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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학생 시기는 신체상에 있어 발육과 발달이 거의 완성

되는 시기로 체격과 체력수준이 최상의 단계에 이르는 시기

이다 그러나 년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 2007

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세 이상 국민 여명을 대상7 5,000

으로 실시한 국민체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생의 체‘2007 ’

격은 체력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체육교과의 선택.

화와 입시 경쟁에 따른 운동량 부족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운

동량 부족은 비만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수반해 우리 청소

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 이미 질병으로 규정된.

여러 국가에서 심각하고 흔한 공공의 건강 문제인 비만은 전

연령층에서 지난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고교생에게10 [3],

서는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이들의 체중조절과 체력향

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비만이나 신체활동부족은 심혈관질환과 당뇨 및 골다공․

증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좌업 행동 은 성별에 관[7], (sedentary behavior)

계없이 사망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강조된다 비만은 개인에[5].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환 기간이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고인슐린혈증에 의한 인슐린저항성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인슐린저항성 증가는 혈당 저하 작용이 감소된 상[38,44,59],

태로 내장지방형비만에 운동부족이 겹치면서 출현하며 더욱

과잉의 인슐린을 분비하여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한다.

인슐린저항성은 대사증후군 의 뿌리(metabolic syndrome)

가 되는 것으로 대사이상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이 한꺼․
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복부비만 당불내,

성 이상지질혈증 고 저, [( triglyceride (TG), high-density lip-

고oprotein-cholesterol (HDL-C), low-density lipoprotein-

고혈압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cholesterol (LDL-C)], [8,26,55].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만 명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4,700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년 사이에 비만의 발생이1991 2000～

증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 차 미국의 국민건강영61% . 3

양조사자료 를 분석한 결과 세 이상 미국성인(NHANES III) 20

의 가 대사증후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23.7% ,

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대에서 미만 대에서20 10% , 40

약 대에서 약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 60 45% .

주간의 강도별 웨이트트레이닝이 비만고교생의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에 미치는 영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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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년과 년에 시행된 국민건강1998 2001

영양조사에 근거한 대사증후군의 증가양상에 대한 분석결과

에 의하면 연령보정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년 에1998 22.5%[50]

서 년 로 최근 년간 약 증가하였다 이는2001 24.1%[39] 3 7.1% .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결NHANES III (1998 1994)～

과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16].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

만의 증가와 높은 관련을 가지는데 특히 복부비만의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 수는 비례한다고 보고되었고 각종 성,

인병의 발현은 발육발달 촉진기의 운동이나 영양 균형과․
관련이 높아 성인병의 차적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1

적절한 건강습관형성이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권장된다[3,6,42].

발육완성기에 속하는 고교생은 이들에 맞는 대사증후군 인

자 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명확한 대사증후군 관련

각 인자의 위험 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비만고교생의 경

우 성인기에 이르면 급격히 군집화 되어 심혈관, (clustering) ․
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의 비만은[37].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암시하며 일부 비만 고교,

생들은 자신이 대사증후군의 몇 개 인자가 성인기준의 위험범

위에 이미 포함되거나 접근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도 학업이나 시간적 공간적 제한 때문에 개선을 위한 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생활습관 수정의

가장 효과적인 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의 근간이 되는 운동요법

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

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은 체중감량이라는 점에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왔고 대사증후군의 관리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성인기의 유병률을 줄이고 장기간을 통한,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최근까지는 대사증후군을 위한 운동요법이 유산소운동이

나 복합운동 형태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고교생은[32,48]

특성상 성인을 위한 운동 형태보다는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방과 후 규칙적으로 실시하기가 용이하고 시간공간적으로, ․
활용 가능한 운동 형태와 종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제한을

가진다 즉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발육단계에 적합하고 학교현장의 시설한,

계나 스스로 수행 가능한 운동형태 비용절감과 가정으로 연,

계되어 실시 가능한 운동 형태의 선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청소년 시기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운동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여러 운동 유형 중에서도 저항훈련(resistance

의 한 방법인 웨이트트레이닝training; RT) (weight training;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는 근육은 물론 뼈 건 인대WT) . WT , ,

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이용되고

있고 심폐지구력과 근육량을 증가시켜 에너지소모량을 높여,

주고 그 결과로 신체상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이 시기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11]. WT

을 비롯한 여러 연구 에서 이미 보고된 바ACSM[2] [14,56,58]

있지만 어떤 수준의 강도가 대사증후군 인자의 개선에WT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해서 연구된․
바 없어 의 실시강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 효과를WT

구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를 강도별로 비만남자 고교생에게, WT

실시하여 대사증후군 인자의 변화를 비교하여 비만고교생에

게 건강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WT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조B K 1

성 측정기인 을 이용하여 이상 남학생In-Body 720 %fat 30%

명을 유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고 저중고 강도별로 운69 , ․ ․
동군 그룹과 통제군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각각 명으로3 15

총 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60 .

