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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known that the obesity related health risk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otal adiposity
as well a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adipose t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paced aerobic plus resistance exercise program on changes in body
composition, in particular abdominal fat, and lipid in thirteen older women. Subjects (65∼78
year) exercised 3 times/week for 12 week. Body composition was measured by the impedance
method, and regional body composition was assessed by computed tomography. There was little
but significant change in body weight (58.6±9.6 vs. 57.3±9.6 kg, p<0.05), total body fat (34.5±
2
6.8 vs. 33.0±5.9%) and subcutaneous fat area (218.3±74.4 vs. 213.6±86.4 cm ) in these
2
subjects. Unexpectedly, visceral fat area was found to increase (115.5±42.0 vs. 124.0±49.1 cm ,

p<0.05) after a self-paced exercise program in older women.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systolic (p<0.01) and diastolic blood pressure(p<0.01), serum levels of total cholesterol
(p<0.05) and basal glucose (p<0.05) not in triglyceride. In conclusion, although the internal
abdominal adipose tissue and triglyceride did not decrease,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self-paced exercise with aerobic and resistance training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change the
subcutaneous fat area and to improve the coronary artery disease risk factors for older persons
without die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Self-paced exercise, Aging, Visceral adipose tissue, Coronary artery disease risk
factors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2000 －

서

자기페이스 운동은 개인이 운동의 강도와 스피드를

론

조절하는 신체활동이다.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페
고령자의 에너지 수요는 신체활동 및 제지방량 감소

이스에 맞추어 실시한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운동의 복

로 인한 대사율의 저하 때문에 줄고[38], 에너지소비

합운동이 신체구성 특히 복부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

의 저하는 에너지섭취의 감소와 불균형을 가져와 허약

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낮은 강도의

한 대부분의 고령자의 경우 지방량 증가로 기능적 자

저 충격 에어로빅댄스와 고무줄을 이용한 저항성 운동

립이 점차 어려워 의존생활을 하게 된다.

의 병행이 여성 고령자의 지방분포와 관상동맥질환의

지방은 인체의 3 부위, 즉 복부내장, 피하,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며 이 체지방은 나이증가와 함께 몸통에

위험요인의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
다.

특히 복부 내장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다[10]. 지방분
포는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제 II형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사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7] 노년기
에 복부지방의 감소는 순환기 및 대사계 질환의 예방

연구방법
1. 대상

에 매우 중요하다. 복부 내장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하

피검자들은 신체검사 및 의학검사를 받아 가벼운 운

여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 특히 유산소성 운동이 많이

동을 하여도 괜찮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정기적

사용되어 왔다[11,12,33,37]. 예를 들면 Despres 등

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나 주 3회 본 운동프로그램에

[11,12]은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15명중 프로그램

남성과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Schwartz 등[33]과 Trueth 등[37]은 고령자를 대상으
로 지구성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복부비만이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을 끝낸 사람은 90%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2. 체지방량 및 체지방분포 평가

한편, 고령자를 위한 운동지침에서는 유산소성 운동

총 체지방은 생체 전기임피던스법을 활용한 Tanita

뿐만 아니라 근기능 및 뼈의 건강을 위해 저항성 운동

社의 체지방량 측정기 (TBF-401BFA)를 이용하여 구

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근력 트레이닝은

하였다. 지방분포는 컴퓨터 촬영 (CT:computed tomo-

고령자의 체지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근육량을 증가시

graphy)(GE Hi light/Advantage Scanner)을 이용하여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9,13,14] 근력트레이닝도

복부의 피하지방과 내측 지방조직을 측정하여 평가하

고령자의 내장지방면적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36,37].

