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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biochemical index level, 
resting metabolic rate and daily activities by the public health center's health-promoted program in overweight 
middle aged women. The workout program of 12 subjects constituted by exercise(aerobic exercise & 
resistance training) and nutritional education for 10 weeks. As th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all the weight(59.0±8.9 vs 57.2±8.3kg, p<0.05), body fat percentage(33.4±4.3 vs 30.5±4.5%, p<0.05) and body 
fat mass(19.8±5.4 vs 17.7±4.9kg, p<0.05) after program. Fat free mass and RMR which tend to be higher 
after than before program were found not to be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serum HDL-cholesterol(54.3±8.1 
vs 59.7±13.9mg/dl, p<0.05) and TG level(65.2±418 vs 89.4±65.6mg/dl, p<0.05) of the subjects increased at 
the end of the study significantly and significant correlation found between total-cholesterol and TG before 
program. When the other laboratory parameter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program, hematocrit(35.1±3.3
vs 39.7±3.3%, p<0.001), platelet(225.9±49.6 vs 244.3±49.7cell/ul, p<0.05) and fasting glucose(88.0±6.5 vs 
76.6±9.7mg/dl, p<0.001) increased significantly but hemoglobin(13.3±1.3 vs 12.9±1.3mg/dl, p<0.01) decreased. 
And in activities analysis, ‘moderate activity(18.8 vs 5.8minutes, p<0.05)’ clearly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but ‘severe activity(17.7 vs 11.4minutes, p<0.05)’ showed a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inuous health-promoted program involved exercise and nutritional education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re 
effective to reduce body fat and to improve resting metabolic rate(RMR).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velop more effective public health program for the middle aged women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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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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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근력, 심폐기능 등 대부분의 신체능
력이 10~20세 사이에 증가하여 20대 후반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
작한다(1).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비율이 
높고 유연성은 좋으나, 근력, 근지구력 및 심폐지구
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월경, 임신, 출
산, 수유 및 폐경 등의 여성 특유의 생리적 특성과 
전통적으로 여성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수준이 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 성장으
로 인해, 충분한 영양섭취는 체격을 향상시킨 반면 
생활의 자동화로 신체적 활동은 감소하여 체력은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여성 중위연령은 95년(30.6세)에
서 5.4세, 2000년(33.1세)에 비해 3세가 높아져 36세
이며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7세 높은 
81.8세로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
다(2,3). 중년 이후의 여성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전체 인생 주기에서 30~50대가 차
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년 여성은 기초대사율 저하, 신체 활동 부
족 및 칼로리 과잉 섭취 등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크게 증
가되며(4), 이어서 40대 이후에 겪게 되는 폐경 또한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므로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는 개인 및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1986년 오타와 선언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증진을 새로운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보건의료와 건강수준 향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에 건강증진을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95년에 국민건강증
진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
련되었다(5). 

건강증진은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 
예방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건강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6). 따라
서 보건사업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부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단위에서 대표적으로 시행
되는 건강 관련 내용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이나 
지역사회의 여성건강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 부분은 성인여성 운
동프로그램 정도이고 영양 부분은 비만, 고혈압, 당
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의 질환측면의 교육과 영
양 정보 제공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개인 중심의 접근 방법뿐만 아니
라 개인의 건강 행위 변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
을 강화하거나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건강 생활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접근
을 강조하고 있다(7). 

이러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와 중년여성의 건강 양태와 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보건기관으로 예방보건서
비스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행되
는 중년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바, 본 연구는 K시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의 운동 부분과 추가적으로 미흡
한 영양교육부분을 보강하여 시행 후 중년여성의 
신체계측치, 신체구성, 휴식대사량, 활동량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실행 상황과 그 효과를 제고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 10~12월까지 K시 보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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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주부건강교실’에 참가한 30~45세의 주부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시행 전 ․ 후를 비
교하였다. 

