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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걷기운동 후 복부 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와 대사증
후군 위험인자 개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있었다.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주당 3회 12주간 실시하였다. 12주간
의 걷기운동 후 피험자들의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에 따라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많은 상위 25% 집단
(n=8)과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적은 하위 25%(n=8)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12주간의 걷기 운동 프로그램 전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대사증후군 위험인자(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공복시혈당, 

혈압)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2주간의 걷기 운동 실시 후 총 복부 지방과 내장지방의 감량 정
도는 허리둘레, 혈압(SBP, DBP)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피하지방의 감량 정도는 허리둘레와 혈압(SBP)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제어 : 걷기 운동, 총 복부 지방, 내장지방, 피하지방, 대사증후군

Abstract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of walking exercise program-induced 
abdominal visceral fat loss with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in middle-aged women.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was provided at a frequency of 3 sessions, respectively, per week for a duration of 12 weeks. Then,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either those whose abdominal visceral fat loss belonged to low 25 percentile 
(low 25% group, n=8) or those whose abdominal visceral fat loss belonged to high 25 percentile(high 25% 
group, n=8) based on the amount of abdominal visceral fat loss induced by the walking exercise.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waist circumference, triglycerides, HDL-cholesterol, fasting blood glucose, blood pressur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12 weekly walking exercise program had no difference.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the walking exercise-induced total abdominal fat and visceral fat loss 
were positively relate to waist and blood pressure(SBP, DBP) and that the walking exercise-induced 
subcutaneous fat loss were positively relate to waist and blood pressure(S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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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만은 에 지 섭취와 소비 사이의 불균형으로 발생

되며 잉여의 에 지가 체내에 지방으로 과도하게 축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

증, 고 압 등과 하게 련되어 있어 심 계 질환

의 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 정상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이면서 복부 비만인 사

람에게서 인슐린 항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2]. 그리고 비만 에서도 복부 비만(abdominal obesity)

이 신 비만(obesity)에 비해 인슐린 항성, 고인슐린

증, 이상지질 증, 고 압  심 계 질환을 포함하는 

사 증후군의 요한 측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1, 3, 

4, 5], 특히 복부 지방에서도 피하지방(subcutaneous fat) 

축 에 비해 내장 지방(visceral fat)의 과잉축 이 사 

질환의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

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Waist circumference), 

성지방(Triglycerides), 압(Blood pressure), 공복 당

(Fasting blood glucose)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

(HDL-cholesterol) 변인  세 가지 이상의 변인에서 이

상이 발생된 상태를 의미한다. 복부 내장 지방의 축 이 

사증후군 험인자 향을 미치는 기 으로는 사

으로 활발한 지방이 내장지방 내에 존재하고, 내장지방

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간 문맥으로 직  방출되어 

사 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5]. 내장 

지방은 TNF-α(tumor necrosis factor-α)와 CRP(C-reactive 

protein)[7, 8], 아디포사이도카인(adipocytokine)[9, 10, 

11], PAI-1(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type 1)[12, 

13],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14]와 같

은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여 사증후군의 발생에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피하지방 조

직에 비해 내장지방 조직에서 벽의 수축을 일으키고 

말 상의 항을 증가시켜 압을 상승시키는 안지

오텐시노젠(angiotensinogen) mRNA가 더 많이 발 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5], 내장 지방의 증가가 사

증후군 험요인의 한 요소인 압에 향을 미치며, 

한 내장 지방의 증가는 간 문맥의  유리 지방산 농도

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어[16], 성지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재 운동은 신체조성의 개선에 정 인 효과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비만과 사증후군의 개선에 도움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사증후군의 방과 치료에 있어 그 역

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17]. 특히 걷기 운동은 비

만인 들의 근골격근  에 충격을 게 주며[18], 

압 감소, 지질의 개선, 상동맥 심장질환의 유발 감

소[19, 20], 간, 골격근 그리고 지방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

을 증가[21]시킴에 따라 비만인과 사증후군 질환자에

게 가장 합한 운동으로 단된다. 국내외 사증후군 

개선을 해 운동 로그램을 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인이나 비만인 혹은 사증후군 환자들 즉 단일 피

험자들을 상으로 걷기 운동, 복합운동, 순환운동 등 운

동량이 다른 다양한 운동 로그램들을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24주간 용하여 그 효과들을 규명하고 있지만

