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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12 weeks combined exercise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n 
body composition, liver function, serum lipids and insulin resistance in obese middle-aged women. 
The combined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for 55 minutes 3 times per week during which the 
intensity progressively increased from RPE 13 to 14, 60-70%HRR (1~5 weeks), RPE 15 to 17, 70-80% 
HRR (6~12 weeks) and nutrition education was conducted 20 minutes one day per week. The subjects 
were 21 obese middle-aged women were composed of the nutrition education group (A, n=7), com-
bined exercise group (B, n=7), and the control group (C, n=7).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nutrition 
education group and combined exercise group were as follows; The A and B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body composition than did the control group. The A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liver func-
tion, TC, TG, HDL-C, and HOMA-IR than did the control group. Consequently, combined exercise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effective in preventing diabetes caused by obesity in obese mid-
dle-aged woma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further studies: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o compar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these variables in obese and non-obese men and women by age 
or exercise type; they are also needed to develop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different 
age groups or bod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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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것으로 건강

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가 비만이라고 보고되고 있다[64]. 우리나

라 전체 인구의 38.8% 비만이며, 특히 중년여성 중 28%가 비만

으로 중년여성의 비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46]. 

이는 중년여성의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분

비 감소가 신진대사 기능을 저하 시키며, 내장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여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18]. 

Glutamate-oxaloacetate transaminase (GOT)와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활성은 간 기능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지표로, 운동 중 골격근의 분해로 근세포로부터 유리

되어 혈액의 그 활성이 증가하며, 정상인보다 비만인이 높다

고 하였다[4].

비만은 비 알콜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과 연관이 있는 독립적인 요인으로[44], 신체활동과 

비만에 대한 연구에서 ALT와 Gamma-Glutamyl Transferase 

(GGT) 수치가 직접적으로 지방간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8], 간기능 효소인 GOP, GPT는 정상인 보

다 비만인이 높게 나타나 비만과 지방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고하였다[8]. 

비만은 혈중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61], 특히 TG와 LDL- 

C 농도 증가 및 HDL-C 농도의 감소는 죽상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15]. 또한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규칙적인 복합운동의 경우에는 LDL-C,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지질 농도의 개선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호흡․순환계통 기능을 향상시켜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생활습관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이라 하였

다[14, 31].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분비에 

대한 체내 감수성의 저하로, 표적세포에서의 인슐린 반응을 

감소시켜 대사 과정의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많은 합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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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each group

Variables

Group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MI (kg/m

2)

A (n=7)

B (n=7)

C (n=7)

44.29±2.93

43.86±3.63

44.00±2.89

160.90±4.36

165.10±4.63

162.29±3.92

68.96±7.03

68.94±7.21

67.56±11.36

26.79±3.98

25.27±2.20

25.61±3.80

Values are M ± SD. 

A: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nutritional education group.

B: combined exercise program group.

C: control group.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59, 63].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운동 형태

와 기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2],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

동 모두 인슐린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2]. 

이러한 비만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 수정요법, 약물 및 수술요법 등 분야별로 다양하다[3]. 

특히 운동요법 중에서 복합운동은 인체 내 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 시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및 근지구력을 증가 시켜 

기초대사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저항운동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 체지방률을 감소시켜 혈관의 염증반응 감소에 영

향을 주어 대사성 질환과 죽상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9].

선행연구에서 복합운동 실시 후 신체조성[49], 체중, 체지방

률, 체지방량 감소[17], 간기능[33], 혈중지질[5] 및 인슐린 저항

성[35] 개선이 보고되고 있다.

영양교육은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

습관 형성을 통해 영양소 섭취 과다의 조절뿐 아니라 근본적

인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사의 다양성을 고려한 식품, 

식품군, 음식의 섭취상태와 선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으로[36], 생활습관병 등의 문제 

발생을 저하 시키는데 기여한다[40, 51]. 

영양교육을 실시 후 비만개선효과를 본 선행연구로는 중년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간 저열량식과 운동을 실시한 결

과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65], 영양교육 실

시 후 식습관, 식행동 및 영양 태도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6].

최근 중년여성들의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이 대두되고 있으

며,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운동참여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이 중년비만여성

의 신체조성, 간기능, 혈중지질 및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를 

알아보고, 비만 중년 여성에게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생

활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여, 중년 여성의 비만 예

방에 효과적인 영양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연구방법 

본 연구는 P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NU_2015_89_ 

HR) 후 B광역시에 거주중인, 체지방률 30% 이상으로 규칙적

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특정한 질환이 없는 40대 중년여성 

중 복합운동 영양교육군(7명), 복합운동군(7명), 대조군(7명)으

로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측정항목  방법

피험자들의 신장, 체중, 및 체지방률은 X-CANPLUS Ⅱ 

(JAWON Medical, PYD0017-070418,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혈액채취를 위해 채혈 전날 오후 8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였다. 오전 8~10시에 진공 채혈관과 바늘을 이용하여 

전완정맥에서 10 ml 혈액을 채취, 원심분리기로 10분간 3,000 

rpm에서 원심분리 후 분석 시까지 혈청을 -70℃ 이하에서 냉

동보관 후 분석하였다.

