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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노인 비만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화에 따

The number of obese elderly people is increasing

라서 지방량의 증가와 근육량이나 근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worldwide. Aging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fat mass and

러한 근감소성 비만은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노인들

reduced muscle mass and strength. Sarcopenic obesity is

에 있어서 당면한 주요 공중보건의 도전과제이다. 최근의 연구

associated

들에서 저항성 운동은 근감소성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

complications, and represents a major public health challenge

여 근골격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항성 운동은

in elderly people.

with

a

loss

of

independence,

metabolic

지방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Recent studies show that resistance exercise has remarkable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저항성 훈련은 노인들의 근감소

beneficial effects on the musculoskeletal system including

성 비만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중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arcopenic obesity. Resistance
exercise not only decreases fat mass and central obesity, but
also increases muscle mass and strengthens the muscle.

중심단어: 근감소성 비만, 저항 운동, 근육량, 근력

Resistance training should be central component of
sarcopenic obesity prevention programs along with an
aerobic exercise in elderly people.
Key words: Sarcopenic obesity, Resistance exercise,
Muscle mass, Muscle strength

서

2)

가하는 대신 근육량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기전은 신경계 및 호
비만 노인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르몬 변화, 영양상태의 불균형, 신체활동의 감소, 만성염증
3,4)

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의 지속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근육 내의 지

노화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의 하

방 축적으로 인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Interlukin-6, TNF-α

나가 골격 근육량의 감소로 인한 근감소증(Sarcopenia)이다.

등)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단백질 대사에 나쁜 영

근감소증은 근력(muscle strength)의 저하를 유발하여 각종

향을 주어 근육량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킨다.5) 더욱이 근육

신체기능의 감소, 장애, 낙상, 삶의 질 저하 등을 일으키고

량의 감소로 인하여 신체활동 또한 줄어들어 안정 시 소비

사망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열량이 감소하여 체지방이 증가하게 된다.6)

근감소

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

현재까지 근육감소증이나 근육감소성 비만을 예방하고

중은 변하지 않더라도 체성분의 변화가 일어나 체지방은 증

치료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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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속근 운동단위( fast motor unit)의 감소와 동반되어
8)

나타나는 속근 섬유의 단면적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근 횡단면적의 증가는 특정 근섬유에서 근원섬유
(myofibrils)의 크기와 수의 증가에서 기인하므로 저항성 운
동은 액틴(actin)과 마이오신(myosin)세사를 더 많이 증가시
키는 단백질 합성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근증식(hyperplasia)
또는 근섬유의 수의 증가가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명확한 증
거는 없지만 동물 대상의 연구에서는 근증식의 연구 보고가
9)

있다.

근섬유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저항성 운동은 근섬유의
하위 유형을 type IIb에서 type IIa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이러한 하위 유형의 변화는 일정한 트레이닝 기간 후에
관찰되며, 근세포 마이오신의 heavy chains 구성의 변화를

Fig. 1. Interventional strategies for sarcopenic obesity.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양(근
10)

비대)뿐만 아니라 질까지 변화시킨다.

운동의 형태는 크게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
동(aerobic exercise)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저항성 운동

그러나 저항성 운동이 지근섬유를 속근섬유로 변화시키

(resistance exercise)으로 구분하는데, 적합한 운동 프로그

거나 그 반대로 속근 섬유를 지근 섬유로 변화시킬 수 있다

램의 수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운동형태 모두에서 운동의

고 제시하는 연구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빈도(frequncy), 운동의 강도(intensity), 운동의 시간(time)

근력의 근원은 근육과 연결된 신경계이기 때문에 근육이

등의 요소들이 사용된다.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성 운동 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동 단위(motor units)에 의해

두 노화에 따른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신경체계가잘 연결되어야 한다. 운동 단위의 동원은 그 크

알려져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와 그 효소 합

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더 작은 운동단위(type I)는 더 큰 운
11)
동 단위(type II) 보다 먼저 동원되는데 , 운동의 초기 단계

성을 증가시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며, 근육 내
의 지방을 감소시켜 근육의 기능 향상을 시키는 효과가 있

에서는 운동 단위를 동원하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

으며,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

에 처음에 저강도의 운동에 중점을 두면 신체에 불필요한

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으면서 뇌와 근육의 협응력을 높일 수
12)
있다 .