[22, 23, 24, 25, 26, 27, 28], 운동 후 사증후군 험인

자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복부 내장지방의 감

량 정도에 따라 사증후군 험인자들의 개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하면, 비만인들의 복부 지방과 사증후군 험인

자 간에는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됨에 따

라 운동을 통한 복부 지방 감량은 사증후군 험인자

를 감소시킬 것으로 측되며, 특히 피하지방의 감량에 

비해 내장 지방의 감량이 사증후군 험인자의 개선에 

더욱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와 사증후군 험인자 

간의 련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비만 년 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의 걷기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와 사

증후군 험인자 개선 간의 련성을 조사하는데 본 연

구의 목 을 두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체질

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년 여성으로 총 31명의 자

발  참여자로 구성하 다<Table 1>. 본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자료 수집 차에 

해 문서와 구두로 자세히 설명을 한 후 실험 참여 동의

서에 서약을 받고 본 연구에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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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Participants (N=31)

Age (yrs) 43.5 ± 5.2

Height (cm) 159.9 ± 4.7

Weight (kg) 70.5 ± 16.0

BMI (kg/m2) 27.4 ± 5.4

BF (%) 34.2 ± 5.4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2.2 걷기 운동 프로그램

운동 강도는 체력수 이 낮고, 극히 비활동 이거나 

환자들인 경우 심폐기능  심 계 질환 험요인을 

방하고 치료하기 해서 ACSM(2006)에서 강도의 

운동을 1회 30분 이상 주당 3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최  산소섭취량의 65%로 설정하 으며, 

사  심폐체력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최  산

소섭취량의 65%에 해당되는 심박수와 일일 500kcal을 

소비할 수 있는 개인별 운동 시간을 산출하여 용하

다. 운동 로그램은 총 12주로 시작 후 6주에 다시 심폐

체력을 검사하여 향상된 체력에 맞는 운동 로그램을 

제시하 다. 정확한 운동량을 소비하 는지 실시간 확인

하기 한 목표 심박수 도달여부는 자동심박동측정기

(Polar heart Monitor, Polar S610i, Polar Electro, Finland)

를 이용하여 확인  분석하 다. 

2.3 검사항목 및 방법

2.3.1 신체구성

신체구성(신장, 체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율(%), 근육량(kg)) 측정은 X-scan pluseⅡ 

Body Composition Analyzer(Jawon Medical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압은 앉은 상태에서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자동 압계(Fj-500R, JAWON 

Medical, Korea)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다. 

허리둘 (waist circumference)는 자를 이용하여 바닥

과 수평을 이루고 배꼽부 를 평행으로 지나도록 하고, 

직립 자세에서 호기 말에 측정하 다. 

2.3.2 혈액변인 

12시간 공복상태에서 헤 린이 처리된 액 채취튜

를 이용하여 상완정맥에서 채 한 다음 3000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기(MF 300, Hanil, Korea)를 이용하여 

장을 분리한 후 성지방,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 공복 

시 당의 분석은 Vitros Chemistry DT60(Johnson & 

Johnson, NY, USA)과 동일회사의 슬라이드로 분석하

다. 

2.3.3 복부 Computerized Tomography(CT) 

복부 CT 측정은 S시 한국건강 리 회에 의뢰하여 

실시하 으며,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General Electric 

High Speed Advantage 9800 Scanner(SCT-7800TE,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요추 4번째와 요추 5번째 

간 지 에서 실시하여 CT 기기에 내장된 로그램을 

활용하여 복부 체지방과 내장지방  피하지방의 면

을 산출하 다.

2.4 자료처리

통계분석 사 에는 모든 자료의 정규분포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인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로그변형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인들은 평균과 표

편차로 표기하 다. 12주간의 걷기운동 실시 후 복부 내

장지방 감량 정도에 따라 상  25% 집단과 하  25% 집

단으로 구분한 후 신체구성과 사증후군 험인자의 운

동 후 차이 값을 가지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다. 복부 지

방 감소와 사증후군 험인자 간의 상 계는 운동 

후의 차이 값을 가지고 피어슨 상 계(Pearson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하 고, 모든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구 결과 

3.1 신체구성

12주간의 걷기 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에 따른 상

 25% 집단과 하  25% 집단의 신체구성  체

(p<.022)과 BMI(p<.015)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지만, BF(%)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걷기운동 프로그램에 의한 복부 내장지방의 감량과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간의 관련성