프로그램은 10주간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이루
어졌다. 운동프로그램은 주 3회 2시간으로 진행하였
으며, 첫 번째 1시간은 스트레칭, 짐볼(Gem Ball), 
두 번째 시간은 에어로빅 댄스 시간으로 운영하였
다. 주부건강교실의 운동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영양
교육은 주 1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비만판정,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개인별 맞춤 식사
요법, 교환단위를 이용한 식단작성 및 식단제시, 저
열량식 조리실습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주  1
회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생활 속의 식습관과 식
행동 교정을 위한 행동수정요법 및 건강 유지를 위
한 추가적인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1) 신장측정 : 휴식대사량 측정 전에 Martin식 신장
계(Jenix, DongSan Jenix, Korea)를 이용하여 대상
자의 신장을 측정하였다. 신장 측정 시 연구대상
자로 하여금 맨발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직립자세
를 취하게 하고, 발뒤꿈치와 엉덩이, 어깨, 머리 
뒷부분이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시선
은 정면을 바라보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 0.1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2) 체중 및 체지방량 측정 : 휴식대사량 측정 전에 

생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을 
토대로 개발된 체성분 분석기기(InBody 4.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체중, 체지방량과 근
육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몸에 부착된 금속 
장식품을 제거한 후,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맨
발로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올라서서 측정하였
으며 0.1k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3) 제지방량 계산 : 제지방량(Fat-free mass, FFM)은 

체성분 측정기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체중
에서 체지방량을 뺀 값으로 적용하였으며, 단위
는 kg으로 하였다. 

4) 체질량지수 계산 : 측정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다.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혈액은 교육대상자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복 시 오전 9시에 혈액검사를 하
고, 10주 동안의 운동트레이닝을 받은 후, 11주차에 
다시 한 번 혈액을 검사하여 운동 전 ․ 후의 혈액 
성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고
밀도-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중성지방 함량은 Kit(olympus system reagent, 
OSR 6133)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저
밀도-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함량은 Friedewald 공식(8)에 의해 계산하였으
며, 적혈구와 헤모글로빈(Hemoglobin), 헤마토크리트
(Hematocrit), 공복 혈당치, AST(Aspartate amino 
transferase), ALT(Alanine amino transferase)의 총 10가
지를 검사하였다.
저밀도-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고밀도-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5)

대상자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10주 동안의 운동트레이닝을 받은 후, 11주 되
던 주에 다시 한 번 측정을 하여 운동 전 ․ 후의 휴
식대사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피험자가 30분 이
상 누운 상태에서 안정을 취한 후 측정토록 하였다. 
누운 상태에서 마스크(Mask)를 착용하고 30분 이상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하도록 하였다. 측정 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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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스호흡분석기(Model QMC, TrueOne2400 Co. 
USA)를 사용하여 10초 간격으로 산소 소비량과 이
산화탄소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작 5분 동안
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생성량의 평균값을 구한 후 Weir 공식
(9)에 의해 휴식대사량을 산출하였다. 

대상자들이 직접 운동 전과 운동 후의 각각 1일 
동안의 활동 내용 및 소요시간을 기록하여 비교하
였고, 작성 후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
였다. 이렇게 기록된 자료들은 일본인 영양소요량  
5차(1985) 자료(10)에 의한 18단계 행동분류표에 준
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계별 소요시간을 
각 단계별 휴식대사량 배수와 곱하여 1일 24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한 1440분으로 나누어 평균 활동 계
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자료의 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 9.1)
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신체계측치, 생화학적 검사 
결과, 휴식대사량, 활동 단계별 소요시간 및 1일 중 
차지비율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두 
집단간의 유의수준 검정은 비모수방법인 Wilcoxon 
검정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여성의 프로그램 전 ․ 후 
신체 계측치는 Table 1과 같다. 

