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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ld acclimatization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including weight,            

fat mass, and muscle mass with 10 subjects (5 males and 5 females). During the 3-week acclimatization            

training program, they visited an artificial climate chamber (15°C) 15 times and were exposed to cold            

environment with light clothing for 2 hours. Body composition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cold train-            

ing using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that was later compared by a paired t-test. In the process of ther-            

moregulation, muscle contraction was accompanied by increased substrate metabolism for rising heat           

production. After cold training, the muscle mass increased and fat mass decreased significantly (p<.1,            

p<.05), subsequently the body composition changed. It was found that cold acclimatization training could            

be used as a treatment for obesity. It was suggested that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long term effects of mild            

cold exposure using clothing and its potential applicability as an obesity treatment.

Key words: Cold acclimatization, Cold tolerance, Body composition, Light clothing, Obesity; 추위 훈련,            

내한성, 신체 조성, 박착(옷 얇게 입기), 비만

I. 서  론

인체를 둘러싼 온열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       

명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온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고, 쾌적함(comfort)을 추구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생리 기능을 가장 적게 써        

서 생리적으로 부담이 적고 편안한 상태를 조성해주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Choi,      

1995). 의복이나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며 지속적인 쾌      

적 상태를 추구한 결과, 환경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인    

체 본래의 생리적인 적응 능력인 체온 조절 능력 및 체    

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Itoh,    

1974; Newburgh, 1968). 따라서 무조건적인 쾌적함 추    

구보다는 적당한 추위, 더위 자극에 노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적당한 추위, 더위 자극이 무엇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겨울    

철의 경우 따뜻하게(또는 덥게) 사는 것과 서늘하게(또    

는 춥게)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에 대    

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체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열 생산량에    

비해서 열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체온의 항상성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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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을 받게 된다. 이 때 시상하부를 중심으로 하는 체온        

조절계의 활성화에 따라 산열량을 증가시키고 방열량     

을 감소시키는 기전이 작동하게 되며, 근육과 지방은      

이에 기여한다. 근육은 근 수축을 일으켜 열 생산을 돕        

고, 추위에 고도로 적응된 경우에는 지방층 아래에 위       

치한 근육층까지도 단열층으로 활용하여 방열 억제에     

기여하기도 한다(Veicsteinas et al., 1982). 지방은 추위      

노출 시 일종의 단열재로 작용하여, 내부의 열을 외부       

로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반복적      

추위 노출에 따라 피하지방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     

(Park & Lee, 1999; Yeom, 2007). 한편 지방은 여분의        

에너지 저장소로서, 추위 노출 시에는 산화 작용이 활       

발히 일어나므로 체내 지방 이용율이 증가하며 체지방      

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Mattson, 2010; O'Hara et      

al., 1977; Wijers et al., 2009; Xue et al., 2009). 

일반적으로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인체는 추위 자      

극을 받고 이것이 반복되면 추위에 적응하게 된다.      

이는 환경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 외에도 추운 지        

역으로 이주하거나(Budd & Warhaft, 1966; Savourey     

et al., 1992), 냉수욕·냉찜질을 실시하거나(Young et     

al., 1986), 추운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Huttunen       

et al., 1981; Hwang & Choi, 2001)에도 가능하다. 한        

편 의복을 이용해서도 추위 적응이 가능하여 옷을 얇       

게 입어 다소 서늘한 의복 기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       

도 추위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결과를 나타낸다      

(Kim, 2005; Lee, 1997; Lee et al., 1997b; Lee & Choi,          

2004; Park, 2009). 의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다른 형태의 추위 자극에 비해 그 강도가 약        

하지만 장시간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별 조절이 가       

능하고, 인체와 늘 함께 하는 환경이면서도 친환경적     

이라는 장점을 갖는다(Tamura, 200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추위 노출이 반복적으로 장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이에 적응하는 경우의 근육량과     

지방량의 변화를 탐색하여, 겨울철에 춥게 사는 생활     

습관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있     

었다. 반복적인 추위 노출 시 산열 능력이 발달하고 기     

초 대사량이 증진되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Hwang et al., 1999; Lee et al., 1997b;     

van Ooijen et al., 2001; Yanagi et al., 1987). 본 연구에     

서는 대사 기능 항진을 신체 조성의 측면에서 구체화     

하여 근 수축이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근육량이 증가     

하고, 지방 대사 이용률이 증가하여 체지방량이 감소     

하는 신체 조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Fig. 1). 이를 통해 의복을 활용한 추위 훈련이 신체 조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15°C로     