59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589-596

<Table 5> The correlations between abdominal fat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Variable △Waist △TG △HDLC △FBG △SBP △DBP

△TAFA .628** -.044 .076 .205 .627** .542*

△VFA .540* .055 .052 .371 .575* .505*

△SFA .549* -.120 .078 .008 .517* .440

TAFA: total abdominal fat area; VFA: visceral fat area; SFA: subcutaneous fat area; TG: triglyceride; FBG: fasting blood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05; **: <.001

<Table 2> Changes in body composition parameters
following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Variable Group Pre Post △Score p value

Weight 

(kg)

Low 25%

(n=8)

62.0

± 11.2

60.5

± 9.6

1.5

± 2.4
.022

High 25%

(n=8)

84.2

± 13.4

78.6

± 13.1

5.6

± 2.9

BMI 

(kg/m2)

Low 25%

(n=8)

23.8

± 3.0

23.2

± 2.3

0.6

± 0.9
.015

High 25%

(n=8)

32.2

± 4.4

30.0

± 4.4

2.2

± 1.0

BF 

(%)

Low 25%

(n=8)

30.7

± 2.9

29.3

± 2.7

1.4

± 0.2
.101

High 25%

(n=8)

39.1

± 3.8

36.0

± 4.7

3.1

± 1.7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3.2 복부 지방

12주간의 걷기 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에 따른 상

 25% 집단과 하  25% 집단의 총 복부지방(p<.001), 

내장지방(p<.001), 그리고 피하지방(p<.041)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hanges in abdominal fat following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Variable Group Pre Post △Score p value

TAFA 

(mm2)

Low 25%

(n=8)

24381.6

± 7424.2

23294.7

± 6721.2

1086.8

± 1392.8
.001

High 25%

(n=8)

44702.9

± 11073.8

35804.1

± 11615.9

8898.8

± 3381.0

VFA

(mm
2
)

Low 25%

(n=8)

7294.3

± 2445.6

7263.8

± 2376.9

30.54

± 376.2
.001

High 25%

(n=8)

13367.0

± 3395.1

8806.1

± 2569.5

4561.0

±1473.3

SFA

(mm2)

Low 25%

(n=8)

17087.2

± 5521.4

16030.9

± 4933.8

1056.3

±1376.2
.041

High 25%

(n=8)

31335.9

± 9349.1

26998.1

±10056.2

4337.8

±3175.9

TAFA: total abdominal fat area; VFA: visceral fat area; SFA: 

subcutaneous fat area

3.3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12주간의 걷기 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에 따른 상

 25% 집단과 하  25% 집단 간의 사증후군 험인

자들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hanges in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following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Variable Group Pre Post △Score p value

Waist

(cm)

Low 25%

(n=8)

87.1

± 8.1

83.9

± 6.4

3.2

± 5.3
.694

High 25%

(n=8)

109.2

± 12.6

101.9

± 13.2

7.3

± 3.6

TG 

(mg/dL)

Low 25%

(n=8)

83.1

± 16.9

84.6

± 29.1

1.5

± 31.2
.862

High 25%

(n=8)

150.1

± 63.0

161.5

± 142.7

11.4

± 147.2

HDLC 

(mg/dL)

Low 25%

(n=8)

43.3

± 9.7

43.7

± 8.3

0.4

± 10.5
.970

High 25%

(n=8)

37.8

± 9.0

38.0

± 12.2

0.2

± 6.9

FBG 

(mg/dL)

Low 25%

(n=8)

97.6

± 14.4

93.2

± 9.4

4.4

± 8.5
.122

High 25%

(n=8)

104.8

± 8.1

96.0

± 9.0

8.8

± 4.5

SBP 

(mmHg)

Low 25%

(n=8)

107.6

± 4.4

104.5

± 5.8

3.1

± 5.1
.105

High 25%

(n=8)

125.3

± 13.2

116.8

± 10.2

8.4

± 6.3

DBP

(mmHg)

Low 25%

(n=8)

63.4

± 5.6

61.3

± 4.1

2.1

± 5.1
.086

High 25%

(n=8)

78.0

± 9.4

70.8

± 7.9

7.2

± 7.3

TG: triglyceride; FBG: fasting blood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3.4 복부 지방과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들 간의 

상관관계

12주간의 걷기 운동 후 복부 지방과 사증후군 

험인자들의 차이 값으로 상 계를 분석하 다. 총 복

부지방과 내장지방은 허리둘 , 수축기 압 그리고 이

완기 압과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하지방은 허리둘 와 수축기 압 간에서만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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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비만 년 여성 총 31명을 상으로 12주간

의 걷기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내장지방 감량이 많은 상  25%(n=8) 집단과 내장지방 

이 은 하  25%(n=8) 집단으로 구분하여 내장지방 감

량 정도의 차이와 사증후군 험인자 간의 련성을 

조사하 다. 

