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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

Background: Interests for preventing sarcopenic obesity

한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근감소형 비만

in old age are getting higher. However, there are fewer

(sarcopenic obesity)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

researches for thi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지만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예방하거나

verify the effects of 12-week aerobic and anaerobic

해소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combined exercise on elderly obese women's health for

이 연구는 12주 유･무산소성 복합운동이 비만 여성 노인의 건

preventing sarcopenic obesity.

강관련 체력 및 신체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에 미치는 효과

Method: Subjects were 42 elderly women whose average

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근감소형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처

body fat was 33.84 ± 3.79%. The exercise program was

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composed of warm-up with 10 minutes, cool-down with 10

방법: 피검자는 평균 연령이 67.17 ± 3.27 세이고 평균 체

minutes, and main exercise with 40 minutes. The main

지방률이 33.84 ± 3.79%인 비만 여성 노인 42명(실험군 22명,

exercise was allowed to be performed the aerobic exercise

통제군 20명) 이었다. 실험군에 적용된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with intensity of 40~70% VO2R for 20 minutes and the

전체운동시간은 60분으로 준비운동 10분, 정리운동 10분, 본

anaerobic resistant exercise with intensity of 40~70% 1 RM

운동 40분으로 구성하였다. 본운동의 20분은 40~70% VO2R

for the remaining 20 minutes. The exercise frequency was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나머지 20분은 40~70% 1RM 강도

carried out exercise during totally 12 weeks with 3 times a

의 무산소성 저항운동을 수행하였다. 주당 3회, 총 12주 동안

week. All the subjects were carried out by submaximal

운동을 실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 일정에 따라 최대하운동

exercise test and Senior Fitness Test for pre-and-post tests.

부하검사 및 노인체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총근육량과 근육지

Total muscle mass and ASMI, the blood lipid and IGF-1

수, 혈중지질 및 IGF-1 등을 분석하였다. 검사결과에 대한 운

were analyzed. To analyze exercise effects of test results,

동효과 분석을 위해 각 변인별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carried out by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하였다.

each variabl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for α

결과: 실험 결과, 덤벨들기, 근육지수, 하지근육량, 총근육

= .05.

량, TC, HDL 등의 변인에서 사전․사후 검사 및 집단 간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Results: The interactive effects were shown significantly
between pre-and-post tests and between groups i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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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유․무산소성 복합운동이 비만 여성 노인의 체력 및 신체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

결론: 12주간의 유․무산소성 복합운동프로그램은 상지근
기능의 개선과 더불어 근육량의 감소 및 근육지수의 하락

of arm curl, ASMI, Lower limbs muscle mass, and Total
Muscle mass, TC and HDL.

그리고, 혈중 TC 증가 및 HDL 저하를 지연시켜 줌으로써 비

Conclusion: The 12-week aerobic and anaerobic combined

만 여성 노인의 근감소형 비만 예방과 대사성 질환의 위험 요

exercise program makes them delayed a reduction in muscle

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권장될 수 있

mass, a drop in ASMI, an increase in blood TC, and a drop

겠다.

in HDL along with improving the upper-limb function.

중심단어: 유･무산소성 복합운동, 비만 여성 노인, 체력, 신체

Key words: Aerobic･anaerobic Combined Exercise Training,

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

Obese Elderly Women, Fitness, Body Composition, Skeletal
Muscle Index, Blood Lipid Profiles

서

러나,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론

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효과적인 운동방법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

운동요법은 약물치료와는 달리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적

에 9.1%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게 들며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

2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를 초래하는 등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11)

1)

특히 유, 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

산소성 복합운동은, 유, 무산소성 운동의 효과를 가져다 준

세에 따른 사회 구조의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다는 장점이 있다.

