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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이 비만 여자대학생의 동맥맥파속도, 호흡순환계 
및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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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유산소운동이 비만 여자대학생의 동맥맥파속도, 호흡순환계 및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 위해 D광역시 Y구에 위치한 D대학교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율 수치가 30% 이상인자, 과거와 현재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경험이 없는 26명을 선정하여 실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를 받음
으로써 최종 확정한 뒤, 운동집단(N=13), 통제집단(N=13)으로 무선배정 하고 12주간 유산소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체조성의 변화는 운동집단에서 체중, 체지방율, 복부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를 보였다. 둘째, 
호흡순환계의 변화는 운동집단에서 최대산소섭취량, 최대심박수, 최대환기량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셋째, 동맥맥파속
도의 변화는 운동집단에서 상체(왼손, 오른손), 하체(왼발, 오른발)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주제어 : 융복합, 여자대학생, 신체조성, 호흡순환계, 동맥맥파속도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an Convergence aerobic exercise’s influence on obese female college students’ 
Cardiorespiratory systems and arterial pulse wave Velocity, this study targeted female college students in D 
University in Y-gu, D-City, and selected total 26 ones having body fat percentage over 30% with no special 
disease in past and at present and no regular physical activity. After finally confirming their participation in 
this experiment by completely explaining the purpose of and contents of this experiment and getting the 
subjects’ written contents to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 the investigator randomly arranged the subjects into 
the exercise group(N=13) and the control group(N=13) and conducted a 12-week aerobic exercise program to 
the exercise group this study got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oncerning the body composition’s change, the 
exercise group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weight, the body fat percentage, and the abdominal fat 
percentage. Second, for the respiratory & cardiovascular systems’change, the exercise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aximal oxygen uptake, the maximal heart rate, and the maximal breathing capacity. Third, for 
the arterial pulse wave Velocity’s change, the exercise group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upper 
body(right and left hands) and lower body (right and lef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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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의 향상은 음식 문화에도 크게

변화를 가져와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Fast Food) 음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도시락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패스

트푸드(Fast Food)는 칼로리가 높고 불균형적인 영양으

로비만을유발할수도있다고각종메스컴에서경고하

고 있지만 대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

고 있다.

질병관리본부(2014)[1]와 보건복지부(2015)[2]에서 우

리 국민의 2014년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 2.376kcal, 여자

1,764kcal로 남자는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105%, 여자는

95%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상희와 오경원

(2015)[3]이 조사한 우리나라 식품군별 섭취량 추이에서

곡류에 의한 에너지섭취량은 감소를 보였고, 당류 섭취

량은 1998년 7.3g, 2014년에는 11.9g으로 증가를 보였다

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균형적인 에너지 섭취량 증가와 신체활동

시간의감소는비만과동시에대사성질환이나각종성인

병질환에 쉽게 노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여성에있어비만은여성이갖는 1차적성역할에

따른 생식 내분비기능과 월경 이상이나 불임증의 원인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4].

WHO(2004)[5]에서는 2003년 아시아인을 위한 BMI

기준을 발표하고 23kg/m2 이상은 과체중, 25kg/m2 이상

은 비만으로 규정하는 진단 기준을 발표[6]하였는데, 비

만은지방조직의과다축적으로인하여심혈관질환당뇨

병, 고혈압등의 혈관성질환과매우관련이높으며[7,6],

특히 체지방의 총량 그 자체보다는 피하조직 이외의 부

위에축적된복부비만이당및지질대사에장애를초래

하여대사성질환과심혈관질환의발병율과사망률을증

가시킨다고 보고 하였고[8,9], Bramlage et al.,(2004)[10]

은 고혈압의 위험요소로 규명될 만큼 혈압과 밀접한 관

계가있어혈압감소의우선과제로비만조절이필수적

이라고 보고하였다[11].

특히 여성들의 비만은 불임과 연관된 다낭 난소증후

군, 자궁내막암, 유방암등의악성종양의위험도를증가

시킨다고보고하고있어비만의위험성을경고하고있다

[12.13].