없고 현재 건강하며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으며 본인과 학부모가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

서를 제출한 학생이었다 신체적 특성은 과 같다. Table 1 .

운동 처방

운동 형태: 저항훈련의 로 구성되어WT big 3 (squat, bench

을 중심으로 상지몸통하지 근군별로 적용press, dead lift) ․ ․
하였으며 부하기구는 주로 을 이용하였다, barbell .

운동 강도: 의 집단별 강도는 저중고강도에 대한WT ․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측정된 종목의5 repetition maximum

을 기준으로 이 제시한 근지구력 근력과 근지(RM) ACSM [1] ,

구력 근력 향상에 초점을 둔 강도를 이용하여 저강도는, 40～

으로 중강도는 으로 고강도는55% RM , 60 75% RM , 80 90%～ ～

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주 후에는 재측정 된 을 적용RM . 4 1RM

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Age

(yr)

Height

(cm)

W eight

(kg)
% fat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15

15

15

15

15.43±1.32

15.23±1.38

15.31±2.73

15.20±1.67

174.9±5.39

175.7±2.60

174.0±5.39

174.1±5.47

86.4±15.05

91.15±8.78

85.50±10.30

86.52±12.53

33.80±2.79

33.09±2.00

33.70±3.38

34.40±3.3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 group: control group, B group: 40 55%RM , C group: 60～ ～

75%RM, D group: 80 90%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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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간 빈도 및 기간, : 회 운동 시간은 준비운동 분1 10 ,

본 운동 분 정리운동 분으로 설정하여 총 분40 50 , 10 60 70～ ～

실시하였다 종목과 세트간 휴식은 각각 분 분으로. 2 3 , 3 5～ ～

하였고 운동빈도는 주 회화 목 토로 하여 총 주간 실시하, 3 ( , , ) 8

였다.

운동 프로그램: 통제군은 평소대로 일상생활에 임하도록

하였고 가지 강도별 운동군의 적응훈련은 프로그램 실, 3 WT

시 주전에 가벼운 부하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피2

험자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숙지하도록 지도하weight

였다 는 에서 권고한 청소년 운동검사 및 처방. WT ACSM [1]

시 고려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적용하였다.

주간의 프로그램은 와 같다8 WT Table 2 .

측정1RM
이란 바른 자세에서 관절가동범위1-RM (range of motion)

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최대부하를 의미한다 강도 설정을.

위한 측정은 프리웨이트로 실시되었고 대상자의 무경험1RM ,

을 고려하여 사전 은 안에 수행한 반복횟1RM 15RM 3 5RM～

수에 따라 최대중량 추정표 를 이용하여 을 추정하는[11] 1RM

방법을 이용하였다 측정은 종목별 다양한 무게로 세팅. 1RM

된 프리웨이트를 이용하여 안전 보조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반복 수행하게 하였고 측정된 반복횟수는 최대중량 추정표에,

의거하여 해당 을 찾아내어 그 무게를 으로 추정하1RM 1RM

였다.

혈액 채취 및 분석

운동군과 통제군의 사전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는 채취 전

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여 익일 오전 시에12 10

실시하였으며 사후 채취도 사전과 같이 행하였다 채혈은 앉, .

은 자세에서 팔오금 정맥 에서 약 를 채(anticubital vein) 10 ml

취하였다 은 효소비색법을 혈당은. TG, HDL-C , glucose oxi-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dase .

대사증후군 인자의 측정

에서 제시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NCEP-ATP III [20]

라 관련인자 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5 .

직립자세에서 배꼽을 지나는 횡단면을 측정 부위로 선택하고,

신축하지 않는 줄자를 이용하여 호흡을 내쉴 때 까지0.1 cm

계측하였다 혈압측정은 다기능 전자심전계인 네오스캔.

을 이용하여 오전 시부터 시 사이에 분(Bizmedic. Co.) 10 11 10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우측 상완동맥을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2

를 구하였다(mmHg) .