건강교실 프로그램의 참여 전 · 후 신체 조성의  

Table 1. Anthropometric parameter in subjects before and after health program
Variables Before After

Age(years)  38.9±6.1

Height(cm) 158.3±5.8

Weight(kg)  59.0±8.9  57.2±8.3*

BMI(kg/m)1)  24.1±2.4  22.3±3.8

1) Body mass index(kg/㎡) = weight(kg)/height(m)
Significant difference at * : p<0.05

Table 2. Change of body composition in subjects before and after health program
Variables Before After

Waist Hip Ratio 0.84±0.03 0.85±0.04

Body fat(%) 33.4±4.3 30.5±4.5*

Body fat(kg) 19.8±5.4 17.7±4.9*

FFM(kg)1) 40.9±3.3 39.2±4.7

Muscle(kg) 38.6±2.9 37.2±4.2

1) FFM : Fat-free Mass(kg) = weight(kg) - fat(kg)
Significant difference at * : p<0.05

변화를 살펴보면(Table 2), 10주간의 프로그램의 참
여 전 ․ 후 체중은 59.0±8.9kg에서 57.2±8.3kg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그리고 체지방율(%),  
체지방량(kg)은 각각 33.4±4.3%, 19.8±5.4kg에서 
30.5±4.5%, 17.7±4.9k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 그러나 제지방량, 근육량과 허리엉덩이 둘
레(Waist hip ratio, WHR)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체질량지수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건강교실 참여 전보다 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ark 등(11)의 평균연령 38.4세인 중년여성의 안정
시 대사량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경우,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각각 
158.4±5.44cm, 56.4±4.82kg, 22.4±1.36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30-49세의 여성 56명에 휴식대사량 측정 연
구(12)에서도 신장 159.1±5.08cm, 체중 57.4±6.29kg, 
체질량지수 22.8±2.31로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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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령과 신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
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 
수치는 아시아태평양 비만기준의 과체중 범위인 
22.9~24.9에 속하였다.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조직적으로 피부, 근육, 
뼈, 내장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 요소의 개인차는 건
강관리의 문제와 체력, 운동 능력과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신체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대상은 체지방률로써 이는 비만도와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13). 

Scanga 등(14)은 37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8주
간 주 3회, 초기 최대산소섭취량의 40~50%로 20분
간 달리기, 1-RM의 60% 운동강도로 10~12회 저항 
운동과 칼로리 억제를 병행한 결과 체중이 운동 전
에 비해 11.2kg 감소되었고 대조군으로 설정된 칼로
리만 억제한 그룹은 10.3kg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였다. 그리고 Choi 등(15)의 연구에서 30~38세의 여
성 59명을 대상으로 12주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를 
본 결과 체중은 12.4%, 체지방률은 0.4%가 감소하여 
운동이 신체 조성 변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였고, 비만여성 7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식이제한을 
병행한 8주간의 체중감량 프로그램 연구(16)에서도 
체중과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인 건강교실 프로그램의 전 · 후의 
체중, 체지방율과 체지방량의 유의한 감소는 운동을 
통한 에너지 대사의 증가 및 지방소비량 증가와 함
께 체중 감소의 결과를 보인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체중과 체지방의 변화는 유전적 요인, 식습관, 심
리적 요인, 내분비계 이상, 활동부족 등의 여러 요
인을 들 수 있으나(13)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식생활 변화를 
통한 섭취량 감소 및 운동과 활동량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율 증가가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지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이 운동중에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고 제지방과 안정대사량을 유

지 혹은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Web(17)의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하며 또한 운동프로그램 처치 이후 체중
과 체지방량만 유의적인 감소를 보인 연구(18)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저강도 운동이 제지방을 증가시킨다
는데는 동의하지만 제지방 증가와 운동기간에 대해
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Park(16)은 
장기간의 운동이 근육을 강화하고 제지방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이 빠지더라도 
제지방이 증가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고 Morganiti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 기간
이 장기화 될수록 근력향상 속도가 느려진다고도 
하였다. 