최근 신체활동을대신하여약물복용으로도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입 할

수있는데, 어느정도의효과를줄수는있지만그부작

용 또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규칙적인신체

활동과 식이요법을 병행 할 것을 권장[14]하고 있는데,

유산소운동은 에너지 소비증대와 체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혈액성분 개선으로 관상동맥질환의 빈도

감소와심폐기능향상에매우긍정적이라고보고[15,16,17]

하였으며, Albright & Thompson(2006)[18],은 여성들에

게 파워 워킹은 비만 조절과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심혈

관계질환의예방및발생률감소에긍정적인효과가있

다고 보고 하였다[17].

이와 같이 운동의 효과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신

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칙적인 신체활동

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극히 제한 적이어서 여성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교육 및 홍보성의 중요성을 제안

하였고[19,20], 김혜경 등(2012)[21]은 특히 대학생 시기

는 성인기부터 평생 필요한 생활습관 태도를 학습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생활습관이 요구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중년이 되어서야 필

요성을느끼고대학생들에게는건강의중요성이아닌외

형적 외모에 더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

생되는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20.7%가 과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하고 여대생의 64.8%

가 다이어트경험이 있으며, 그 동기로 78.8%가 외모 때

문이라고하였고[22,11], 황윤영(2004)[23]은 여대생의체

중조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못된 음식조절로 인하여

체중감량으로건강상의문제를경험한다고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만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산

소운동이신체조성, 호흡순환기능및동맥맥파속도에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Y구에 위치한 D대학교

여자대학생들이었으며, 대상자의선정기준은체지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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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30%이상인자, 과거와현재특별한질환이없고, 규

칙적인 신체활동 경험이 없는 26명을 선정하여 자발적

참여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이들은 운

동집단 13명, 통제집단 13명으로 무선배정 하였으며, 대

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Vanables

Group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Exercise
(n=13)

19.78±1.16 163.50±2.08 64.16±1.03 32.10±1.16

Control
(n=13)

19.59±1.09 164.77±1.87 65.29±1.64 33.25±1.03

2.2 실험절차 및 방법
2.2.1 신체조성 측정
실험대상자들은 간단한 상,하의를 입고, 금속부품을

제거 한 뒤 생체전기 임피던스 방법에 의한 바이오스페

이스(Korea)사의 InBody720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 동맥맥파속도 검사
동맥맥파속도 측정은 PWV와 SV는 3.0(KM TEC,

Korea)을 이용하여측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은배드에누

워 10분간안정을취한뒤전극리드를좌측전완과손목,

우측 전완에 각각 부착하였다. 동맥맥파센서는 양손의

엄지손가락에고정하고, 동맥펄스웨이브센서는양발의

검지 발가락에 고정하였다. 상완발목 PWV(PWV=거리/

맥파이동시간) 측정치는 30초간 측정한 데이터 중 20초

간 안정된 구간을 선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24].

2.2.3 운동부하검사
대상자들의 12주간안전한유산소성운동강도를적용

하기 위하여 50∼70%HRmax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운

동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운동부하검사 전 피검자들에

게 트레드밀 적응을 위해 D대학의 휘트니스센터에서 3

일간적응운동을실시한뒤 Balke-Ware 프로토콜을이

용하여, 속도 3.3mph로 고정하고 2%의 경사도로시작하

여매 1분마다 1%씩경사도를증가시켰다. 최대심박수와

호흡순환계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전도 측정기

(CH-2000, cambridge, Switz)와 호흡가스분석기(Gas

analyzer, quark b2, Italy)를 이용하여 변인을 분석하여

기록하였다.

2.2.4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운동부하검사에의한개인별운동강도로방과후 D대

학교 휘트니스센터에서 12주간 주 5회, 준비운동과정리

운동각각 10분, 트레드밀 40분, 총 60분을실시하였으며,

1∼4주는HRmax의 50%, 5∼8주는 60%, 9∼12주는 70%

강도로 <Table 2>와 같이 실시하였다[25].

개인별 정확한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

여 Polar 심박수 측정기(Polar Electro, Technogym,

Finland)를 이용하여 컨드롤 하였다[25].

<Table 2> Aerobic Exercise Program

Exercise program

Exercise intensity

T1-4
(week)

5-8
(week)

9-12
(week)

war-up Stretching 10

main
exercise

Working &
Running

HRmax
50%

HRmax
60%

HRmax
70%

40

cool-down Stretching 10

2.2.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자료는 SPSS/PC+ Win20.0

Version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

을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각 그룹 및 측정시기별

각측정항목변화의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반복이원변

량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5 수준에서 검

증하였다.