설정된 인공기후실에서 추위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     

련 전후 신체 조성 변화를 관찰하여 연구모형을 검증     

하고, 추위 훈련이 비만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1. 피험자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18.5~23.0), 과체중(23.0~25.0) 및 비만(25.0 이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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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당하는 20대 남녀 각 5명, 총 1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약물 복용, 과도한      

운동, 식이 섭취 제한 등의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은 연      

구목적, 실험내용 및 측정항목 등에 대해 충분히 설       

명을 들은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실험이 진행      

되는 3주 동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운동,         

과식 등을 제한하도록 권고 받았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훈련방법

추위 훈련은 2009년 12월~2010년 1월에 실시하였     

다. 약 3주의 훈련 기간 동안 각각의 피험자는 인공기        

후실(15.4±0.6°C, 36±4%R.H.)에 15회 방문하여 하루    

에 2시간씩 속옷과 실험의복(면 100% 소재의 반팔      

티셔츠 및 반바지)을 착용한 상태로 앉아서 추위에      

노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3. 측정항목 및 방법

신체 조성은 훈련 전후에 체성분 분석기(Inbody 52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성분     

분석은 생체 전기 저항 분석을 통하여 인체 구성 요        

소인 수분, 단백질, 지방, 무기질의 질량을 측정 및 환        

산하여 신체 조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Fig. 2). 체수      

분은 L 단위로 측정되며,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근     

육량 등은 전기저항값을 토대로 하여 kg 단위로 환산     

된다. 인체내에 수분이 분포하는 곳은 크게 세포내액     

(Intracellular water)과 세포외액(Extracellular water)   

이며 세포외액에는 간질액, 혈액이 포함된다. 세포내액     

과 세포외액을 합쳐 체수분(Total body water)이라 부     

른다. 단백질은 세포내 고형질의 총량을 나타내며, 무     

기질은 뼈, 치아 및 몸속 수분의 무기질 함량을 의미     

한다. 체수분과 단백질 및 몸속 수분의 무기질 함량     

(Non-osseous mineral)을 합하여 근육량(Soft lean mass)     

이라 부른다. 이 때 근육량은 전체 체중에서 뼈, 치아 등     

딱딱한 부분인 무기질(Osseous mineral)과 지방량(Body    

fat mass)을 제외한 나머지로,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과는 구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근육에는 수     

의근인 골격근(손, 발, 가슴, 등 따위의 피부 바로 밑에     

있으면서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과 불수의     

근인 내장근(위, 방광, 자궁, 혈관 등의 벽을 이루는     

근육) 및 심근(심장벽을 이루는 근육)이 모두 포함된     

다. 근육량에 무기질량을 합하면 제지방량(Fat free     

mass)으로 전체 체중에서 지방량을 제외한 나머지 성     

분의 합을 의미한다.

측정은 오전 10시에 이루어졌으며, 전날 저녁 9시     

부터 12시간 금식 후 공복 상태로 가운을 입고 측정     

하여 측정시각, 섭취 음식 및 착용의복의 무게에 따     

른 영향을 배제하고자 했다. 측정결과 체중, BMI, 근     

육량, 체지방량, 영양평가, 신체 균형, 신체 발달점수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

Subject Sex Age (yr) Height (m) Weight (kg) BSA
1)

 (m
2
) BMI

2)
 (kg/m

2
)

M1 M 23 1.69 63.8 1.77 22.3

M2 M 21 1.76 68.4 1.87 22.2

M3 M 20 1.75 102.5 2.21 33.6

M4 M 26 1.72 78.7 1.96 26.5

M5 M 20 1.81 77.2 2.01 23.6

F1 F 22 1.67 59.9 1.70 21.6

F2 F 20 1.63 63.3 1.72 23.9

F3 F 23 1.72 63.6 1.79 21.4

F4 F 22 1.74 59.8 1.76 19.8

F5 F 25 1.55 51.3 1.51 21.5

Mean±S.D.

M 22.0±2.5 1.75±0.05 78.1±15.0 1.96±0.17 25.6±4.8

F 22.4±1.8 1.66±0.08 59.6±5.0 1.70±0.11 21.6±1.5

Total 22.2±2.1 1.70±0.07 68.9±14.3 1.83±0.19 23.6±3.9

1)
BSA (Body surface area)=0.007331×Height (cm)

0.725
×Weight (kg)

0.425
, From Lee. (2005). p. 97.

2)
BMI=Weight (kg) / Height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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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근육량과 체지방     

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기술 통계 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측정치 간의 상관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건강한 20대 남녀 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3주간      

15회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저온 환경(15°C)에서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추위 훈련을 실시      

하였으며, 훈련 전후 신체 조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2).