자료 처리

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SPSS Ver. 14.0

으며 집단 내 운동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 를-test ,

각 항목별 측정 전후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와 사후검증으로 법one-way ANOVA Duncan

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로 설정하였다=0.05 .

결과 및 고찰

대사증후군이 심혈관계 질환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

아청소년에게서는 심혈관질환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낮았지만 최근의

비만 소아청소년에서 제 형 당뇨병의 증가 소아의 부검에2 ,․
서 나타난 대동맥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범위와 혈압 지, ,

질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비만은 성인시기까지 지속되어야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 놓았다 본[12,13].

연구는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대표적 비약

Table 2. W eight training program for 8 weeks

Order Contents Order

W arm-up (10 min) stretching

M ain exercise

(40 50 min)～

Exercise battery Groups Rest

squat
↓

bench press
↓

dead lift
↓

shoulder press
↓

leg lunge
↓

curl-ups

A group control group

2 5 min rest～

(between items & sets)

B group 40 55%RM～

C group 60 75%RM～

D group 80 90%RM～

*(60 70%RM /min)～

×2 sets

Cool-down (10 min) Stretching

*curl-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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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법인 운동요법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기. ․
에 발생한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운동치료나 예방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9,29,30,34,40,60].

본 연구는 증가일로에 있는 비만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이 선호하고 학교현장이나 가정에서 접,

근이 용이한 의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 효과와 효율적인WT

강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는 이미. WT

잘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 강도에 따른WT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대사증.

후군의 구성요소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당대사 이상 인슐린저항성 높은, ,

혈압 혈중지질이상과 그 중에서도 비만 혹은 복부비만을 포,

함하는 것에 동의한다 의 비만감소 효과는 여러 연령[50]. WT

층에서 연구되어 이미 알려져 있고 는 건강증[18,27,47,54], WT

진 신체조성 개선을 가져오고 발육의 완성기에 있는 남자, [1]

고교생에게는 의 감소와 의 증가뿐만 아니라 뼈 건%fat FFM , , ,

인대를 강화시키고 근세포의 발육 및 근력의 발달을 촉진한,

다[2,61,66].

W aist siz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둘레의 운동 전 후 집단Table 3 ㆍ

내 비교에서 통제군은 에서 로 유의하게90.83 cm 93.66 cm

증가하였고 은 각각 에서(p<0.01) , B, C, D group 94.18 cm

로 에서 로 에서87.38 cm , 90.22 cm 84.20 cm , 87.64 cm 85.86 cm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집단 간(p<0.001, p<0.001, p<0.05) .

변화율의 비교에서는 통제군보다 이 보다는D group , D group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사증후군의B, C group (p<0.001) .

중요 인자인 허리둘레는 복부비만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특히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을 유발시키는 인슐린저․
항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허리둘레와 높은 상관을 가지는 복.

부내장지방형 비만은 이상지혈증 고인슐린혈증 당뇨병 고, , ,

요산혈증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대사이상을 초래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임이 밝

혀졌으며 실제로 아동청소년기의 체지방률과 복부[41,65], ․
내장지방조직량이 대사증후군 관련인자와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다고 등 과 등 이 이미 보고한 바Owens [46] Sinaiko [63]

있다.

주간의 실시 후 허리둘레는 운동 전보다 통제군은8 WT

Table 3. Changes of metabolic syndrome facts after 8 weeks W T programs

Variable Group n Pre (M ±SD) Post (M ±SD) t-value %diff. (M ±SD) F Duncan)

W aist size

(cm)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90.83±10.12

94.18±7.59

90.22±8.88

87.64±9.29

93.66±10.44

87.38±8.13

84.20±8.24

85.86±10.56

-3.704**

6.669***

4.846***

2.316*

3.16±3.41

-7.22±4.28

-6.53±4.92

-2.14±3.61

20.470***

(B,C<D<A)

Fasting glucose

(mg/dl)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89.46±8.27

89.86±6.86

85.93±4.31

90.33±4.41

91.33±9.02

86.53±5.28

87.20±4.60

87.20±7.80

-.725

1.983

-1.041

1.614

2.62±11.99

-3.35±7.19

1.60±5.61

-3.39±8.01

2.107

TG

(mg/dl)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92.66±30.60

116.20±56.82

92.20±41.37

98.33±63.85

112.86±38.80

77.46±41.74

82.06±38.25

75.26±27.93

-3.127*

3.487**

.752

1.365

23.87±33.90

-28.69±23.02

2.82±62.81

-9.71±30.05

4.487**

(B<C,D<A)