Kim 등(20)의 중년여성의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8주라는 단기간에는 제지방의 변화가 없
었는데, 이 결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의 필
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이 신체 
구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 각 연구마다 다른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은 연구 기간,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및 휴식시간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일반인들의 신체조성을 파악하는 것은 신장과 체
중만을 파악하는 것보다 체지방량의 손실을 막아주
는데 더 효과적인 영양과 운동조절 전략의 모색, 이
상적인 체중의 유지와 식이요법을 위한 범위의 설
정, 지방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위험
을 파악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
을 강조하였던 것(13)처럼 신체조성의 변화를 정확
히 파악하여 대상에 적합하고, 제지방 유지 및 증가
와 지방의 선택적 감소, 체력 유지 및 증진을 내용
으로 하는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전략을 세우
는 것이 중요하겠다.

프로그램의 참여 전 ․ 후의 혈청지질 농도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고밀도-콜레스테롤(H 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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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erum lipid profiles before and after health program
Variables Before After

Total cholesterol(mg/dl) 180.56±23.31 177.50±24.69

HDL-cholesterol(mg/dl)  54.07±9.49  57.22±13.49

LDL-cholesterol(mg/dl) 112.38±21.42 100.35±18.31

Triglyceride(mg/dl)  70.58±47.69  99.67±72.52*

Significant difference at * : p<0.05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참여 전 · 후  
54.3±8.1mg/dl에서 59.7±13.9mg/dl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반면 저밀도-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수치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
는 65.2±418mg/dl에서 89.4±65.6mg/dl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어 프로그램 참여 전 · 후에서 
혈청지질 농도간의 상관 분석을 살펴본 바, 프로그
램 참여 전은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의 유의적
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는데(p<0.001)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이러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체중을 감소시키면서 체지방을 유지시키는 유산
소 운동은 고밀도-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총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의 수준을 저하시켜 각종 심혈관
질환 및 비만의 예방에 기여하며(21,22) 고저 저항성 
운동(Heavy light-resistance exercise)은 비만 해소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23,24). 미국국립보건원에 의하면 신체적 
활동과 다이어트 또는 복합적 방법 등 어떠한 형태
이든지 비만인이 체중을 줄이는 것을 혈중지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체중을 5~10% 줄이면 
총콜레스테롤은 0~18%가 감소하며, 중성지방은 
2~44%, 저밀도-콜레스테롤은 3~22% 감소하는 반면 
고밀도-콜레스테롤은 7~27%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25). 과체중인 본 연구대상자에서도 항동맥경화인자
인 고밀도-콜레스테롤의 농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위에 언급된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저밀도-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는데,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8주 정도 운동에서 
전체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총콜레스테롤의 수치
는 변화가 없었으나 12주가 지나면서 감소가 나타
났다는 점과 특히 운동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 70%max의 운동 강도에서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보아, 지단백의 종류에 따라 구
성 성분이나 체내 역할이 다르므로 지단백의 형태
에서 프로그램 효과의 반응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10주라는 기간이 저밀도-콜레스테롤
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다소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
어 지질 수치 변화에 운동 강도 또한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운동 강도와 운동 빈도에 대한 논쟁은 고
밀도-콜레스테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Taylor와 Ward 
(27)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였을 때 고밀도-콜레스
테롤값이 증가한다고 하며 주 3회, 1회 50분, 2개월 
이상 최대심박수의 70~80% 운동이 고밀도-콜레스테
롤의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보고(28)도 추
가적으로 운동 강도 및 운동 빈도와 영양교육에 대
한 지질 변화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중성지방은 식이로 섭취하는 양, 장관으로부터의 
흡수 능력, 지방조직에서 유리지방산으로의 방출, 
방출된 지방산의 조직으로써의 이용, 간에서 유리지
방산으로부터 중성지방 합성과 방출, 내인성 중성지
방의 조직으로써의 섭취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하여 
좌우된다(29). Kim(29)의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 미약을 훈련 전 총 콜레스테롤 수준이 정상 
수준에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중
성지방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본 연구대상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중성지방의 평
균농도가 65.2mg/dl로, 한국인 정상 성인여성의 혈청 
중성지방 수치 보고(30)에서 1990년에는 117mg/dl로, 
1994년에는 109.4mg/dl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가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낮은 중성지방수준을 
정상화하기 위해 운동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
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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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lation between total-cholesterol and triglyceride