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

운동(combined exercise)은 두 가지 운동효과를 동시에 나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국가적인 차원

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고14,15), Wang 등16)은 체

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중조절 시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의 병행이 단일형태

12)

박상갑 등13)은 단일운동에 비해 복합

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

의 운동보다 제지방량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가 감소하거나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당뇨, 암, 치

노화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운동으로 그 진행속도와 양
17)

매 등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고, 근력이나 골밀도가 감소

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노화에 따른 근감소

2)

형 비만의 경우 운동의 효과가 주효할 가능성이 높다. 저항

노화의 진행에 따라 근육세포는 위축되고 근력과 근긴장도

운동은 근육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

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근육의 양과 대사율도 현저하게

구성 운동은 체지방량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크다는데 주목

하여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3)

감소하게 된다.

할 필요가 있다.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신경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주 유･무산소성 복합운동이 비만

4)
5)
6)
계의 변화 , 호르몬의 변화 , 영양상태의 불균형 만성 염

여성 노인의 건강관련 체력 및 신체조성, 근육지수, 혈중지

7)
증의 지속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근감소형 비만 예방을 위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신체구성의 변화는 체중의 변화와 무

운동처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관하게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다.8)
최근 비만과 근감소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근감소형 비만

방

(sarcopenic obes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많은 주목을

법

1. 연구대상

받고 있다.9) 근감소형 비만의 작용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노화로 인한 근육과 근기능의 감소, 이에 따른 활동

이 연구의 피검자는 최근 6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에

성의 감소로 인해 인슐린저항성 증가와 에너지소비 감소 현

참여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42명으로 S시에

상이 동반되어 비만을 초래하고 지방조직에서 TNF-alpha,

소재하고 있는 S보건소의 노인운동교실 프로그램에 자발적

IL-6, MCP-1의 증가와 adiponectin의 감소를 유도하게 된

으로 참여한 체지방률이 30% 이상의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

10)

으로 선별하였다.

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근감소형 비만은 신체운동기능 장애와 대사 장애

2. 실험설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낙상과 골절,

이 연구의 실험설계는 측정시기(2) × 집단(2)의 혼합설계

심혈관계질환 이환율 증가 등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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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변인은 측정시기와 집단이며, 종속변인은 체력, 신체

최대산소섭취량(VO2max)과 2분제자리걷기검사(2-Min Step)

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 등이었다. 종속변인의 측정은 운

를 측정하였다. 자전거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최대산소섭취량

동프로그램의 실시 1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운

측정은 먼저 피검자를 편안한 자세로 자전거 에르고미터 안

동프로그램 종료 마지막 1주에 걸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

장에 앉게 하여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고 상체는 전향자세를

다. 집단은 실험집단(22명)과 통제집단(20명)으로 구분하였

취하게 하였다. 심박수 감지 센서를 귓불에 부착하고 피험

다. 모든 피검자는 D대학교 체육관에서 운동복차림으로 하

자의 정보(성별, 연령)를 입력한 다음, 심박수가 안정될 때

루 60분, 주당 3회, 총 12주 동안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행

까지 휴식을 취한 후 1분 동안 페달 회전수가 50바퀴를 유

하였다. 열량섭취의 통제를 위해 실험 전 2주간 식사일지를

지하는 속도로 준비운동을 시켰다. 운동은 최대산소섭취량

작성하게 하여 CAN-PRO 3.0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평균

의 75%에 도달하게 하였고, 이때의 심박수 반응과 부하의

섭취열량을 산출하였고 실험기간 중에는 일일 섭취량을 식

관계로부터 회귀직선식을 구해 심박수, 산소섭취량 관계식

사일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운동교육과 영양교육을 프로

으로부터 최대산소섭취량을 추정하였다(헬마스,

그램 기간 동안 각각 3회씩 실시하였다.

75XL II). 단위는 mL/kg/min으로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

Combi

지 측정하였다. 2분 제자리걷기는 2분 동안 제자리에서 각
1) 복합운동 프로그램

무릎이 슬개골과 장골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올라온 횟수를

복합운동프로그램은 총 60분으로 준비운동 10분, 본 운

측정하는 것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심폐 지구력이 좋은 것을

동 40분(유산소운동 20분, 저항운동 20분), 정리운동 10분

의미한다.