3. 결과
3.1 신체조성의 변화.
신체조성의 변화는 <Table 3>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반복측정변량분석결과체중에서그룹(F=62.136, p<.01),

측정시기(F=69.715, p<.01), 그룹과 측정시기(F=77.183,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지방률의 변화

는그룹(F=30.219, p<.01), 측정시기(F=32.780, p<.01), 그

룹과 측정시기(F=38.217,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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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복부지방률의변화는그룹(F=1.491, p<.01), 측정시

기(F=2.091, p<.01), 그룹과측정시기(F=3.870,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2 호흡순환계의 변화.
호흡순환계의 변화는 <Table 4>에서 제시된바와 같

이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최대산소섭취량에서 그룹

(F=41.341, p<.01), 측정시기(F=53.692, p<.01), 그룹과측

정시기(F=65.103,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대심박수의 변화는 그룹(F=109.816, p<.01), 측정시기

(F=118.719, p<.01), 그룹과 측정시기(F=133.301, p<.001)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최대환기량의 변화는 그룹

(F=56.261, p<.01), 측정시기(F=65.712, p<.01), 그룹과측

정시기(F=77.431,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Arterial Pulse Wave Velocity change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12wks)

Source F

Right Hand
(m/s)

Exer (n=13) 223.08±12.16 209.11±10.49 Group
Time

Group×Time

111.370**
122.813**
141.339***Con (n=13) 224.13±13.70 224.04±11.33

Left Hand
(m/s)

Exe r(n=13) 228.29±12.17 213.69±12.08 Group
Time

Group×Time

109.823**
115.059**
137.067***Con (n=13) 229.73±12.93 230.05±11.59

Right Foot
(m/s)

Exer (n=13) 251.14±11.60 231.51±10.71 Group
Time

Group×Time

137.091**
141.537**
152.778***Con (n=13) 252.49±11.77 252.97±12.18

Left Foot
(m/s)

Exer (n=13) 255.40±11.90 237.10±11.80 Group
Time

Group×Time

139.171**
143.991**
155.870***Con (n=13) 257.83±11.37 258.09±11.04

M±SD, *p<.05, **p<.01, ***p<.001

<Table 3> Weight, Body fat & WHR change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12wks)

Source F

Weight
(kg)

Exer (n=13) 64.16±1.03 59.43±2.67 Group
Time

Group×Time

62.136**
69.715**
77.183***Con (n=13) 65.29±1.64 65.72±1.49

Body
fat
(%)

Exer (n=13) 32.10±1.16 27.58±1.20 Group
Time

Group×Time

30.219**
32.780**
38.217***

Con (n=13) 33.25±1.03 33.34±1.47

WHR
Exer (n=13) 0.89±0.01 0.85±0.03 Group

Time
Group×Time

1.491**
2.091**
3.870***Con (n=13) 0.90±0.02 0.91±0.04.

M±SD, *p<.05, **p<.01, ***p<.001

<Table 4> Cardiorespiratory Systems change  
Items Group pre-test

post-test
(12wks)

Source F

VO2max
(㎖/㎏/min)

Exer (n=13) 34.80±1.78 38.90±1.17 Group
Time

Group×Time

41.341**
53.692**
65.103***Con (n=13) 33.79±1.33 33.71±1.39

HRmax
(beat/min)

Exer (n=13) 177.51±2.60 182.13±1.84 Group
Time

Group×Time

109.816**
118.719**
133.301***

Con (n=13) 175.88±2.19 175.40±1.58

VEmax
(ℓ/min)

Exer (n=13) 28.73±1.51 33.08±1.10 Group
Time

Group×Time

56.261**
65.712**
77.431***Con (n=13) 27.49±1.44 27.31±1.07

M±S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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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맥맥파속도의 변화.
동맥맥파속도의 변화는 <Table 5>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상체 오른손에서 그룹

(F=111.370, p<.01), 측정시기(F=122.813, p<.01), 그룹과

측정시기(F=141.339, p<.001)는 유의한차이가나타났으며,

왼손에서는그룹(F=109.823, p<.01), 측정시기(F=115.059,

p<.01), 그룹과 측정시기(F=137.067,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체 오른발에서는 그룹(F=137.091,

p<.01), 측정시기(F=141.537, p<.01), 그룹과 측정시기

(F=152.778,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왼발

에서는 그룹(F=139.171, p<.01), 측정시기(F=143.991,

p<.01), 그룹과 측정시기(F=155.870, p<.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논의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켰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로인해 여성들은 날씬해지려