였다. 4∼5번 요추 사이의 CT 스캔이 평가되었다. 허

Table 1. Combined Exercise Program in Welfare Facility
Content
Warming-up

Calithenic and stretching

Time
5∼10 min

Aerobic
exercise

low impact aerobic dance: walk, step touch, knee lift,
mambo step, low kick, bounce

15∼20 min

Resistance
exercise

Exercise tube and band
upper limbs:standing arm curl, side raise,
single arm pull down
Lower limbs:standing straight leg hip abduction and
prone straight leg hip flexion,
seated ankle plantar flexion/reversion

15∼20 min

Cool down

Stretching

5∼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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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Data Before and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
Before
Age, yr
Height, cm
Weight, kg
2
BMI, kg/m
Body fat, %
Fat mass, kg
Fat-free mass, kg

70.8±3.5
149.3±3.8
58.6±9.6
26.2±3.5
34.5±6.8
20.8±7.2
37.8±3.1

After

Before
149.7±4.0
57.3±9.6*
*
25.5±3.6
*
33.0±5.9
19.4±6.4*
37.9±3.6

Values are means±SD. *p<0.05, BMI: body mass index

Table 3. Regional
Body
Composition
by
Anthropometry Before and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
Before
Skinfolds, mm
Biceps
Triceps
Subscapular
Abdominal
Thigh
Circumference
Waist, cm
WHR

9.3±3.0
18.2±7.0
21.4±7.8
26.3±9.9
19.1±6.0
91.5±10.4
0.99±0.07

Table 4. Blood Pressure, Lipid and Glucose Data
Before and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

After

TC, mg/dL
TG, mg/dL
Glucose, mg/dL
SBP, mmHg
DBP, mmHg

After

201.3±31.0
117.1±34.6
89.5±10.7
150.0±14.0
87.5±7.8

172.3±32.9*
142.6±63.3
*
83.1±10.8
129.4±15.4**
74.1±9.7**

*p<0.05, **p<0.01, TC:total cholesterol, TG:triglyceride,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3. 운동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은 매회 50∼60분 씩 주 3회, 12주 동
안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8.5±2.9
7.7±5.1*
8.3±6.5*
*
5.4±7.9
18.9±5.9
*

88.9±9.9
0.97±0.07*

*p<0.05

준비운동은 스트레칭과 도수체조를 하였으며 본 운동
은 유산소성 운동, 즉 저 충격 에어로빅댄스를 15∼20
분 동안 실시하고, 저항운동은 크고 작은 고무 튜브와
밴드를 이용하여 상지운동 3 동작과 하지운동 4 동작
을 15∼20분 동안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운동을
스트레칭과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시간을 갖게 하여 심
신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모든 동작은 지도자의 구
령과 동작에 따라 하였으나 동작의 크기와 운동강도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리둘레가 측정된 배꼽높이 수준은 L4에 해당한다[5].

4. 자료처리

그리고 내장지방 면적 (visceral fat area:VFA)과 피하
지방 면적 (subcutaneous fat area:SFA)의 비율을 구하
여 복부비만을 평가하였다. 피하지방두께(이하, 피지
후)는 영연식 캘리퍼를 이용하여 이두근 부위, 삼두근
부위, 복부, 상장골 부위, 견갑골하단 부위, 대퇴 부위

모든 종속변인들의 측정값 전․후 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는 0.05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통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모
든 측정값은 평균±SD로 나타내었다.

를 측정하였다. 신체둘레는 허리와 엉덩이를 탄력이
없는 줄자로 측정하여 허리둘레에 대한 엉덩이둘레의

결

과

비 (waist-to-hip ratio:WHR)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
는 배꼽 위를 재었고, 엉덩이는 가장 돌출된 것을 재었
다. 피지후는 1 mm, 둘레는 1 cm 이상 차이가 없을
때까지 표준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운동트레이닝 프로그램 전․후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피검자들의 연령은 65∼78세 (평균
70.8세)였으며,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의 체중 (58.6±
9.6 kg)은 종료 후 (57.3±9.6 kg) 약 1.3 kg 감량되었
으나 큰 값은 아니었다 (p<0.05). 신체질량지수인 BMI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2000 －

cm2

Before

250

After

200

150

100

50

0

SAT

VAT

Fig. 1. CT measured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after exercise program
* p<0.05, VAT: visceral adipose tissue,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isceral Adipose Tissue and Body fat
Distribution Indices
WHR
VAT

B

A

.581*

.546

WHTR
B
.778**

WC
B

A
709**

*p<0.05, **p<0.01, VAT:visceral adipose tissue,
WHR:waist-to-hip ratio, WHTR:waist-to-height ratio

.774**
WC:waist

A
.774**

circumference,

는 2.9% 감소하였다(p<0.05). 상대적, 절대적 체지방

로그램 실시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p<0.05), 중성지방

은 각각 4.1%, 7.4% 감소하였으며 (p<0.05) 제지방량

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p>0.05). 수축기 및 확장

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p>0.05).