먼  본 연구는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 즉 

집단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단

하여 본 연구의 총 31명 비만 년 여성을 상으로 12주

간의 복합 운동을 실시한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은 

상  25%인 8명을 한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많은 하  

25%인 8명을 선별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 고 간의 

15명은 제외시켰다. 이 게 구분 된 두 집단 간 복부 내

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  25% 집단은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4561.0mm2가 감소한 반면 하  

25% 집단은 복부 내장지방 감량이 30.5mm2가 감소하여 

두 집단 간 4530.5mm2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집단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한 두 집단 간 상  25% 집단은 총 복부 지방 감량이 

8898.8mm2가 감소한 반면 하  25% 집단은 총 복부 지

방 감량이 1086.8mm2가 감소하여 두 집단 간 7812.0mm2

의 차이가 있었고, 상  25% 집단은 피하지방 감량이 

4337.8mm2가 감소한 반면 하  25% 집단은 총 피하 지

방 감량이 1056.3mm2가 감소하여 두 집단 간 3281.5mm2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집단 간에서 

총 복부 지방과 피하지방은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부 내장지방 감량뿐만 아니라 총 

복부 지방 혹은 피하지방 감량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으

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Table 3>.

집단 구분 후 두 집단 간의 신체구성의 변화를 살펴보

면, 12주간의 걷기 운동 후 체 은 상  25% 집단이 –

5.6kg, 하  25% 집단이 –1.5kg이 감소하여 집단 간 

4.1kg의 차이를 보 고, BMI는 상  25% 집단이 -2.15, 

하  25% 집단이 –0.56가 감소하여 집단 간 1.59의 차이

를 보 으며, BF(%)는 상  25% 집단이 –3.09%, 하  

25% 집단이 –1.36%가 감소하여 집단 간 1.73%의 차이

를 보 다. 그리고 체 과 BMI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지만 BF(%)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앞선 본 연구의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에 따

른 명확한 집단 구분 후 첫 번째로 12주간의 걷기운동 

후 복부 내장지방 감량 정도의 차이에 따라 사증후군 

험인자의 개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집단 간 

사증후군 험인자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피하지방 

축 에 비해 내장 지방의 과잉축 이 사 질환의 발생

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6], 걷기 운동 후 

내장 지방 감량 정도가 뚜렷하게 구분된 집단으로 나

다면 사증후군 험인자 개선에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단되어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나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원

인을 찾는  아마도 <Table 3>에서 보듯이 걷기 운동 

사  상  25% 집단의 내장 지방은 13367.0mm2, 하  

25% 집단의 내장 지방은 7294.3mm2으로 6072.7mm2의 

차이를 보 으나 걷기 운동 후에는 상  25% 집단의 내

장 지방은 8806.1mm2, 하  25% 집단의 내장 지방은 

7263.8mm2으로 1542.3mm2의 차이로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복부 내장 지방 면 이 6000mm2

기 에서 1000mm2증가 할 때  사증후군 험성은 1.14

배 증가되지만 12000mm2에서는 8.5배로 증가된다는 보

고[29]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의 사  복부 내장 지방의 

차이에 따른 사증후군 험성은 약 8배 정도이며, 사후 

복부 내장 지방의 차이로 사증후군 험성은 약 1.5-2

배 정도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해서는 피험자

의 인원 증가와 더불어 체 과 복부 내장 지방량이 비슷

한 피험자들을 모집하여 차후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두 번째로 12주간의 걷기운동 후 총 복부 지방, 내장

지방, 피하지방과 사증후군 험인자들의 차이 값을 

가지고 련성을 분석한 결과, 총 복부지방과 내장지방

은 허리둘 , 수축기 압 그리고 이완기 압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하지방은 허리둘 와 수축기 압 간에서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이는 복부 내 체지방과 내장지방 그리고 

피하지방이 허리둘 와 높은 정  상 계가 있다는 보

고[29]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압(SBP, DBP)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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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  상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15]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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