Blood

pressure

(mmHg)

SBP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131.60±16.53

134.66±14.80

129.13±9.14

132.86±13.40

128.60±20.02

116.60±9.91

129.73±20.73

128.53±15.60

1.024

5.937***

-.143

1.171

-2.34±8.58

-12.90±7.63

.25±12.65

-2.96±10.45

4.995**

(B<A,C,D)

DBP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72.66±11.50

75.60±7.51

69.06±7.73

70.40±9.71

81.26±23.57

72.93±11.71

73.93±9.67

78.46±21.13

-1.348

1.041

-2.206*

-1.696

14.50±37.11

-3.52±13.21

7.48±12.74

11.26±25.33

1.568

HDL-C

(mg/dl)

Control group(A)

B group(B)

C group(C)

D group(D)

15

15

15

15

48.76±6.55

45.38±6.08

47.36±6.04

46.20±6.78

45.97±5.35

45.68±5.75

49.48±6.69

48.31±4.60

1.772

-.442

-1.674

-2.132

-4.69±13.38

.88±5.76

4.88±10.40

5.46±8.73

3.315*

(A<D)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 group: control group, B group: 40 55%RM , C group: 60 75%RM , D group: 80 90%RM～ ～ ～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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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지만 개 운동군은 모두 현격한 감소를 보였다 집3 .

단 간의 변화율에서는 저중강도 운동군이 고강도 운동군․
보다 고강도 운동군이 통제군보다 높은 감소를 보였는데 강,

도면에서 볼 때 이것은 가 고강도일 때는 근력향상을 야WT

기하지만 체지방 감소 효과는 저중강도 보다 상대적인 효․
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물론 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근육. WT

량이 증가하여 고강도 운동군의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주간의 단기적인 는8 WT

이상의 고강도에 가까운 강도보다는 저중강80%RM WT ․
도가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허리둘레 감소를 유발하는 체지방 감소는 무엇보다도 낮

은 운동강도와 높은 빈도가 결정하므로 고강도 그룹이 저․
중강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부하강도가 높아 종목별 운동

수행 빈도가 절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허리둘레 감소를 위한 의 적정 강도는 저중강, WT ․
도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의 운40 75%RM ,～

동군 허리둘레 감소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의 와WT dead lift

이 복부의 근 비대와 제지방량의 증가를 통한 기초대curl-up

사량과 활동대사량 증가 와 적절한 빈도와 강도가 의[20] %fat

감소를 유발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체중감량이나.

허리둘레 감소를 위해 음식물만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상당히 감소하게 하므로 근육감소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감소가 지속적인 체중감량을 유지해 주지

못해 요요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

을 증가 유지할 수 있는 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체중감량, WT

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등 도 근력수준이. Jurca [23]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역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여 근력운동

의 효율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대사[28], ․
증후군 관련인자가 청장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를WT․
규칙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Blood pressure
수축기혈압의 운동 전 후 집단 내 비교에서 은B groupㆍ

에서 로 유의하게 감소134.66 mmHg 116.60 mmHg (p<0.001)

되었으나 다른 은 차이가 없었고 집단 간 변화율의 비교group ,

에서는 이 통제군과 보다 유의하게B group C, D group

감소하였다 이완기혈압의 운동 전 후 집단(p<0.01) (Table 3). ㆍ

내 비교에서 은 에서 로 유C group 69.06 mmHg 73.93 mmHg

의하게 증가되었으나 다른 은 차이가 없었고(p<0.05) group ,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대사증후군의 대부분의 임상 기준 지.

침에는 높은 혈압이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대사[50].

위험 요인사이의 상호관련성의 미 규명과 대사증후군의 요인

분석 결과에서 다른 위험 요인과 고혈압의 관련성이 높지 않

은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상 범위의 고혈압이 대

사증후군 환자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므․

로 운동을 통한 혈압 감소의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혈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고혈압에 대한 운동요법의 유효성이 주목받고 있으며[22],

생활습관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의 개선을 기초( , , )

로 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큰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 특히 최근 등 의 세의 건강한[33]. Javaheri [21] 13 16～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청소년에서 수면 부족이 혈238

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를 보면 청소년 수면부족이

성인기 고혈압 발생을 배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2.5 3.5～

다 이러한 보고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
볼 때 좌업생활이 많고 학습량의 과다에 의한 수면부족이 일

상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의 혈압의 집단 내 결과는 수축기의 저강도 운동군

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완기는 중강도 운동군이 증가하였,

다 이완기의 집단간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수축기는.