근감소성 비만의 전략은 Fig. 1과 같이 운동을 위한 사전
검사, 호르몬관계 영양공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한 후

노화에 따라서 골격근의 특징 변화에서 미토콘드리아 변

의사의 조언을 받은 후 유산소성 운동을 포함한 저항성 운

이와 결손은 골격근 단일섬유에서 증가하고, 변이의 빈도는

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본 미니종설에서는 저항성

근육 감소증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근육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3).

운동의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저항성 운동 전략

저항성 운동에 따른 근. 신경계 변화
저항성 운동은 근육, 건 및 인대의 적응을 가져오는데 가

노화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을 방해할 뿐

장 분명한 적응은 근비대(hypertrophy)다. 근비대는 근육의

만 아니라 노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DNA는 40%까지 감

크기(횡단면적)의 증가를 말하는데, 근원섬유 단백질(근세사

소하며, 노화관련 단백질 대사 교란은 근육대 체중 비율

섬유)의 증가로 인해 근섬유의 교차 부분이 늘어나서 일어

(muscle: body mass ratio)을 감소시키는데, 이 상태에서 체

난다. 저항성 운동은 type I과 type II 근섬유의 횡단면적을

지방 백분율이 증가하면 노인에서 근감소성 비만을 초래하

증가시키는데, type I 섬유보다 type II에서 근비대가 높게

게 된다.

14)

나타나며, 운동 중지(detraining)에 따른 근위축도 type II에

코호트 연구에서 집단 거주 노인들은 낮은 근육량을 가

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 노인들에 있어서도 12주간 1 RM의

지고 있으며 그 결과 근력도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고하고

80%로 저항성 운동을 시킨 결과 type II 섬유의 크기와 더

있다.

15)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대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율동적

7)

불어 근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반면, 저항성 운동은 가해진 힘, 즉

노화에 따른 골격근의 감소는 속근 섬유의 선택적 위축

많은 힘을 가해 운동하는 근육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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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밖에 연구에서는 중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건

근육의 질량과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강한 노인들의 근육의 강도와 질량이 젊은 사람과 비교가

16,17)

, 유산소 운동이 근비대에 기여하는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근섬유의 횡단면적

전신저항성 운동을 실시한 노인들(65~75세)이 젊은 청년들

있다고 하였으며

18)

(CSA: cross-sectional area)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20~30세)과 비슷하게 근육의 횡단면적이 증가하였음을 보

유산소 운동 이후 미토콘드리아의 부피, 효소활동의 증

고하였다.

가, 근육의 단백질합성, 근육의 질 등은 연령과는 아무런 관

27)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저항성 운동은 점진적 저항 운

19)

계없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동(PRT: progressive resistance training)이다. 노인들을 대

유산소 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저항성 운동은 근육의 질량

상으로 점진적 저항성 운동에 관한 121개의 무작위 대조실

과 강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험을 실시한 Cochrane (2003)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sarcopenia의 진전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일주

2회 저항 운동을 시행했을 때 신체기능과 걸음속도, 동적균

일 동안 저항 운동을 단 한번만 실시해도 근육의 강도를 향

형검사(“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의자에서 일어난 후 가장

20,21)

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정되고 편안한 속도로 3 m를 걸어가는 검사), 계단오르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의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통해

기, 균형잡기가 향상되었고, 특히, 고강도 운동집단에서 근
28,29)

근육의 강도 향상(> 100%)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횡단

육의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면적이 11%나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강도 및

결과에서도 10~12주간의 저항 운동을 실시한 연령 > 90세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26주간 실시한 결과 고강도 저항성

의 노인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22,23)

또한 나이 많은 요양소

운동집단의 대퇴근육의 강도가 저강도 운동집단과 비교해
30)

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저항 운동을 통해 걸음속도, 계단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

르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의 향상뿐만 아니라 근섬유의 횡단

저항성 운동은 다수의 복수이환(comorbidities)을 보이는

24)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발

면적(3~9%), 근육강도(> 100%)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근비대는 근육의 단백질합성이 단백질분해에 비해 더 빠

을 헛디뎌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르게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데, 저항성 운동을 수행하는 노

고 하였으며 근육주변의 위성세포(Satellite Cell)의 수를 증

인들은 골격근의 단백질합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보

가시켜 type II(fast twitch) 근섬유뿐만 아니라 근육의 횡단

여주고 있다.