액분석

혈중지질에서 TC 및 TG 분석방법은 효소 비색법을 이용하

였고, 검체 방법은 Serum (혈청)에서 검체를 하였다. TC 및 

TG는 SIEMENS (Georgia, USA) 사의 시약으로 ADVIA-1650  

(Georgia, USA) 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HDL-C 및 LDL-C는 SIEMENS (Georgia, USA) 사의 시약으로 

ADVIA-1650 (Georgia, USA) 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슐린저항성은 공복 혈당과 혈중인슐린농도를 

이용하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

ance(HOMA-IR) 법으로  계산하였다[10]. 

HOMA-IR = [fasting insulin(nU/ml) × fasting glucose 

(mg/dl)] / 405

복합운동

복합운동 프로그램은[52]의 운동프로그램을 연구대상자들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7 819

Table 2. Weekly plan of combined exercise training program 

Weeks Order/Time Exercise Intensity Frequency

Warm-up (5 min) Static stretching

1-5

Main exercise

(15 min/set)

∙ Rope-skipping

∙ Push up

∙ V-up

∙ Squat

∙ Narrow push up

∙ Plank

∙ Lunge

∙ Burpee test

×3

set

60-70%HRR

(RPE13-14)
3times/

weeks

6-12
70-80%HRR

(RPE15-17)

Cool-down (5 min) Static stretching

Table 3. Program used for the nutritional education in this 

study

Weeks Order

1-2

Eating habit assessment

Meal diary writing education

Principles of obesity prevention

Present a standard meal

3-4
Right meal eating habit education

Writing low calorie diet

5-6
Balanced nutrient intake

Healthy diet education

7-8
Choosing snacks

Dinner meal therapy

9-10
Prevention of starvation

Bulimia and anorexia nervosa

11-12
Check

Feedback

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으며, 상체와 하체로 

운동 부위를 나누어 맨손운동 7종목과 줄넘기를 1-5주는 40초, 

6-12주는 50초 동안 반복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서킷트 

방식을 실시하였다. 운동시간은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15분, 

정리운동 5분으로 구성하여 3세트 총 55분으로 실시하였으며, 

운동강도는 운동자각도(RPE : rating of perceived exertion)를 

이용하여 1-5주는 13-14, 6-12주는 15-17 수준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운동 중 심박수 계측기기인 손목 시계형 POLAR (Polar 

RS400sd, APAC, USA)를 통해 심박수 변화량을 측정하여 1-5

주는 60-70%HRR, 6-12주는 70-80% HRR 설정하였다. 복합운

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양교육

영양교육은 G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를 통하

여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1회 20분씩 영양

교육과 개별상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영양교육프로그램

의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3.0 Ver을 이용하여 측정 항목

에 대한 평균값(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실험 전·후의 

항목별 평균값 차의 비교를 위해 집단 내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변화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diff 값

을 산출하여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증은 

Duncan-test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통계적 유의수준은 a = 

.05 설정하였다.

결   과 

신체조성의 변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 후 신체조성의 변화는 Table 4와 같

다. 체지방량은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복합운동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

과 복합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1). 제지방량은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북합운

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간기능의 변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 후 간기능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GOT는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1). GPT는 차이가 없었다.

지질의 변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 후 혈중지질의 변화는 Table 6과 같

다. TC는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05). TG는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01),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운

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HDL-C은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유의하게 감소하



Table 4. Changes of body composition within each group

Variable Group Pre Post %diff t-value F-value Duncan

%BF

(%)

A (n=7)

B (n=7)

C (n=7)

33.97±3.81

32.53±2.37

32.10±4.81

31.49±4.01

31.51±2.48

32.96±4.57

-7.42±4.99

-3.13±2.17

3.13±4.53

4.186**

3.922**

-1.566

9.558** A,B<C

LBM

(kg)

A (n=7)

B (n=7)

C (n=7)

44.90±1.74

46.84±3.85

45.43±5.57

45.70±2.11

47.27±4.44

44.57±4.52

2.93±1.81

0.85±2.32

-1.68±2.31

-2.605*

-0.981

1.881

4.778* A,B<C

Values are M ± SD. 