1. 체중(Weight), 체질량지수(BMI)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체중은 0.09kg, 체질량지     

수는 0.02kg/m
2
 감소하였으나 근소한 차이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Fig. 3>을 통해 개인별     

결과를 살펴봤을 때, 5명의 피험자에게서는 약간의 체     

중 감소(최대 1.1kg 감소), 나머지 5명의 피험자에게서     

는 약간의 체중 증가(최대 0.6kg 증가)를 확인하였다.     

BMI 역시 5명은 감소(최대 0.3kg 감소), 5명은 증가(최     

대 0.2kg 증가)하였다. 저온 환경에서 운동 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를 확인한 선행연구(O'Hara et al., 1977)     

에서는 1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평균 −32.7°C     

로 극지방의 환경이 재현된 인공기후실에서 무장 후     

행군, 언덕 오르기 등의 군사적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     

과 체중은 3.25%(2.6kg), 피하지방 두께는 9.7%(2.6mm)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추운 환경에서는 근육의 활동     

을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요구되며 이 때 지방     

이 분해되므로 신체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Table 2. Changes of body composition

Before After t-value p-value

Weight
Mean
S.D.

68.85
14.35

68.76
14.04

0.492 0.634

BMI
Mean
S.D.

23.64
3.94

23.62
3.87

0.338 0.743

Soft lean mass
(SLM)

Mean
S.D.

47.56
8.51

48.08
8.24

−1.982 0.079

Skeletal muscle mass
(SMM)

Mean
S.D.

28.08
5.53

28.41
5.37

−2.160 0.059

Body fat mass
(BFM)

Mean
S.D.

18.36
7.87

17.73
8.02

2.733 0.023

Percent body fat
(BF)

Mean
S.D.

25.68
5.99

25.26
6.21

0.988 0.349

Fat free mass
(FFM)

Mean
S.D.

50.49
8.98

51.03
8.69

−1.961 0.082

Fig. 2. Body compo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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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위의     

강도가 약하고, 일상적 활동 외의 운동은 훈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체중, 체질량지수를 지표로 하여     

훈련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체중에     

는 근육량과 지방량이 함께 측정되므로 연구모형과 같      

이 근육량이 증가하고 지방량이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상쇄되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만약 추위 훈련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면 기초 대사량 및 체온 조절을 위한 열 발생        

(cold-induced thermogenesis)이 증가하여 총 에너지 소     

비가 증가하므로 체중이나 체질량지수에도 변화가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2. 근육량(Soft lean mass),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근육량은 0.52kg, 골격근       

량은 0.33kg 증가하였으며,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      

의한 결과였다. <Fig.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M3, M4,        

F1 피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피험자에게서 이러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        

난 M2 피험자의 경우는 근육량이 2.1kg, 골격근량은      

1.2kg 증가하였다. 훈련 기간이 짧았으며, 추위 훈련 외       

의 음식이나 운동은 통제하지 않고 평소 생활 습관대       

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측정한 것은 전체 근육량과 골격근량인데, 훈련 결       

과 근육량과 골격근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골격근     

의 증가가 전체 근육량의 증가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골격근의 증가보다 근육량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내장근과 심근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지는 못했으나 골격근과 마찬가지     

로 추위 훈련에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       

행연구에서 추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혈관의 수축     

능력이 좋아져 혈관탄성이 증가하고(Park, 2009), 지방     

조직의 혈관이 성장하며 신생 혈관 형성(angiogenesis)     

도 활발하여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된다(Xue et al., 2009)고 밝혀진 바 있다. 즉 추위     

훈련을 통해 심혈관계의 기능이 좋아지고 발달하게 되     

는 것인데, 이것이 내장근과 심근의 무게 증가로 반영     

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골격근은 열 생산의 주요     

한 기관의 하나로, 추위 노출 시에는 교감신경이 활성     

화되면서 Norepinephrine 등의 Catecholamine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근 수축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피험자나 실험자가 주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떨림인 전율(shivering)이 일어나기도 하고, 떨림은 관     

찰되지 않지만 에너지 대사는 증가하는 비전율성 열     

생산(non-shivering thermogenesis)이 일어났다고 보여   

진다. 이는 운동 시 수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골격근 수     

축에 비하여 그 강도는 약하지만, 추위 훈련을 실시하     

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골격근의 발달     

및 무게 증가에 기여했으리라 사료된다. 