Upton 등(31)의 신체활동과 운동량이 많을수록 그
리고 트레이닝 기간이 길수록 중성지방의 감소가 
뚜렷하다고 한 보고와 연결지어 10주간의 운동 기
간과 운동 강도에 대한 적정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Kim 등(20)의 연구에서 중성지방에 대한 운동의 효
과가 체중유지군에서는 변화가 없고 체중감소군에
서만 유의한 저하를 보인 것은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와 체중 감량이 큰 경우에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자는 과체중의 BMI수준을 가져 그 효과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uttumen 등(32)에 의하면 운동 전에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은 경우는 운동으로 인해 낮
아질 수 있으나, 운동 전에 보통 이하의 중성지방 
수치를 보이는 경우에는 운동 후 유의한 감소를 보
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호르
몬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는 폐경 전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생리적 완충
제(physiological buffer)로 작용함으로써 지질 성분 개
선 효과가 최소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33). 
그리고 Moon(34)은 운동 초기에 중성지방의 상승은 
카테콜라민 분비 항진에 따른 지방 조직과 간에서 
중성지방 방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로도 설명하고 있
어 중성지방의 운동기간에 대한 평가와 호르몬의 
영향을 연계하여 살펴보아야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수행 전 · 후의 지질
간 상관분석 결과(Fig. 1), 프로그램 수행 전에는 중

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 관
계가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수행 후에는 이러한 관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수행 후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
찰되었고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의 상관성이 사
라진 것을 미루어보아, 프로그램 수행 후에 수행 전
과는 다른 양상의 지질 변화가 유도되고 있음을 예
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빈혈과 관련된 혈액수치 중에서, 적혈구수치는 
4.2±0.3×106/ul에서 4.5±0.3×106/ul(p<0.01)으로, 헤마토
크리트(Hematocrit)는 35.1±3.3%에서 39.7±3.3% 
(p<0.001)으로, 혈소판은 225.9±49.6cell/ul에서 244.3 
±49.7cell/ul(p<0.05)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헤모글로빈(Hemoglobin) 수준은 13.3±1.3mg/dl에서 
12.9±1.3mg/dl(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
한 기타 혈액지표 중 공복혈당치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88.0±6.5mg/dl vs 76.6±9.7mg/dl, p<0.001).

신체운동이 혈액성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35,36). 혈액성분에 대한 
변화는 체액과 전해질의 평형이 깨지면서 오는 변
화로 설명된다. 지구성 운동이나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되는 운동 형태의 경우, 혈중 조절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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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들의 농도가 변화하게 되며 불균형에 의한 인체
의 적응단계로 인체 혈장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또
한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 내 적혈구의 상대
적 비율인 헤마토크리트의 양이 변화하여 혈장량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한다(37).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 적혈구는 혈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고 헤마토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적혈구 수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전 · 후 적혈구 수와 헤
마토크리트의 유의한 증가는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Kim 등(26)의 12주간 야외 걷기운
동을 수행한 중년여성 연구의 헤마토크리트의 유의
한 증가와 일치한다.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 시 혈소판 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38)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운동에 따른 혈소판 수의 증가여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12주간의 유산소성 훈련을 실시
한 결과 혈소판 수가 훈련 전보다 증가하였고(39), 
또 다른 연구(26)에서도 중년성인들의 휴식 시 혈소
판 수가 훈련된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앞의 연구들과 같이 프로그램 수
행 후 혈소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Lemne(40)
에 의하면 운동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중 카테
콜라민 농도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카테콜라민 농도
의 증가가 비장에서 혈중으로의 혈소판 방출을 유도
하여 혈소판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빈혈의 판정지표인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함유
되어 있는 혈색소로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헤모글로빈 농도의 증
가는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며, 운동의 시행에
서 산소 섭취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운동이 격심할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41). Kim 등
(42)의 연구에서 헤모글로빈의 저하는 노년여성에서 
운동장애가 발생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헤모글로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었고 비운동선수를 대상으로 6주간 트레이닝을 