기 혈압은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1).

신체 각 부위의 피지후를 운동 프로그램 전․후에

운동프로그램 전․후의 복부의 내장지방면적과 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대퇴부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

하지방면적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CT를 이용하여

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이두근 (6.5%) 및 삼

측정한 복부의 내장지방면적은 운동프로그램 이후 오

두근 (2.7%)의 말초부위보다는 견갑골 하단부 (13.3%)

히려 7.7% 증가하였고 (115.5±42.0 cm
2

2

vs. 126.0±

및 복부(9.0%)의 중앙부위에서 감소율이 컸다 (Table

49.1 cm ,

3). 체지방분포의 인체측정지표인 허리둘레 및 허리둘

2
2
(218.3±74.4 cm vs. 213.6±86.4 cm , p<0.05). 내장

레/엉덩이 둘레의 비는 각각 11.9%, 2.2%의 유의한

지방형 비만의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장지방면

감소를 보였다.

적에 대한 피하지방면적의 비(V/S)는 운동 전 (0.55±

운동트레이닝 프로그램 전․후의 순환계위험인자
값은 Table 4와 같다. 총콜레스테롤 및 혈당은 운동프

p<0.05),

피하지방은 약간 감소하였다

0.20)에 비하여 오히려 운동 후에 0.62±0.21로 증가
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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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지방면적과 인체측정 지표사이의 상관은 Table

하였다. Campbell 등[8]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12주 동

5와 같다. WHR은 내장지방면적과 운동 전에는 유의

안 점진적인 저항운동을 시킨 결과, 체지방량은 1.8 kg

한 상관을 보였으나 (p<0.05), 운동 후에는 양자 사이

감소한 반면, 제지방량은 1.4 kg 증가하였다. 고령자가

의 상관이 유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허리둘레 WC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건

(r=.774,

비

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근육량이 줄면 글루코스

(waist-to-height ratio, WHTR) (r=.778, p<0.01), BMI

조절이 나빠져 당뇨병 및 동맥경화의 위험을 악화시킨

(r=.714, p<0.01)는 내장지방면적과 유의한 상관을 보

다. 게다가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력이 떨어져 고령자

였으며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모두 높은 상관

에서 무기력증을 일으킨다. 따라서 제지방량의 유지나

(r=.774, r=709, r=790)을 나타냈다.

증가는 대사성 활성과 산화능력을 개선시켜 당뇨병 및

p<0.01),

허리둘레에

대한

신장의

동맥경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고

찰

체지방량은 1.4 kg의 감소를 보였고, 제지방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즉 12주 동안 자기페이스의 규칙적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피검자의 BMI가

인 운동이 고령자의 에너지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체

25.6에서 30.2사이이고, V/S가 0.42에서 1.25 범위에

지방량을 감소시키며, 대사적으로 활성 조직량을 유지

있어 피검자 대부분이 내장지방형 비만이라고 할 수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있다. Willams 등[44]은 복부 내장 지방면적이 110
2

복부지방의 과잉축적은 당 및 지질 대사 이상과 밀

cm 이상인 여성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이 매우 높

접한 관련이 있다. 이 양자사이에서 인과관계는 분명

아진다고 하였다. 피검자중 내장지방면적이 110 cm2

하지 않으나 내장지방 조직에서 분비된 지방산은 문맥

이상인 사람이 5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비만특성이

순환계를 통해 직접 간에 도달하지만 피하지방에서 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체

비된 지방산은 기관순환계로 분비되기 때문에 내장지

중, 체지방률, 그리고 복부피하지방이 작지만 유의하

방세포의 지질분해가 피하지방세포보다 카테콜아민에

게 감소하였다.

