.688
유산소운동 121.50 36.363

TG
복합운동 98.17 49.491

15.000 0.631
유산소운동 179.83 164.666

Hb
복합운동 14.83 2.740

15.000 0.631
유산소운동 15.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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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복합운동 221.00 60.33 125.50 98.17 14.83

유산소운동 225.00 49.33 121.50 179.83 15.05

T HDL LDL TG Hb

그림 4. 콜레스테롤에 대한 비교(사전)

2)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후 차이 비교
아래와 같이 사후 조사 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TG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콜레스테롤 변인
TC,HDL,LDL,Hb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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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
eee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TC
복합운동 182.67 44.769

11.000 0.262
유산소운동 205.83 35.028

HDL
복합운동 63.17 11.479

7.000 0.077
유산소운동 49.33 12.078

LDL
복합운동 106.17 32.646

9.000 0.149
유산소운동 123.33 22.340

TG
복합운동 70.83 20.923

4.000 0.024*
유산소운동 156.33 85.477

Hb
복합운동 13.43 1.140

15.000 0.629
유산소운동 13.02 0.519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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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콜레스테롤에 대한 비교(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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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체체체성성성분분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신체조성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전 차이 비교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 중 신체조성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복부지방,근육량,제지
방량,골격근량,신체발달)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666...신신신체체체조조조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전전전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
eee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체지방량
복합운동 24.82 3.550

14.000 0.522
유산소운동 29.47 9.782

체지방률
복합운동 36.65 3.729

12.000 0.336
유산소운동 39.32 3.824

내장지방량
복합운동 92.63 18.889

10.000 0.200
유산소운동 115.40 41.702

복부지방
복합운동 0.91 0.049

13.500 0.467
유산소운동 0.95 0.090

근육량
복합운동 40.97 4.660

15.000 0.631
유산소운동 47.57 14.958

제지방량
복합운동 43.52 4.983

17.000 0.873
유산소운동 44.28 8.116

골격근량
복합운동 23.73 3.038

13.000 0.423
유산소운동 23.48 4.754

신체발달
복합운동 71.33 4.227

8.000 0.106
유산소운동 68.67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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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체조성에 대한 사전 비교

2)신체조성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사후 차이 비교
아래와 같이 사후 조사 중 신체조성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복부지방,근육량,제지
방량,골격근량,신체발달)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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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 777...신신신체체체조조조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집집집단단단(((복복복합합합,,,유유유산산산소소소운운운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후후후 차차차이이이 비비비

변변변인인인 구구구분분분 MMM SSSDDD MMMaaannnnnn---WWWhhhiiitttnnneee
yyy검검검정정정(((UUU))) ppp값값값

체지방량 복합운동 19.33 1.742 7.000 0.078유산소운동 27.45 9.890
체지방률 복합운동 31.65 3.811 6.000 0.054유산소운동 37.27 4.671
내장지방량 복합운동 79.52 18.060 9.000 0.149유산소운동 108.15 41.724
복부지방 복합운동 0.85 0.074 8.000 0.108유산소운동 0.94 0.091
근육량 복합운동 39.63 5.227 14.000 0.522유산소운동 42.17 7.432
제지방량 복합운동 42.07 5.577 14.500 0.575유산소운동 44.67 7.842
골격근량 복합운동 23.18 3.276 15.500 0.688유산소운동 24.40 4.542
신체발달 복합운동 75.17 4.665 10.000 0.199유산소운동 71.00 4.690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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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체조성에 대한 사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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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체기본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차이 검증
아래와 같이 신체기본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단에서는 체중,BMI,복부둘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유
산소운동 집단도 마찬가지로 체중,BMI,복부둘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888...신신신체체체기기기본본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 p<.05

변변변인인인 집집집단단단 사사사전전전 사사사후후후 WWWiiilllcccoooxxxooonnn
검검검정정정(((ZZZ))) ppp값값값MMM SSSDDD MMM SSSDDD

체중
복합운동 68.67 6.510 61.40 5.260 -2.201 0.028*

유산소운동 73.75 17.703 72.12 17.444 -2.201 0.028*

BMI
복합운동 27.90 1.058 24.72 1.053 -2.201 0.028*

유산소운동 30.37 4.559 29.27 5.078 -2.201 0.028*

고혈압
복합운동 115.67 8.042 111.67 9.309 -1.276 0.202
유산소운동 121.67 18.074 120.83 13.333 -0.105 0.916

저혈압
복합운동 78.33 7.528 75.33 5.164 -1.089 0.276
유산소운동 84.17 18.422 77.33 5.888 -1.069 0.285

혈당
복합운동 98.42 20.446 92.83 19.343 -1.363 0.173
유산소운동 95.33 23.244 93.67 14.473 -0.105 0.917