으로 구성하였고 주 3회, 총 12주간 실시하였다. 유산소 운
동은 트레드밀 운동과 고정식 자전거 운동으로 구성하였고

￭상지근기능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통한 점증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상지근기능 측정 항목으로 악력(Grip test)과 덤벨들기

얻어진 최대산소섭취량을 통해 예비산소섭취량(VO2R)을

(Arm Curl)를 측정하였다. 악력의 경우 피검자는 양발을 어

구한 후, 40~70% VO2R에 해당하는 심박수를 산출해 목표

깨 넓이로 벌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를 취하고 악

심박수로 채택하였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1~2주(적응단

력계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넣고 손잡이를 손

계)는 40% VO2R, 3~8주(향상단계)는 60% VO2R, 9~12주

가락의 제2관절에 닿도록 조절하고 한번에 최대의 힘을 발

(유지단계)는 70% VO2R로 설정하였다. 운동 중 목표심박수

휘하여 악력계의 손잡이를 쥐었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

를 유지하기 위해 무선 심박수 측정기(POLAR RS-400TM,

을 선택하였다. 덤벨들기는 2 kg의 덤벨을 한 손에 쥐고 30

Polar Electro Co., Filand)를 통해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였

초 동안 완전히 팔꿈치를 폈다가 구부린 횟수를 측정하는

다. 저항운동은 11종의 웨이트 머신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것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상체의 근지구력이 우수한 것을 의

저항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안정도가

미한다.

높은 간접 방식[1RM = W0 + W1, W0 = 약간 무겁다고 생
각되는 중량(7~8회 반복 수축이 가능한 무게), W1 = W0 ×

￭하지근기능

0.025 × R(반복횟수)]을 활용하여 1RM(최대근력)을 산출

하지근기능 측정 항목으로 의자앉았다일어나기(Chair

18)

저항 운동의 강도는 1~2주(적응단계)는 최대근력

stand)를 측정하였다. 양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30초 동안 앉

의 40%, 3~8주(향상단계)는 최대근력의 60%, 9~12주(유지

았다 완전히 일어선 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횟수가 많을수

단계)는 최대근력의 70%로 하였고, 하루에 3세트 운동을

록 하지 근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실시하였으며 세트 간 휴식시간은 1.5분으로 하였다.
￭유연성
2) 측정항목 및 측정도구

유연성측정 항목으로 상체유연성은 등뒤에서손잡기

(1) 체력검사

(Back scratch)를 하체유연성은 의자앉아앞으로굽히기
(Chair Sit-&-Reach)를 측정하였다. 상체유연성은한손은 어

체력검사는 Rikli와 Jones (2001)의 senior fitness test
19)

manual의 번역서인 노인체력검사 의 지침에 따라 상지근

깨 위로 다른 손은 어깨 밑으로 하여 등 뒤에서 양손을 잡

기능, 하지근기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및 동적 평형

도록 한 후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사이의 거리를 자로 측

성을 측정하였고, 근기능 검사를 위한 악력검사와 고정식

정하여 서로 만나지 않으면 (-)로, 만나면(+)로 표기한다.

자전거를 이용한 점증운동부하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의 숫자가 높을수록 상체유연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하체유연성은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심폐지구력

한쪽 다리는 쭉 뻗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발쪽으

심폐지구력측정 항목으로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로 최대한 뻗은 후 발끝을 기준으로 손가락 끝이 넘어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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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로 표기한다. (+)의 숫자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repeated

높을수록 하체 유연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mea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하였다.

(2) 신체조성 검사
신체조성 검사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기

결

(DEXA: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하여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지방률, 상지근육량, 하지근육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총근
20)
육량은, Kim 등 이 제시한 사지근육량을 이용한 총근육량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운동군 22명, 통제군 20명으로 총 42
명이었다. 피검자의 신체적 특성 및 종속변인의 사전검사결

계산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과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연령, 신장, 체중,
(3) 혈액검사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근육량, 근육지수 모두 집단 간 유의

혈액 성분 분석을 위한 채혈은, 12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유지하여 트레이닝 전과 후에 전완주정맥에서 1회용 주사기