저강도 운동군이 모든 집단보다 우수한 감소를 보였다 저강.

도 운동군의 현저한 수축기 혈압 감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요법의 효과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며 그 메커니즘은,

에서 밝힌 바 있는 규칙적인 운동 실시에 따른 체지ACSM [2]

방률 감소와 이로 인한 내장지방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생

각된다 또한 강호율 등 은 본 연구의 대상자와는 연령이. [25]

다르지만 중년여성 명을 대상으로 주간 주 회 주관적운13 12 , 4 ,

동강도 로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혈압은(RPE) 12-14

사전보다 주 후에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등6, 12 , Wang

의 연구는 성인 남자 명을 대상으로 주간 주 일 분[67] 10 8 , 5 , 30

간 50% VO 2 로 걷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max ,

운동 주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8

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완기 혈압은 운동군과 비만군.

에 있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한 결과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운동 후 수축기 혈압의 감소는

운동량에 어느 정도 비례하나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운동량, ,

운동강도와 형태와는 관계없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는 강희

성 등 의 주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박강서 도 매일[24] . [52] 30

분의 규칙적 운동은 혈압을 저하시키며 운동을4 9 mmHg ,～

통한 체중 감소는 감량 시 동맥압 를 저하시킨다1 kg 1 mmHg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으로 미루어 혈압은 운동기간 운동량, ,

과 관계가 깊고 본 연구의 저강도 운동군의 전 고혈압 단계,

인 에서 의 현저한134.66±14.80 mmHg 111.60±9.91 mmHg

혈압 감소는 중고강도보다는 저강도의 가 효과적이라WT․
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저강도 를 통한 수축기 혈, WT

압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가 혈관 벽에 부담을WT

줄여 혈관 벽의 탄력성을 유지하거나 개선시켜 대사증후군

의 중요 인자인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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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level
공복혈당의 운동 전 후 집단 내 집단 간 비교에서는 차이,ㆍ

가 없었다 대사증후군의 한 인자인 공복혈당은 공복 시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을 의미하며 혈당은 그 정상 범위,

가 비교적 좁은 편으로 정도이다 정상적인70 110 mg/dl .～

상태에서 혈당은 식후에도 를 넘는 일은 없고 기아180 mg/dl ,

때에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 60 mg/dl飢餓

일반적으로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듯(Table 3).

하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수치로 돌아온다 청소년에 대.

한 대사증후군 공복혈당 인자의 기준은 비공식이지만 Cook

등 은 이하로 제시하였다[10] 110 mg/dl .

본 연구의 공복혈당의 운동 전 후 집단 내 집단 간 비교에,ㆍ

서는 차이가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 기준이 모호하.

여 주로 성인의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복혈당의,

위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기 다른 수준을 보고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혈당증을 보이는 결과가 거의 없거나

다른 요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37].

에서도 대상자가 비만자로 고혈당을 일부 나타낼 것으로 예상

했지만 운동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정상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대상자가 비만에 따른 여러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 인

슐린저항성이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은 췌장의 기능이 양호하

고 혈당농도는 정상수준을 유지하려는 강한 신체 항상성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하여 공복혈당의 증감을 알

아 본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명쾌한 비교가 어렵

지만 대체로 대사작용이 양호한 아동청소년기에서는 대사․
증후군 인자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양상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만이나 복부비만을 가.

지고 있는 학생은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대사작용이 완만해지

면 고혈당이 나타나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으로 전이되는 확

률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정상체중이나 혈당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과 연령차는.