A: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nutritional education group

B: combined exercise program group

C: control group

*p<0.05, **p<0.01

Table 5. Changes of liver function in each group

Variable Group Pre Post %diff t-value F-value Duncan

GOT

(U/L)

A (n=7)

B (n=7)

C (n=7)

18.29±5.99

15.57±6.78

18.71±3.15

15.00±4.12

14.00±5.89

19.14±3.58

-15.92±13.63

-8.04±16.12

2.20±5.06

2.969*

1.616

-1.162

3.676* A<C

GPT

(U/L)

A (n=7)

B (n=7)

C (n=7)

14.86±2.79

14.86±4.95

12.71±2.29

14.00±2.45

14.29±2.63

13.29±2.21

-5.21±10.24

0.14±15.20

4.92±7.72

1.441

0.525

-1.549

1.362 NS

Values are M ± SD. NS: non-significant

A: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nutritional education group

B: combined exercise program group

C: control group

*p<0.05,

Table 6. Changes of blood lipid in each group

Variable Group Pre Post %diff t-value F-value Duncan

TC

(mg/dl)

A (n=7)

B (n=7)

C (n=7)

198.14±44.95

198.71±37.47

195.29±23.18

186.71±30.23

192.14±24.88

208.29±25.21

-4.50±6.80

-2.00±10.35

6.83±7.18

1.861

0.783

-2.590

3.633* A<C

TG

(mg/dl)

A (n=7)

B (n=7)

C (n=7)

105.57±8.70

104.57±18.57

103.86±8.86

94.43±15.463

94.00±13.69

111.86±8.67

-11.00±7.67

-9.12±13.69

8.12±9.54

3.855**

2.373

-2.195

8.435** A,B<C

HDL-C

(mg/dl)

A (n=7)

B (n=7)

C (n=7)

52.63±38.91

56.69±9.90

50.29±5.69

55.91±7.38

59.56±12.86

49.06±6.93

6.83±5.30

4.63±8.35

-2.53±6.29

-3.561*

-1.447

0.862

3.678* A>C

LDL-C

(mg/dl)

A (n=7)

B (n=7)

C (n=7)

125.86±38.64

123.14±32.29

128.14±18.01

120.34±31.08

119.19±30.15

133.00±18.23

-2.69±9.18

-2.49±9.16

4.15±9.56

1.038

0.799

-1.156

1.226 NS

Values are M ± SD. NS: non-significant

A: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nutritional education group

B: combined exercise program group

C: control group

*p<0.05, **p<0.01

820 생명과학회지 2017, Vol. 27. No. 7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7 821

Table 7. Changes of insulin HOMA-IR within each group

Variable Group Pre Post %diff t-value F-value Duncan

Glucose

(mmol/L)

A (n=7)

B (n=7)

C (n=7)

76.43±8.68

77.14±3.63

75.43±6.11

75.71±7.34

77.14±4.41

84.14±8.90

-0.75±3.64

0.02±3.93

11.60±8.12

0.658

0.000

-3.812

10.627** A,B<C

Insulin

(μU/mL)

A (n=7)

B (n=7)

C (n=7)

8.29±1.70

7.63±1.35

7.84±2.60

6.54±2.17

7.40±1.58

8.08±2.08

-18.70±29.55

-2.58±15.59

5.18±11.88

1.742

0.598

-0.723

2.479 NS

HOMA-IR

A (n=7)

B (n=7)

C (n=7)

1.57±0.43

1.45±0.28

1.46±0.47

1.21±0.36

1.41±0.33

1.69±0.53

-18.50±32.55

-2.56±16.18

16.99±12.02

1.642

0.466

-3.807

4.487* A,B<C

Values are M ± SD. NS: non-significant

A: combined exercise program and nutritional education group

B: combined exercise program group

C: control group

*p<0.05, **p<0.01

였고(p<0.05),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LDL-C는 차이가 없었다.

인슐린 항성의 변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 후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는 Table 7 

과 같다. 혈당은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복합운동군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인슐린은 유의한 차이

가 나지 않았다. 인슐린 저항성은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복

합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고   찰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체중의 질적인 면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기본적

으로 체지방, 근육량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및 만성질환 등의 기초적인 평가요

소이다[27].

중년기 여성은 생리적으로 노화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로 체

력의 저하, 근육량의 감소 및 체지방의 증가현상이 나타나 비

만이 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13]. 그러나 운동을 통한 

체중과 체지방 감소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지질 이상혈증 개선의 효과가 있고[56] 영

양교육 후 체지방률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53].

선행연구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을 12주간 주3회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량 감소와 제지방량 증가를 

보고하였으며[47], 12주 동안 저칼로리 식이와 유산소성 운동

을 실시한 결과 식이운동군 운동의 체중과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 하였고[1],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영양교

육을 병행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량 감소

와 제지방량 증가를 보고하였다[67].

본 연구 결과 체지방량은 집단 내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복합운동군이 집단 간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제지방량에서 복합운동과 영양교육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복합운동을 통한 신체활동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량 증가와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 개선 및 일일 칼로리 섭취

량을 감소 시켜, 체지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이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량 

증가와 식습관의 개선이 신체조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 기능

비만 및 과체중은 간기능의 이상과 지방간에 원인으로 알려

져 있으며, 비만 상태에 따른 간기능을 조사한 결과 과체중에

서 간기능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영양교육에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다[25].