2. 체력의 변화

(Becton Dickinson Vacurainger System)를 이용하여 각각
15 mL를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의 분석은 serum과

비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

plasma로 원심 분리한 후 드라이아이스에 냉동 보관하여 의

적용 전후 체력의 변화는(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악

료법인 녹십자에 분석 의뢰하였다. TG, HDL-C와 LDL-C

력에서 측정시기간 주효과만 나타났으며, 덤벨들기에서는

농도는 효소비색법(Toshiba, 120-FR, Japan)으로 분석하였

측정시기간 주효과 및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효과가

고 TC는 생화학 검사기를 이용하여, IGF-1은 CLIA방법으

나타났다. 나머지 체력검사(최대산소섭취량과 2분제자리걷

로 Immulite 2000 (Siemens,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 의자앉아일어나기, 등뒤에서 손잡기, 의자앉아앞으로굽
히기)에서는 측정시기 및 집단간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

3. 자료분석

용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

3. 신체조성의 변화

노인의 체력 및 신체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ASW Statistics) version 18.0

비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측정시기와 집단간

적용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는(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Exercise Group (n = 22)

Control Group (n = 20)

Age (years)
66.59 ± 3.13
Height (cm)
154.93 ± 5.20
Weight (kg)
59.60 ± 5.62
2
24.80 ± 2.33
Body Mass Index (kg/m )
Total body fat (%)
33.90 ± 3.12
Total muscle mass (kg)
18.45 ± 1.57
ASMI (%)†
27.56 ± 2.89
* Values are mean ± SD, by independent t-test (Exercise Group vs.
†ASMI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Index), Appendicular Skeletal

Table 2. Exercise Program
Stage
Warm-up
Main exercise

Cool-down

Aerobic Exercise
Unaerobic Exercise

67.80 ± 3.38
153.21 ± 4.66
58.14 ± 7.60
24.83 ± 3.62
33.78 ± 4.49
18.43 ± 1.40
28.37 ± 2.98
Control Group).
Muscle/Weight × 100.

t

P value

-1.200
1.128
.715
-.032
.101
.039
-.893

.238
.266
.479
.974
.920
.969
.377

Exercise mode

Duration

Intensity

walking, stretch
treadmill, bicycle ergometer
lat pull down, leg press,leg extension,
seated chest press, inner thigh, butterfly,
abdominal, shoulder press, long pull,
arm curl, leg curl
walking, stretch

10 min
20 min
20 min

RPE (9~11)
40~70% VO2R
40~70%
1RM
1.5 set

10 min

RPE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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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fitness
Variables*
VO2max
(mL/kg/min)

Group
EG
CG

Pre
25.42 ± 5.47
24.78 ± 7.30

Post
28.81 ± 8.08
24.93 ± 4.77

2-Min Step
(no. of steps)

EG
CG

110.68 ± 22.67
114.70 ± 13.90

112.95 ± 14.32
111.85 ± 10.24

Grip test
(kg)

EG
CG

22.53 ± 2.62
22.52 ± 4.09

23.72 ± 2.86
23.04 ± 3.96

Arm Curl
(no. of reps)

EG
CG

20.54 ± 3.54
21.70 ± 4.98

23.45 ± 2.55
20.20 ± 4.77

Chair stand
(no. of stands)

EG
CG

16.04 ± 5.04
16.75 ± 5.21

17.31 ± 3.63
17.20 ± 3.57

Back Scratch
(cm +/-)

EG
CG

-2.81 ± 8.90
-1.07 ± 9.10

-1.67 ± 6.11
-0.75 ± 8.56

Chair Sit-&-Reach
(cm +/-)

EG
CG

15.45 ± 10.51
15.52 ± 7.70

16.10 ± 8.95
15.18 ± 9.17

F
2.126
1.740
1.792
.021
.102
1.624
8.320
.117
1.317
14.46
.007
7.378
1.927
.058
.440
1.625
.291
.503
.091
.024
.954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P value
.153
.195
.188
.887
.751
.210
.006§
.734
.258
∥
.000
.935
.010‡
.173
.811
.511
.210
.593
.482
.764
.878
.335