있지만 등 은 세에서 세에 이르는 명의 제 형Sigal [62] 39 70 251 2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주간 주 회 저항운동과 복합운동22 , 3

을 실시하였을 때 저항운동이 복합운동보다는 혈당감소 효과

가 낮았지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의 혈당감WT

소 효과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와 같이 단일운동은 아니, WT

었지만 비만 남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간 분간 유산12 , 40 50～

소운동 주 회 과 저항운동 주 회 을 복합한 운동을 실시한( 2 ) ( 2 )

권용일 등 의 연구와 비만 여중생 명 운동군 명 대조[35] 40 ( 19 ,

군 명을 대상으로 주간 주 회 분간 걷기운동을21 ) 12 , 6 , 30 60 ,～

실시한 김태운 의 연구 결과는 모두 복합운동을 실시하여[33]

혈당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령과 성의 차이가 있지만 강호율 정수. ,

련과 정현령 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여성 명을 대상으로[25] 13

주간 주 회 주관적운동강도 로 걷기운동을12 , 4 , (RPE) 12 14～

실시한 결과 혈당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박주영과,

안주미 도 중년여성 명을 대상으로 주간 주 회 회[51] 11 12 , 3 , 1

분간 건강체조를 실시한 결과 혈당은 유의하게 증가하여60

반드시 를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실시가 본 연구와WT

유사하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청소년의 대부분이 인슐린저항성과 대

사작용의 원활함으로 인하여 혈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소년에게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혈당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혈당 수준은 혈당 측정 시기나 피험자의 영양섭취.

상태 트레이닝 이전의 건강과 체력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고, ,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이 칼로리 소.

모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를 포함한 장기간WT

규칙적인 운동은 청소년에게 다가오는 성인기의 정상적인 혈

당수치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TG level
에서는 의 운동 전 후 집단 내 비교에서 통제군Table 3 TG ㆍ

은 에서 로 유의하게 증가하92.66 mg/dl 112.86 mg/dl (p<0.05)

였고 은 에서 로 유의하게, B group 116.20 mg/dl 77.46 mg/dl

감소하였으며 집단 간 변화율의 비교에서는 통제군(p<0.01) ,

보다 이 보다는 이 유의하게C, D group , C, D group B group

감소하였다 또 다른 대사증후군 인자인 는 본 연(p<0.01) . TG

구 결과 운동 후 통제군은 증가하였으나 저강도 운동군은 현,

저한 감소를 보였다 집단 간 변화율 비교에서도 저강도 운동.

군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중고강도 운동군도 통, ․
제군보다 우수하게 감소하였다.

는 주로 고기 생선 기름 등의 음식을 통해 체내로 공급TG , ,

되며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주로 배에 있는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그 양이 많아질수록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상지혈증 지표인. TG․
는 서양인이나 다른 동양인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서구인의 경우 는 평균치가, TG 7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치는 약mg/dl 120 mg/dl

정도이다 성인의 경우 미국에서 발표한 기준치가. , 150 mg/dl

인데 우리나라 성인의 분의 이 이미 이 수치를 넘고 있다3 1 .

가 높은 사람은 혈관에 좋은 가 낮고 혈압은 높아TG HDL-C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

에 가 모여있는 뱃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TG .

에서는 대상자의 운동 전 는 수준이 저강도 운동군TG

을 제외하고는 등 이 제시한 아(116.20±56.82 mg/dl) Cook [10]

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 기준인 이상의 범위에110 mg/dl․
속하지는 않았지만 운동 후에는 통제군은 위험 수준에 도달하

였고 중고강도 운동군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운동 후, 7․
수준으로 감소하여 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5 82 mg/dl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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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은 차이가 있지만 여중생 명. 32

을 대상으로 주 회 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하여 의 감소3 , 12 TG

를 보고한 박태곤 과 과체중 및 비만 아동 명을 대상으로[53] 18

주간 복합운동 실시하여 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한 김종12 TG

원과 김현준 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의[31] WT

감소 효과를 지지하는 것이다TG .

는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어 대체로 운동시TG

간이 분 이상 길어지면 유리지방산의 소모가 증가되어 주30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므로 운동을 통한 소모가 가장 효율적이

다 본 연구에서 저강도 운동군의 감소의 탁월한 효과는. TG

운동 강도가 낮아 중고강도군 보다 운동을 오래 지속하여․
유리지방산의 소비를 촉진한 결과로 생각되며 결론적으로는

를 통한 감소는 중고강도보다는 의 저강WT TG 40 55%RM～․
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HDL-C level
의 운동 전 후 집단 내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고HDL-C ,ㆍ

집단 간 변화율의 비교에서는 통제군보다 이 유의하D group

게 증가하였다 의 주된 기능은 말초(p<0.05) (Table 3). HDL-C

조직의 총 콜레스테롤을 받아 간으로 를 운반하는 콜20 30%～

레스테롤의 역수송 이다(reverse cholesterol transportation) .