면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9)

이는 곧 근육의 질

량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

노인들이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혼합근육단백질합성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과 특정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synthesis)를 젊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

그 결과,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릴 수 있으며, 근육의 강도와 근지구력의 향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체의 기

25,26)

능감퇴와 장애를 예방하게 된다.

있는 type I과 type II 근섬유의 크기가 증가한다.

11)

Table 1. Basic Exercise Guidelines for Seniors
Mode
Stationary or recumbent cycling, aquatic exercise, or treadmill with handrail support
Frequency
2~5 days per week
Intensity
40~85% of VO2 peak
Duration
30~60 minutes per day or 8-to 10-min bouts
Movement Assessment
Push, pull, OH squat, or
Sitting and standing into a chair
Single-leg balance
Flexibility
Self-myofascial release and static stretching
Resistance Training
1~3 sets of 8~20 repetitions at 40~80% on 2~3 days per week
TM
Phases 1 and 2 of OPT model should be mastered before moving on
Phases 2~5 should be based on dynamic postural control and a licensed physician’s recommendation
Special Considerations
Progression should be slow, well monitored, and based on postural control
Exercises should be progressed if possible toward free sitting (no support) or standing
Make sure client is breathing in normal manner and avoid holding breath as in a Valsalva maneuver
If client cannot tolerate SMR or static stretches because of other conditions, perform slow rhythmic
active or dynamic stretches
SMR, self-myofascial release, OH, overhead squ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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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timodel exercise interventions in the obese, older adult
Author
Population
N
Exercise program
Miller et al.32
69.7 ± 0.6 yrs
87 6 months, 3 × week (45 min) Aerobic
57~6% women
(walking, cycling; 50~85% HHR)
(2008)
Amerian: Knee
Strength (leg extension, leg curl, heel
OA;PAIBCT trial
raise ands step ups; 2 sets × 12 reps);
meal replacements, structured menus,
educational component; controls
received lectures on health topics
Villareal et al.33) ≥ 65 years 62%
107 12 months; four group study
(2011)
women; American
1. Exercise (90 min sessions of AX
cycling, treadmill, stairs; RX 1~2
sets of upper and lower body
machines at 65% of maximal lift,
8~12 reps, flexibility)
2. Diet (weekly group sessions whit a
Dietician to obtain prescriptions for
a 750 kcal daly Deficit)
3. Exercise + Diet
4. Control group (no intervention)

Outcomes
Exercise lost 0.8% body weight compared
with controls; 6 month changes in stair
climb time ↓ from 95 to 9.2s, and 60
min walk distance ↑ from 445.3 to
493.4 m (both P < 0.05); no significant
change in IL-6 TNF-α, or C-reactive
protein by month 6 
The Exercise + Diet group demonstrated
a 21% chenge in PPT scores compared
with exercise and diet groups by month
12 (12~15%); muscle strength ↑ 34~35%
in the Exercise and Exercise + Diet group
compared to the diet group (3%); obstacle
course time to completion improver 10~13%
in all intervention groups compared to
control; single leg balance time also
increased in these same three groups by
week 52 (all P < 0.05)

최근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에서는 근육의 크기(Muscle

염증지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Size)보다는 근력(Muscle strength)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염증반응 지표 변화에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는 실정이다.

31)

하였다.

Table 1은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프로그램을 나타

결

론

낸 것으로써11) 노인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게 프로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근감소성 비만의 예방과 운동치료

그램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적은 칼로리를 연소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의 지속적인 참여는

시키지만 제지방량의 증가와 대사량 유지에 중요하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은 관절가동범위 운동과 스트레칭(유

일부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3종류의 운동형태가

위해 노인 개인마다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

추천되는데, 관절가동 운동에는 관절이 제한 없이 잘 움직

요하며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성과 현재 상황에 맞는 저항성

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유연성 운동(스트레칭 및 가동영

운동방법이 후속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역 운동)을 하여야 한다. 근육강화를 위한 운동은 등척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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