2

ηp
.050
.042
.043
.001
.003
.039
.172
.003
.032
.266
.000
.156
.046
.001
.011
.039
.007
.012
.002
.001
.023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Values are mean ± SD.
2
2
†a, period; b, group, a × b, interaction; ηp : patialηp .
‡P < .05, § P < .01, ∥P < .001.
Table 4. Change of body composition
*

Variables
Weight (kg)

Group
EG
CG

Pre
59.60 ± 5.61
58.13 ± 7.60

Post
59.34 ± 5.42
58.52 ± 7.77

2
BMI (kg/m )

EG
CG

24.80 ± 2.32
24.83 ± 3.61

24.75 ± 2.25
24.99 ± 3.66

Percent fat (%)

EG
CG

33.90 ± 3.12
33.78 ± 4.48

33.52 ±3.23
33.66 ± 4.59

ASMI (%)

EG
CG

27.56 ± 2.88
28.37 ± 2.98

27.56 ± 2.69
27.40 ± 3.08

Upper limbs muscle mass (kg)

EG
CG

4.19 ± .36
4.23 ± .47

4.16 ± .34
4.14 ± .46

Lower limbs muscle mass (kg)

EG
CG

12.13 ± 1.08
12.07 ± .87

12.11 ± 1.11
11.71 ± 1.04

Total Muscle mass (kg)

EG
CG

18.45 ± 1.57
18.43 ± 1.40

18.38 ± 1.56
17.92 ± 1.57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F
.132
.311
3.256
610
.022
2.108
3.692
.000
1.048
25.154
.131
25.631
2.501
.016
.637
8.581
.538
6.467
13.391
.270
8.128

P value
.718
.580
.079
.439
.884
.154
.062
.993
.312
.000¶
.720
.000¶
.122
.901
.429
.006∥
.467
.015§
∥
.001
.606
.007∥

2

ηp
.003
.008
.075
.015
.001
.050
.085
.000
.026
.386
.003
.391
.059
.000
.016
.177
.013
.139
.251
.007
.169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Values are mean ¡± SD.
2
2
†a, period; b, group, a × b, interaction; ηp : patialηp .
‡ASMI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Index), Appendicular Skeletal Muscle/Weight ×100.
§ P < .05, ∥ P < .01, ¶ P < .001.

근육지수와 하지근육량, 그리고 총근육량에서 측정시기간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에서는 측정시기와 집단간의 주

주효과 및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나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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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blood lipid profiles and IGF-1
*

Variables
TC
(mL/dL)

Group
EG
CG

Pre
188.47 ± 30.32
201.76 ± 33.50

Post
195.16 ± 28.65
211.65 ± 36.37

HDL
(mL/dL)

EG
CG

59.72 ± 13.76
65.87 ± 16.28

62.67 ± 19.09
62.12 ± 11.42

LDL
(mL/dL)

EG
CG

104.48 ± 26.80
112.41 ± 30.28

107.99 ± 26.93
124.66 ± 32.33

TG
(mL/dL)

EG
CG

121.32 ± 54.67
117.35 ± 60.84

104.15 ± 32.44
124.34 ± 50.61

IGF-1
(ng/mL)

EG
CG

139.38 ± 38.38
131.45 ± 43.77

141.33 ± 45.50
128.43 ± 42.31

F
4.908
2.606
.183
.060
.388
4.201
3.683
2.370
1.133
.523
.339
2.947
.031
.663
.707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P value
.032‡
.114
.005§
.808
.537
‡
.047
.062
.132
.293
.474
.563
.094
.861
.420
.405

2

ηp
.109
.061
.005
.001
.010
.095
.084
.056
.028
.013
.008
.069
.001
.016
.017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Values are mean ¡± SD.
2
2
†a, period; b, group, a × b, interaction; ηp : patialηp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4. 혈액변인의 변화

Toraman과 Ayceman의 연구24)에서 여유심박수의 50% 강

비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

도로 20분씩 하는 유산소 운동과 50~80% 1 RM의 강도로

적용 전후 혈액변인의 변화는(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시행한 저항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 운동을 주 3회, 9주 동