Table 4. Changes of laboratory parameter in subject before and after health program
Variables Before After

Blood glucose(mg/dl)  87.4±6.2  77.3±9.8***

Hemoglobin(g/dl)  13.2±1.3  13.1±1.3

Hematocrit(%)  35.6±3.1  40.4±3.3***

ALT(Unit/L)  23.9±18.1  16.9±7.8

AST(Unit/L)  22.7±18.1  20.0±5.5

WBC(White Blood Cell)   5.0±0.8   5.7±1.0

RBC(Red Blood Cell)   4.3±0.3   4.6±0.3

PLT(Platelet) 224.8±55.5 236.4±53.7

ALT : Alanine amino transferase
AST : Aspartate amino transferase
Significant difference at *** : p<0.001 

실시한 결과(43), 헤모글로빈의 양은 운동 후에 5.4%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는 프로그램 시행 후 농도가 감소하여 상반된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의 연구에서 1년간의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한 결과, 8주와 1년의 측정치 
중 체중유지군과 체중감소군에서 헤모글로빈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Nam 등(1)의 연구
에서도 본 연구에서 보여준 헤모글로빈 수치와 비
슷한 13.12mg/dl에서 12.98mg/dl로 감소하였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는 12~16ml/dl로 정
해져 있다. 한편 빈혈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
는 영양결핍증의 하나로(44) 특히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양상면에서, 모든 연령층의 가장 취약한 영양
소로 언급이 되는 철분의 경우 중년여성에서도 섭
취를 적극 권장하는 결핍 가능한 영양소이다. 아직 
폐경이 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월경으로 인한 손실
과 철분 급원 식품의 섭취 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감소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며 헤
모글로빈 수치도 운동의 유형, 운동 강도, 트레이닝 
기간, 연구대상자, 여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
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45) 헤모글로빈의 감
소는 언급된 요소들의 영향으로 생각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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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화학 지표 중에서 공복 시 혈당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는데, Kim 등(20)의 연구에 의하면 8주
만에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1년 
후에도 감소양상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
고 12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한 중년 이후 여성에
서도 6주부터 혈당이 감소를 보였는데(29) 이러한 
결과는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에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46)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민감
도와 혈당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0~80% VO2max 수준에서 주 3~4회 운동하는 것
이 제2형 경증당뇨병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미국 당뇨병협회의 보고(29)를 고려할 때, 당뇨환자
에서 혈당조절을 위하여 운동을 강조하지만 정상인
의 경우도 혈당 개선 효과가 보이므로 예방차원의 
전 단계 당뇨군과 비만 및 과체중인, 정상인에서도 
영양교육과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연구대상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전 · 
후의 휴식대사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10주간 프로
그램의 참여 전 ․ 후에 휴식대사량이 1302.3±114.7kcal
에서 1318.6±111.5kcal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차
이는 없었다. 그리고 체중에 대한 휴식대사량, 제지
방량에 대한 휴식대사량, 근육량에 대한 휴식대사량 
모두 증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안정 시 휴식대사량은 연령, 성별, 체중, 제지방, 
이미 행한 운동 강도, 체온 그리고 열 발산과 관련
된 호르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7). 특히 운동의 열 발산 효과는 하루의 에너지 소
비량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48).