이 기능은 적절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유지와 동맥벽 세

포 내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거품세포의 형성을 막는 죽상

경화증의 예방이 중요한 기능이며 항콜레스테롤 인자 또는,

장수인자라고 불리어지고 있다[3].

이미 년 는 콜레스2002 ATP III (Adult Treatment Panel III)

테롤이 높은 환자의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할 때

의 증가와 역상관을 보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강력한HDL-C

위험인자인 의 관리에 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낮LDL-C 1 .

은 수준의 는 고중성지방 과체중 비만 운동부족 형HDL-C , , , , 2

당뇨병 등과 함께 흔히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고 을 상승시킬 때 총 사망률과 심근경색 뇌졸중, HDL-C ,

등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한 바 있어

의 수준 향상은 중요한 일이다HDL-C .

본 연구에서 후 변화는 집단 내에서는 전후WT HDL-C ․
차이는 없었지만 고강도 운동군이 통제군보다 우수하게 증가

되었다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인자에서는 주로 저강도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한 강도는 HDL-C

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상을 위해서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HDL-C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근육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

고강도 수준의 규칙적인 에 의해서 체중감량이 나타나고WT

근육량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소모량의 증가되어 그것이

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HDL-C . Stefanick

등 이 이미 주장한 가 에너지소모량과 비례하여 증[64] HDL-C

가한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중강도, ․

운동군의 운동강도는 주로 근지구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

고 근력증가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강도설정의 결과일 것이,

며 향상은 고강도로 실시해야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HDL-C

한다 하지만 반드시 고강도 수준의 운동이 아니더라도 규칙.

적인 운동이 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 도 있으며HDL-C [4,32] ,

중고령층의 대사증후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통계적 유의[43].

성은 없었지만 통제군은 사후 수준이 증가하였고HDL-C ,

저중강도 운동군은 사전 수준이HDL-C 45.38 47.46 mg～․
로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dl

유의함은 없이 사후에 로 조금 증가한 것45.68 49.48 mg/dl～

은 주간의 실시의 효과로 보인다 이동수 등 도 중학8 WT . [36]

생을 대상으로 주간의 후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12 WT HDL-C

하였다고 하였으며 대체로 저항 운동은 를 정도, HDL-C 13%

향상시키며 에 대한 의 비율도 낮출 수 있다, HDL-C TC [17,68].

또한 운동 유형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운동을 매일 분 이상30

할 때 상승하고 금연 시에는 평균 상승하며3 9% , 4 mg/dl ,～

체중 감량 시마다 정도 상승하므로 무엇보다1 0.35 mg/dl㎏

도 탄수화물 식사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을 포함한 운동프로그램[19],

실시는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대사증후군의 결정요소는 비만 체력 생활양식, , ,

이므로 대사증후군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식생활습관을[15], ․
개선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

사증후군 인자의 개선을 위한 의 가장 효과적인 강도는WT

저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체중증가 시기에,

있는 청소년 비만자는 단기간 동안에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년1

에 의 체중감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제한하5 10%～

고 고당질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 내용의 변화와 규칙적인 운

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습관의 정

착만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본다.

요 약

일반계 비만고교생 명을 그룹으로 구분 웨이트트레이60 4 ,

닝을 일 분 주 회 주간 강도별1 60 70 , 3 , 8 (A group: control～

group, B group: 40 55%RM, C group: 60 75%RM, D～ ～

로 실시하여 대사증후군 가지 인자group: 80 90%RM) 5～

개선(waist size, fasting glucose, TG, HDL-C, blood pressure)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강도를 알아보았다 의WT . Waist size

감소는 운동군 모두 효과적이었으나 과40 55%RM 60～ ～

실시 그룹이 더욱 효과적이었고 의 감소도 운동군75%RM , TG

모두 효과적이었으나 실시 그룹이 더욱 효과적40 55% RM～

이었다 는 차이가 없었으며 는 대조군. Fasting glucose , HDL-C

보다 실시 그룹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80 90%RM ,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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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는 차이가 없었고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 systolic

는 다른 그룹보다 실시 그룹이 유blood pressure 40 55%RM～

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강도보다는 오히려. ․
저강도가 대사증후군 인자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

며 웨이트트레이닝이 비만고교생의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개선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만고교생은 대사. ,

증후군 인자의 개선을 위해 의 웨이트트레이닝을40 55% RM～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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