보다 민감하게 빈응하고[28],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피지후 감소는 팔다리 부위가 견갑골하단부 및 복부

억제되어[22] 여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

보다 적었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된다. 따라서 이 복부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고령

[30]. 이상과 같이 피지후로 평가한 부위별 지방량 감

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소는 대퇴 및 상완보다 복부 및 견갑골하단부의 감소

복부지방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운동방법이나 형태

율이 훨씬 높은 것은 복부지방세포가 둔부 및 대퇴 부

는 분명하지 않으나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이나 근력

위보다 카테콜아민에 대한 지방분해 반응이 높기 때문

운동은 고령자의 복부지방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다[20].

[33,36,37]. 예를 들면 Treuth 등[37]은 건강한 고령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처방에 저항운동을 포함

성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근력트레이닝을 16주 동안 시

하는 것이 유산소성 운동만을 실시하는 것보다 적은

킨 결과, 체지방 및 제지방량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에너지를 이용하고 지방분포의 개선이 크지 않을지라

않았으나 내측 복부지방조직은 크게 감소하였다.

도 근력운동은 고령자의 활동능력을 수행하는데 필요

Schwartz 등[33]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걷기 및 조깅을

한 근력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arette 등[9]

시킨 결과 복부지방이 25% 정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도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운동을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하지방 면적이 13.6%의

병행시킨 결과, 근력 및 근육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보

유의한 감소를 보인 반면, 내장지방 면적은 오히려 증

고하였다. 지방량을 감량시키는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

가하였다. Despres 등[12]도 폐경기 이전의 비만여성

으로 알려져 있으나, Van Etten 등[40]과 Treuth 등

을 대상으로 14개월 동안 유산소성 운동을 시킨 결과,

[37]은 근력트레이닝도 지방산화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복부피하지방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복부 내측지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2000 －
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칼로리식+유산소성 운동 그룹, 저

지방조직에 대한 운동효과의 차이가 다른 이유에 대해

칼로리식+저항성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16주 동안 프

서는 아직 충분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내장지방량 감소의 차이는 양

는 내장지방세포가 복부 피하지방 세포에 비하여 카테

그룹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칼

콜아민 자극시 호르몬 감수성 리파아제 활성이 높아

로리 섭취량을 중요시하였다. 安部 등[2]은 평소의 섭

[26] 운동에 대한 지방분해는 복부내측 부위가 피하부

취에너지량을 피검자가 스스로 1,700 kcal 수준에서

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momura 등[34]

억제하고, 주 3∼4회 트레이닝을 30∼60분씩 13주 동

은 운동실시에 따른 acyl-coA

안 시킨 결과 피하지방량과 내장지방량이 모두 유의하

synthetase (ACS),

lipoprotein lipase (LPL), glucose transporter 4 (Glut

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4) 등의 유전자 발현량이 피하지방에서는 거의 변화가

Despres 등[12]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4개월 동

보이지 않았고, 내장지방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고 보

안 중등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시킨 결과 내장지방면적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

에 대한 총체지방면적의 비율이 3.4∼6.5%의 적은 감

의 합성을 저하시켜 내장지방을 우선적으로 감소시킨

소를 보인 반면, Stallone 등[35]은 저칼로리식을 폐경

기구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

기가 지난 여성들에게 시킨 결과 3∼27%나 감소하였

장지방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운동프로그램 종료 후

다고 보고하였다. Schwartz 등[33]은 중등도 비만인

콜라, 사이다, 커피의 음료수 섭취와 식사량의 증가,

남성 28세 (13명) 및 67세 (15명)를 대상으로 운동트레

즉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로 지질 합성능도 높기 때문

이닝을 시킨 결과, 내장지방 면적에 대한 총체지방 면

에 특이적으로 내장지방만이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

적의 비율이 각각 6.7%, 3.1%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렵다. 이것을 직접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피검자들은

이와 같이 복부지방의 감량에는 대상과 식사요법의 유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복지관에서 음료수와 커

무에 따라 차가 있는 것 같다.