8명의 비만한 여성을 11주 동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후 휴식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8% 정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중간 강도의 훈련과 칼
로리 제한을 혼합한 여성들의 체중감량으로 전체 
체중에 대한 fat free weight의 비율의 증가함으로써 

Table 5. Comparison of RMR-related parameter before and after
Variables Before After

RMR(kcal) 1302.3±114.7 1318.6±111.5

RMR/Weight   22.3±4.3   23.1±3.8

RMR/Muscle   33.9±4.9   35.4±4.8

RMR/Fat Free Mass   31.8±4.8   33.6±4.6

RMR : Resting Metabolism Rate

휴식대사량이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49). 또 운동 시 휴식대사량의 증진연구(50)에서 장
기간의 운동으로 인하여 근육이 증가함으로써 총체
적 대사 역량의 증가가 생겨 휴식대사량이 증가된
다고 하였다.

휴식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동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저강도의 지구력 운동 시 
지방량이 감소함에 따라 제지방량은 증가되어 운동 
후 안정 시에도 대사활동이 증가했다고 하였다(51). 
이처럼 운동이 휴식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상반된 연구
(49)의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상반
된 의견의 경우, 운동이 총체적인 대사 역량을 증가
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일어나 
운동이나 운동 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여 운동
을 하지 않는 안정 시 일반인과 같거나 오히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주장으로 대표된다(52).

본 연구의 휴식대사량의 증가 경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논의된 상반된 의견의 하나로 생
각되며, 또한 운동 지속시간, 운동 강도, 그리고 마
지막 운동과 안정 시 대사량 측정사이의 시간 차이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체중, 체지방량의 유의한 감소와 
유의하지 않으나 휴식대사량, 체중에 대한 휴식대사
량, 제지방량에 대한 휴식대사량 및 근육량에 대한 
휴식대사량이 모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10주
라는 단기간의 운동 기간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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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신체 활동량을 일본인 영양소요량(5
차) 자료의 18단계 행동 분류표를 근거하여 ‘매우 
약한 활동’, ‘약한 활동’, ‘보통 활동’ 및 ‘격한 활동’
의 4단계로 유사한 활동을 그룹화하여 평가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수면과 휴식 등이 포함되는 ‘매
우 약한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 전이 959.2분
(16시간 39분)으로 하루 중 67.2%를 차지하였으며, 
991.9분(16시간 53분, 68.7%)을 소요한 참여 후와 비
슷하게 나타났다. ‘약한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 
전이 450.6분(31.6%)으로 참여 후(424.6분, 29.5%)와 
비슷하였다. 즉 ‘매우 약한 운동’과 ‘약한 활동’ 범
위의 활동내역에서는 프로그램 전 · 후 변화가 없었
으나 특이하게 ‘보통 활동’(빠르게 걷기 등)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 전(18.8분, 0.9%)이 참여 후(5.8분, 
0.3%)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p<0.05) 반면 ‘격한 
활동(등산 등)’이 참여 후 17.7분(0.4%)으로 참여 전
인 11.4분(1.4%)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보통 활동’의 빠르게 걷기와 같은 
내용이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격한 활동’으
로 전향된 양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활
동계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
로 연구대상자의 하루 중 97~99%의 시간을 ‘매우 
약한 활동’과 ‘약한 활동’에 소비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전문 운동선수나 육체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활동’이나 ‘격한 활동’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전체
적인 영역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활동’
과 ‘격한 활동’간의 전이는 활동계수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활동 평가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활동 부분
의 변화는 프로그램 시행 동안 미비한 변화로 인하
여 ‘격한 활동’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
료되며 이는 단기적인 운동 및 영양교육의 시행은 
가능하나 생활습관, 즉 식습관 및 운동습관 조정은
빠른 시간 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본 프로그램 

Table 6. Expending time of 4 activities levels in subjects before and after (Unit : min. %)
 Intensity of activity Before After

Very light 959.2±134.5(66.7) 991.9±167.4(68.9)

Light 450.6±151.6(31.1) 424.6±158.4(29.4)

Moderate  18.8±39.4(1.3)   5.8±20.8*(0.4)

Severe  11.4±34.8(0.8)  17.7±35.2*(1.2)

Activity coefficient1) 1.75 1.67

1) Activity coefficient = expending time(%) × REE factor  
Significant difference at * : p<0.05
activity content :
- Very light : sleeping, relaxation, sitting, telephone call, eating, 

washing, computer work, reading, driving etc.
- Light : standing, slow walk, activities within the house, wearing 

clothes, kitchen work, shopping, walking etc.
- Moderate : scrubbing, car washing, walking fast, golf etc.
- Severe : high intensity activities etc.