TC은 상호작용효과와 시기간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HDL은

안 실시한 결과 덤벨들기 기록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부분

상호작용효과만 나타났다. LDL, TG, IGF-1은 측정시기와

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런 복합운동을 통한 상지근기능의 향

집단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고

상은 물건 나르기, 가방 들기, 손자 안기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도움을 주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

찰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상지근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체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본 연구는 12주 유･무산소성 복합운동이 비만 여성 노인

았다. 특히 심폐지구력의 경우 유산소운동 20분의 시간이

의 건강관련 체력 및 신체조성, 근육지수, 혈중지질에 미치

심폐지구력의 증가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

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자

다 생각된다. 따라서 심폐지구력와 다른 체력요인의 효과를

료분석 결과 측정시기 및 집단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변

기대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 및 시간, 기간 등 운동프로그

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램의 일부 내용의 재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주 유․무산소성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덤벨들기,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근육량의 감소로 근력이

근육지수, 하지근육량, 총근육량, TC, HDL의 변인에서 사

크게 감소시킨다.

전․사후 검사 및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가중되는가 하면 만성질환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근육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된
21)

량의 감소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된

또한 골밀도 유지 및 근육량 증가에 따른 낙상 발생률
22)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

다.

그

26)

이와 같은 노화의 과정은 필연적이지만 운동에 의해서

러나 실제로는 많은 노인들이 통증 등의 이유로 운동 참여

그 진행속도와 양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를 기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다.27) 근육감소의 예방을 위해서는

에게 적용되는 운동은 특히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고려하

28)

운동요법이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운동 시 관절에 통증이 없으며

McCarthy 등29)

은 복합 운동,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비교한

관절가동범위를 넓혀 주고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근육량의 감소는 신체활동 능력을 떨어

뜨림으로써 다른 요소의 체력의 약화시키고 낙상의 위험이

노인은 체력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능력이 높아 정상적인
다.

25)

결과 복합 및 저항성 운동에서는 제지방량이 각각 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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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것

41)
였다는 연구 와,

보다 복합운동이 더 제지방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

70~80% 강도로 주 3회씩 2개월 동안 자전거 에르고미터에

30,31)

32)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산소섭취량의

또한 Kwon 등 은 노인여성들에 있

서 운동을 실시한 결과 HDL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어서 1회 80분, 주 3회 24주간 복합운동(스트레칭, 유산소,

42)
는 보고와 일치한 결과이다. 그러나 12주 동안의 유산소

저항운동)의 실시가 사지근육량과 자립생활체력을 효과적으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HDL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지 않

로 개선시켰다고 보고하였다.

43)
았다는 오대성의 연구 와는 상이한 연구결과이다.

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구성 변인에 있어 근육지수, 하지근육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운동프로그램은 HDL의

량, 총 근육량 등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

증가에는 유효했으나 TC 및 LDL, 그리고TG의 저하를 가

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이들 변인이 운동집단의

져오기에는 운동기간이 다소 짧았고 운동량이 부족하지 않

사후검사 값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았나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보다 장기간의 운동프로

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실험기간 동안 통제집단에서 이들

그램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변인들의 저하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에 기인한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 12주간의 유․무산소성

것이다. 이는 노인여성에서 운동은 근육적성을 향상시키기

복합운동프로그램은 상지근 기능의 개선과 더불어 근육량

보다는 근육량의 감소와 근력의 저하를 지연시켜 준다는 사

의 감소 및 근육지수의 하락 그리고, 혈중 TC 증가 및 HDL

실을 말한다. 이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운동 특히 저항운

저하를 지연시켜 줌으로써 비만 여성 노인의 근감소형 비만

동은 노인여성의 근력증가 보다는 근감소증 심화를 해소시

예방과 대사성질환의 위험 요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

운동프로그램으로 권장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

에서 근육량의 개선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보다 정선된 프
로그램의 운동 처치가 이루어질 경우 근육량의 증가나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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