비만에서 주로 발병하는 비 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는 비교

적 예후가 좋은 단순 지방간(Simple fatty liver)과 함께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간경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비 알코올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등이 해당되므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66].

과체중과 비만은 간기능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43], 50세 전후의 과체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27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3% 미만의 체중증가가 있었던 

집단에서 혈청 GOT 및 GPT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4].

그러나 운동은 간에서 지질의 산화를 자극하고 지방합성을 

억제하여 간의 중성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 선행연구에서 비만 고교생을 대상을 12주간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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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회 50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GOT, GPT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33], 비만 남자 대학생을 대상을 12주간 주 4회, 

1회 40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GOT, GPT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36].

본 연구결과 GOT는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이 체중, 

체지방률, 혈중지질 개선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되며, 

특히 GOT는 간 외에 근육, 신장, 뇌 등 다양한 조직의 반응에

서 나타나므로 GOT의 감소는 신체활동과 식습관 개선에 의한 

체지방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복합운

동과 영양교육이 중년여성의 간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교육이 간기능 개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복합운동군에도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운동과 함께 영양교육을 실시한 것이 간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질

비만인들의 높은 체중 및 체지방량은 혈중지질과 깊은 연관

이 있으며, 혈중지질 중에서 TC, TG 및 LDL-C은 높게 나타나

고, HDL-C은 낮게 나타난다[54].

총콜레스테롤은 장내에서의 영양흡수상태, 지질대사이상,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50]. 선행연구에서 폐경 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2회, 60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TC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30].

본 연구 결과 TC는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TC의 감소는 복합운동을 통해 LPL  

(lipoprotein lipase)의 활성 증가와 HTGL (hepatic trigly-

ceride lipase)의 활성저하로 콜레스테롤 농도의 체내 이화작

용 증가되고 합성율은 저하와[62] 영양교육을 통한 고지방 식

품 섭취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지방(TG)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질의 98% 이상을 차

지하는 흔한 형태의 지질로써 지방세포와 근 골격계에 위치하

고 있으며 간, 장, 피하지방에서 합성되며 공복 시 혈중 TG는 

간에서 지방산과 당을 재료로 합성된 것이다[42]. 

선행연구에서 비만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3회 복

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TG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7]. 본 연구 

결과 TG는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복합운동이 FFA의 흡수와 산화

를 위한 근육조직의 능력 향상과 근육내의 LPL의 합성과 분비

를 증가시켜 근육 내 TG 감소[9] 및 영양교육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HDL-C는 간과 소장에서 합성되어 혈중으로 유출되며, 지

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HDL-C의 

감소는 콜레스테롤의 운반능력의 감소로 죽상경화 병변을 일

으키기 쉬우며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

[28].

선행연구에서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을 12주간 주 6회 60분

씩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HDL-C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6],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을 실

시한 결과 HDL-C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35].

본 연구 결과 HDL-C은 복합운동 영양교육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합운동이 콜레스테롤 에

스테르 전달 단백질의 활성도를 낮추어 HDL2-C 입자의 분해 

속도를 떨어뜨려 HDL-C 농도 증가[11] 및 영양교육을 통한 

체지방 감소와 제지방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LDL-C는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주요 기능

은 말초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2]. 

선행연구에서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을 12주간, 주 5회, 60분

씩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LDL-C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본 연구 결과 LDL-C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교육

을 통하여 LDL-C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슐린 항성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이 근육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활

동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비정상적인 상승과 고인슐린혈

증이 뒤따르며[21], 이는 심혈관질환이 위험인자인 고혈압, 제

2형 당뇨병 및 지질대사 이상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

게 된다[54].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체중증가, 체지방

량 증가, 복부지방 증가, 제지방량 감소, 운동부족 및 폐경 등

이 있다[14].

비만인들의 높은 체지방률은 인슐린 저항성과 정적 상관관

계가 있다[60],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골격근에서 당 섭취를 

촉진시켜 인슐린 감수성 증가와[23, 57], 저항성 운동은 근육 

내 인슐린 신호체계를 활성화 시킨다[6].

선행연구에서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을 12주, 주 5회, 1회 

60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41], 비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주 3회 1회 

80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58], 비만 중년여성에게 12주간의 복합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를 가져 왔다고 하였다[45].

또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3회 운동과 영양교육

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38]. 

본 연구결과 인슐린 저항성은 복합운동 영양교육군과 운동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혈당과 인슐린 증가

로 인하여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복

합운동이 인슐린작용을 억제시키는 유리지방산 감소로 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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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촉진[29] 및 영양교육을 통한 체중감소와 체지방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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