이 시행된 10주 동안에 변화를 도출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활동량의 부분
적인 변화와 휴식대사량의 증가 양상 등을 고려 할 
때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참여와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2006년 10~12월까지 K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주부건강교실’에 참가한 30~45세의 주부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시행 전 ․ 후 신체
계측치, 생화학적 검사 결과, 휴식대사량 및 활동량
을 비교 ․ 평가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과 신장은 38.9±6.1세와 
158.1±5.8cm이었다. 10주간의 프로그램의 참여 
전 ․ 후 체중은 59.0±8.9kg에서 57.2±8.3kg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였고(p<0.05), 체지방율(%), 체지
방량(kg)은 각각 33.4±4.3%, 19.8±5.4kg에서 
30.5±4.5%, 17.7±4.9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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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그러나 제지방량, 근육량, 허리엉덩이 
둘레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프로그램의 참여 전 ․ 후의 혈청지질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고밀도-콜레스테롤은 참여 전 · 후 각
각 54.3±8.1mg/dl에서 59.7±13.9mg/dl로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p<0.05). 반면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
는 65.2±418mg/dl에서 89.4±65.6mg/dl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어 프로그램 참여 전 · 후
에서 혈청지질 농도간의 상관 분석을 살펴본 바, 
프로그램 참여 전은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의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는데(p<0.001)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이러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빈혈과 관련된 혈액수치 중에서, 적혈구 수치는 
4.2±0.3×106/ul에서 4.5±0.3×106/ul(p<0.01)으로, 헤
마토크리트는 35.1±3.3%에서 39.7±3.3%(p<0.001)으
로 그리고 혈소판은 225.9±49.6cell/ul에서 
244.3±49.7cell/ul(p<0.05)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
었으나 헤모글로빈 수준은 13.3±1.3mg/dl에서 
12.9±1.3mg/dl(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기타 혈액 지표 중 공복혈당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88.0±6.5mg/dl vs 76.6±9.7mg/dl, 
p<0.001).

4. 프로그램의 참여 전 ․ 후에 휴식대사량이 1302.3± 
114.7kcal에서 1318.6±111.5kcal로 증가하였으나 통
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체중에 대한 휴식대사량, 
제지방량에 대한 휴식대사량, 근육량에 대한 휴
식대사량 모두 증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대상자들의 신체 활동량의 변화는 ‘매우 약한 운
동’과 ‘약한 활동’ 범위의 활동내역에서는 프로그
램 전 · 후 변화가 없었으나 ‘보통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 전(18.8분, 0.9%)이 참여 후(5.8
분, 0.3%)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p<0.05) 반면 
‘격한 활동’이 참여 후 17.7분(0.4%)으로 참여 전
인 11.4분(1.4%)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중년여성의 경우는 인구의 증가 양상, 고령화, 여
성 특유의 생리적 특성 및 소홀한 건강 의식 등에 
따라 건강의 취약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건강증진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접목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시행에 적합한 표적 집단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있는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
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보건소의 운동 및 영양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체중과 체지방량의 유의한 감소는 의
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주라는 단기
간의 운동과 영양교육의 시행, 계절적으로 운동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겨울에 시행된 프로그램인 
점과 적은 연구 대상자수의 제한점으로 제지방과 
휴식대사량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운동 
기간과 운동 강도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혈액학적 지표들에서
도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 인해 통제된 영양 및 운동중재 프로그
램의 실효성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
을 위한 지역단위 건강 및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갱년기를 앞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선행 시행이 
향후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활동 
지향적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을 자극하는 지속가능
한 건강 및 영양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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