복부둘레
복합운동 92.83 5.879 77.67 3.559 -2.201 0.028*

유산소운동 97.33 8.681 86.67 12.660 -2.2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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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복합운동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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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산소 운동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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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차이 검증
아래와 같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단에서는 TC와 H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산소운
동 집단에서는 Hb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999...콜콜콜레레레스스스테테테롤롤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 p<.05

변변변인인인 집집집단단단 사사사전전전 사사사후후후 WWWiiilllcccoooxxxooonnn
검검검정정정(((ZZZ))) ppp값값값MMM SSSDDD MMM SSSDDD

TC
복합운동 221.00 28.538 182.67 44.769 -1.992 0.046*

유산소운동 225.00 37.384 205.83 35.028 -1.156 0.248

HDL
복합운동 60.33 11.057 63.17 11.479 -0.314 0.753
유산소운동 49.33 17.096 49.33 12.078 -0.210 0.833

LDL
복합운동 125.50 20.983 106.17 32.646 -1.892 0.058
유산소운동 121.50 36.363 123.33 22.340 -0.105 0.917

TG
복합운동 98.17 49.491 70.83 20.923 -1.363 0.173
유산소운동 179.83 164.666 156.33 85.477 -0.105 0.917

Hb
복합운동 14.83 2.740 13.43 1.140 -2.023 0.043*

유산소운동 15.05 2.107 13.02 0.519 -2.2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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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복합 운동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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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산소 운동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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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체조성에 대한 집단(복합,유산소운동)에 따른 차이 검증
아래와 같이 신체조성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

단에서는 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복부지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산소운동 집단에서는 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
방량,신체발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111000...신신신체체체조조조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 p<.05

변변변인인인 집집집단단단 사사사전전전 사사사후후후 WWWiiilllcccoooxxxooonnn
검검검정정정(((ZZZ))) ppp값값값MMM SSSDDD MMM SSSDDD

체지방량 복합운동 24.82 3.550 19.33 1.742 -2.207 0.027*
유산소운동 29.47 9.782 27.45 9.890 -2.201 0.028*

체지방률 복합운동 36.65 3.729 31.65 3.811 -2.207 0.027*
유산소운동 39.32 3.824 37.27 4.671 -2.201 0.028*

내장지방량 복합운동 92.63 18.889 79.52 18.060 -1.992 0.046*
유산소운동 115.40 41.702 108.15 41.724 -1.992 0.046*

복부지방 복합운동 0.91 0.049 0.85 0.074 -2.207 0.027*
유산소운동 0.95 0.090 0.94 0.091 -1.156 0.248

근육량 복합운동 40.97 4.660 39.63 5.227 -1.572 0.116
유산소운동 47.57 14.958 42.17 7.432 -0.271 0.786

제지방량 복합운동 43.52 4.983 42.07 5.577 -1.572 0.116
유산소운동 44.28 8.116 44.67 7.842 -1.084 0.279

골격근량 복합운동 23.73 3.038 23.18 3.276 -1.572 0.116
유산소운동 23.48 4.754 24.40 4.542 -1.214 0.225

신체발달 복합운동 71.33 4.227 75.17 4.665 -1.892 0.058
유산소운동 68.67 4.412 71.00 4.690 -2.06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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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2. 복합 운동 차이 검증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사전 29.47 39.32 115.40 0.95 47.57 44.28 23.48 68.67

사후 27.45 37.27 108.15 0.94 42.17 44.67 24.40 71.00

체지방

량

체지방

률

내장지

방량

복부지

방
근육량

제지방

량

골격근

량

신체발

달

그림 13. 유산소 운동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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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유산소 운동군과 유.무산소 복합 운동군에 대한 운
동처방이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체지방30%
이상의 비만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체지방,복부지방,콜레스테롤등을 측정하여
집단간 및 운동처방 전.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신체기본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신체기본 변인(체중,
BMI,혈압(고/저),혈당,복부둘레)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사후 조사 중 신체기본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BMI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신체기본 변인 체중,
혈압(고/저),혈당,복부둘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
(TC,HDL,LDL,TG,Hb)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조사 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TG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콜레스테롤 변인 TC,HDL,
LDL,Hb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신체조성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체지
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복부지방,근육량,제지방량,골격근량,신체발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신체조성에 대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콜레스테롤 변인(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
복부지방,근육량,제지방량,골격근량,신체발달)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신체기본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단에서는 체
중,BMI,복부둘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유산소운동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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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로 체중,BMI,복부둘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5)콜레스테롤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단에서는
TC와 H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산소운동 집단에서
는 Hb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신체조성에 대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복합운동 집단에서는 체
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복부지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산소운동 집단에서는 체지방량,체지방률,내장지방량,신체발
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2주간의 유산소운동 및 복합운동은 비만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꾸준하고 체계적인 운
동프로그램의 적용이 비만 중년여성들의 체중,체지방,콜레스테롤등에 영향을
줄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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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 작작작 물물물 이이이 용용용 허허허 락락락 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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