피를 상음하며 특히 설탕을 많이 섞어 마신 것이 한

본 연구에서 내장지방 면적의 평균값이 증가한 것으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田中 등[3]은 생활습관과

로 나타났지만 감소한 사람도 5명이나 되며 (38%), 복

내장지방과의 상관을 검토한 결과, 남성에서는 당분섭

부 피하지방 면적이 감소한 사람은 8명으로서 62%에

취와 내장지방사이에 r=0.52의 높은 상관을, 여성에서

해당하였다. Depres 등[12]도 13명중에서 4명은 트레

는 r=0.22의 낮은 상관을 보고하였다. 즉 이것은 당분

이닝 후 복부 내측지방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복부

섭취가 많을수록 복부내장 지방량의 비율이 커진다는

내측 지방면적의 감소크기는 총지방량의 감량과 유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물론 남녀차이는 있지만 설

한 상관이 있다고 하여 복부 내측지방량은 총지방량

탕섭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Keno 등

감소가 분명할 때 저하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17]은 쥐에게 자당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준 결과 장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피하지방은 운동

간막의 지방이 선택적으로 축적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

이나 신체활동량을 늘리므로서 감소하지만 내장지방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령 여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로리섭취를 제한시킬 필요성

성의 내장지방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는 섭취칼로리량 및 내용을 동시에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sser 등[41]은 55∼85세의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
로 신체활동과 체지방분포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식사요법을 하지 않고 운동트레이닝의 실시로 고령

저강도 혹은 중등도의 신체활동은 고령자의 체지방분

자의 내장지방 저하를 확인한 연구도 있지만[37] 선행

포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지만 강도 높은 운동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장지방의 유의한 감소는 식

이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사요법에 따른 체중감량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복부내장지방이 감소하

수 있다[15,35,45]. Ross와 Rissanen[31]도 상체 비만

지 않은 것은 비교적 낮은 운동강도도 한 요인으로 작

－ 자기페이스의 운동이 고령여성의 체지방 분포 및 순환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
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운동프로그

그룹과 감소한 그룹에서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고

램 이후 내장지방보다 피하지방의 면적이 감소한 원인

Krotkiewski와 Bjorntorp[19]은 복부비만자에게 3개월

은 분명하지 않으나 카테콜아민 자극에 의한 지방분해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체중과 체지방량의 변화는 없었

의 부위에도 차이가 있다[26,27]는 점 때문일지 모른

지만 인슐린감수성,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모

다. 따라서 운동시 호르몬 분비나 운동의 종류․강도

두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장지방과 관상

등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다

동맥질환의 위험요인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른 것은 체지방분포의 정의와 측정기술의 차이, 연구

으나 내장지방면적이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특성, 운동프로그램 내용의 차이 때문이라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등이 크게 개선된 것은 매우 흥미

생각한다.

가 있다. 즉 전체적인 체지방량과 복부피하지방량, 콜

복부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

레스테롤, 혈당, 그리고 혈압이 개선된 것은 내장지방

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7].

축적형 비만자라도 내장지방의 감량없이 관상동맥 위

William 등[43]은 혈액지질양상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적어도 9개월에 걸쳐 주당 16 km의 보행이나 조깅이

대사계 및 순환계 위험요인들과 WHR은 깊은 관련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지구성 트레

이 있다[1,7,23]. 체중 및 체지방 감량으로 비만과 관

이닝은 HDLC를 증가시키고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

련된 위험요인들이 개선된다면 WHR로 평가한 상체

테롤 (LDLC)을 낮추어 지질 양상을 개선시키는 것으

비만은 줄어야 한다. 몇몇 연구가 이러한 가설을 검토

로 알려져 있으나 중량운동이 지질 양상에 미치는 영

하였지만 WHR이 체중감량과 함께 감소한다는 연구

향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의 기간, 대상, 초기치 등에 따

[24,42]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25,29,45]가 있다. 본

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운동

연구에서도 WHR을 중심으로한 인체측정지수인 WC

프로그램 기간은 비교적 짧았고, 운동강도 역시 유산

와 WHTR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내장지방은 오

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 모두 낮았으나 콜레스테롤은

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방분포 특히 내

작지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중성지방은 오히려 약간

장지방의 변화를 검토할 때 WHR 사용은 주의해야 한

증가하였다. 최대산소섭취량의 75% 수준에서 유산소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Ross와 Rissanen [31]은