는지나친욕구와잘못된음식조절로건강상의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5%가식사로체중을조절하고있어부작용의심각성을

보고하였다[23]. 청년기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그리고

출산의과정을갖게될연령층이므로임신전모체의영

양 상태와 건강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심각성을초래하게되어[26,27], 올바른체중조절대

안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8,27].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포츠과학자들은 운

동요법을 통해 부작용 없이 체지방을 감소와 근육을 향

상시켜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연구가수행되었는

데, Slentz et al.,(2005)[29]은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 참

여는 복부 내장지방을 감소시키고, 유산소성 운동인 걷

기는 에너지 균형의 유발을 통해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30,31], 비만청소년의 체지방 및 성장 패턴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2].

본연구결과에서는 12주간유산소운동프로그램참여

후 체중, 체지방률, 복부지방율에서 유의한 감소의 효과

를보이고있어선행연구와같은결과를제시하고있으

며, 박철형 등(2012)[20]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질

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에서 비만도가

유의하게 감소를 보인 연구와 비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규칙적인운동은체중과체지방률에서유의한감소를보

였으며[31] 소용석(2016)[33]은 복합운동은 근육량, 체지

방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하였고, 특히 배세현 등

(2017)[34]은 20대 비만여성으로 6주간복합운동은신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산소운동을 통해 근섬유 형태, 모

세혈관 숫자 증가 등으로 근육과 혈액 사이에 가스, 열,

노폐물, 그리고 영양소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지방을

연소 시킨 결과라 사료된다.

호흡순환계기능은 산소섭취 능력 및 산소 소비계 기

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소섭취 능력은 생리적 기능을

알아보는데 총괄적 지표라 할 수 있다[35].

ACSM(2000)[36]에서는 호흡순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의 경우 적정 강도인 60-90%

VO2max의운동강도실시하는것이긍정적인효과를보

인다고 하였다[37].

김우원 등(2009)[35]은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산

소운동과 저항운동을 병행한 연구에서 최대산소섭취량,

호흡교환율에서유의한증가와감소를보였으며, 차석환

등(2010)[38]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워킹과 파워

워킹을실시한결과파워워킹에서호흡순환기능에긍정

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연구결과에서는 12주간유산소운동프로그램참여

후 최대산소섭취량, 최대심박수, 최대환기량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기동 등(2016)[31] 역시 규칙적인 걷기운동은

비만 학생들에게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심박출

량및적혈구수증가등의효과라할수있으며, 특히혈

장량의 증가는 SV와 VO2max의 변화와 높게 상관되어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결과라 사료된다.

동맥맥파속도는 조기 죽상경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일

뿐 아니라 동맥 경화도의 증가는 죽상경화증을 동반한

심혈관질환이일어나기이전에발생한다는의미를가지

고 있다[39].

Boutouyire et al.,(2002)[40]은 동맥맥파속도가 13m/s

이상이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약 40% 증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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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으며, 동맥맥파속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이남성보다높다고보고하였고, 비만일수록혈류속도

의감소와혈관저항의증가와관련성이높다고하였다[41].

신체활동은 혈관저항의 적응 그리고 일정한 혈류 흐

름을유지하게하며, 체중감소는동맥혈관탄성을개선

시킨다고보고하여신체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42].

본연구결과에서는 12주간유산소운동프로그램참여

후동맥맥파속도가유의하게감소를보여선행연구와일

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박해찬 등(2013)[24]은

걷기운동 비만여성에게 동맥맥파속도 긍정적이 효과를

보이고있어규칙적인신체활동을통해체중감소가필수

적이라고 강조하였고,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14주간

걷기운동은 맥파속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산소운동을 통해 혈류량 증가, 혈

관 압력의 증가, 혈관 팽창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어 혈관탄성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사료된다[40].

따라서 비만 여자대학생들에게 유산소운동프로그램

은 체중 및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으로 오는 혈관질환

을예방하고호흡순환기능을향상시켜건강한삶을영위

하는데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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