성 운동을 장기간 하면 지질대사가 크게 개선된다고

복부 피하지방조직의 변화를 체중과 대퇴둘레가 약

한다[32]. 본 연구에서 유산소성 운동의 경우 운동중

65%를 설명하였으나 내장지방의 변화와 인체측정지

심박수가 85∼110회/분으로 최대심박수의 60% 전후

수의 변화사이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Despres 등

로서 비교적 낮은 운동이었다. 중량운동이 젊은 사람

[12]도 한 변인만의 체지방분포 인체측정지수와 대사

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지질양상

변인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 결과[18]를 보

본 연구에서 WHR의 변화량은 지금까지 보고된 선

면, 연령은 혈액지질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에 영향을

행연구[35,42]의 결과와 비슷한 평균 2%의 감소를 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중성지방이 감소하

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운

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고 식사요법을 하지 않은 것

동 전의 복부 내장지방면적과 WHR 사이에서 유의한

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혈압에는

상관을 보였으나,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양자사이에

이상과 같은 낮은 강도의 저항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부 내장지방의 변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ACSM[4]

WHR의 변화만로서 분명히 할 수 없다. Van der

도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은 강도에서 저항운동의 반

Kooy 등[39] 역시 식사요법을 하기 전의 내장지방량

복회수를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과 WHR은 남녀에서 각각 r=0.68, r=0.56의 높은 상

Larmarche 등[21]은 비만여성을 6개월 트레이닝을

관을 보였으나 식사요법을 실시한 후 양자사이에는

시킨 결과 당․지질 대사의 개선크기는 체중이 증가한

r=0.06, r=0.24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오히려 허리둘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2000 －
레의 변화율이 남자의 내장지방 변화율과 유의한 상관

WJ: Increased energy requirements and changes

(p<0.05)을 나타내었다. 김현수[1] 역시 혈압과 고밀도

in body composition with resistance training in

지단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허리둘레가 WHR

older adults. Am J Clin Nutr 60:167-175, 1994

보다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여성 고령

9. Charette SL, McEvoy L, Pyka G, Snow-Harter

자의 체지방 분포 지수로서 WHR보다는 허리둘레나

C, Guido D, Wiswell A, Marcus R: Muscle

WHTR이 더 유용할지 모른다.

hypertrophy response to resistance training in

결론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대학과 같은 많은 유산
소성 운동과 저항운동을 병행하는 낮은 강도의 자기페

older women. J Appl Physiol 70:1912-1916,
1991

이스의 운동은 고령자의 복부내장지방의 감량에 큰 영

10. Cohn SH, Vaswani A, Zanzi I, Aloia JF,

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복부피하지방은 작지만 유의

Roginsky MS, Ellis KJ: Changes in body

한 감소를 보였고 중성지방을 제외한 콜레스테롤, 혈

chemical composition with age measured by

당, 혈압 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개선시켰기

total-body neutron activation. Metabolism 25:85-

때문에 비록 낮은 강도의 운동이지만 개인별 운동지도

95, 1976

가 곤란한 시설에서 자기페이스의 운동이 고령자의 신

11. Despres JP, Bouchard C, Tremblay A, Savard R,

체구성의 개선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arcotte M: Effectss of aerobic training on fat

식사요법의 유무에 따른 복부내장지방의 변화에 대한

distribution in male subjects. Med Sci Sports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Exerc 17:113-118, 1985
12. Despres JP, Pouliot MC, Moorjani S, Nadeau A,
Tremblay A, Lupien PJ, Theriault G, Bouchan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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