3. 체지방량(Body fat mass)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체지방량은 0.63kg 감     

소했으며,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Fig.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10명 중 7명의 피험자에     

게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 M5 피험자의 경우는 체지방량이 1.8kg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열을 생산하기 위하여     

근육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체지방은 여     

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복부와 피하에 집중     

되어 있으며 백색 또는 옅은 황색을 나타내어 백색지     

Fig. 3. Changes of weight and BMI of each subject. Fig. 4. Changes of soft lean mass (SLM) and skeletal 

muscle mass (SMM) of ea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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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라고도 부르며, 비만은 체내에 백색지방이 과도     

하게 저장된 상태로 정의된다. 반면 갈색지방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고도로 발달한 혈관망과 다수의 미토      

콘드리아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을 연소하여 열을 생      

성하는 지방이다. 갈색지방은 추운 기후에 대응하여     

비전율성 열 생산을 주도함으로써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달한 하나의 적응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Jastroch et al., 2008). 역시 체지방을 연료로 사       

용하므로, 비만을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의 치료 방법      

의 하나로 제안될 수 있다(Cypess & Kahn, 2010). 실        

제로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추위 자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고, 추운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갈      

색지방의 양과 활동성이 증가되어 있음(Huttunen et al.,      

1981; Huttunen & Kortelainen, 1990; Kang et al., 1970)        

이 증명된 바 있다. 한편 비만인의 경우에는 백색지       

방은 많고 갈색지방은 적어 지방 대사 능력에 장애를       

나타낸다고 보고되며(van Marken Lichtenbelt et al.,     

2009), 저온요법(Cold temperature therapy)이 갈색지방    

의 활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당뇨나 비만에 좋은 효과      

가 전망된다고 하였다(Celi et al., 2010; Mattson, 2010).       

본 연구에서는 갈색지방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였     

으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추위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갈색지방이 활성화되었     

고, 갈색지방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은 양의 중성지      

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는 한편 근 수축이 활발해      

져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4. 제지방량(Fat free mass)

제지방량은 체중에서 지방량을 제외한 값으로 수     

분, 근육의 단백질, 당질, 뼈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        

결과 제지방량은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0.54kg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     

과였다. <Fig.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0명 중 7명의     

피험자에게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지     

방량은 기초대사량과 가장 상관이 높은 인자로 알려     

져 있는데, 비만인의 경우 정상인보다 제지방량이 적     

고 기초대사량이 낮아 에너지 섭취를 같게 하여도 더     

쉽게 체지방 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제지방량의 증가는 추위 훈련     

을 실시하는 동안 지방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초대사량 역시 높아졌을 것     

이라 추정된다. 기초대사량이 높을 경우 에너지 소비     

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므로 비만 위험도 감소에 유     

리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0.54kg     

의 제지방량 증가가 의미하는 바를 회귀식 BMR=21.6     

×FFM(kg)+370(McArdle et al., 1996)을 이용해서 계     

산해보면, 약 12kcal의 기초대사량 증가를 추산해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이나, 추위 훈련을 계속하면     

제지방량의 증가 뿐 아니라 산열 능력의 발달에 의해     

서도 기초대사량의 항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Hwang et al., 1999)에서 착     

의량이 적은 집단은 착의량이 많은 집단에 비해 겨울     

철 안정시대사량이 더 많이 항진된 경향을 관찰한 바     

있다. 그 차이를 체표면적 1.8m
2
으로 가정하여 24시간     

에너지소비로 환산해보면 약 100kcal에 해당한다. 비만     

인의 체중 감소 전략에 있어서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 하루에 500~1000kcal 이상의     

소모를 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이로 200kcal, 운     

동으로 300kcal를 소모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고려     

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     

만은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 차이라도 시간이 경과하     

면 큰 차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약한 강도의 추위     

자극을 장기간 계속했을 때의 기초대사량의 변화 및     

Fig. 5. Changes of body fat mass (BFM) of each subject. Fig. 6. Changes of fat free mass (FFM) of ea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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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성의 변화 등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후속연구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신체 조성 측정치 간의 상관 관계

추위 훈련에 따른 신체 조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측정한 신체 조성 측정치(체중, 체질량지수, 근육      

량, 골격근량, 체지방량, 제지방량)의 변화량을 계산     

하여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Table 3). 그       

결과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변화는 제지방량의 변화      

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지방량이     

증가하여 체중 및 체질량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며, 추위 훈련에 따라 체지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      

명해준다. 체지방량과 근육량, 골격근량 및 제지방량     

사이에는 부적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추위      

훈련에 따라 체지방량이 감소한 경우 근육량이 증가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추위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체지방을 연소하고 근      

수축을 활성화하여 추위에 대응했을 것이라는 본 연      

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추위 자극에 노출되어 이에      

적응하는 경우의 근육량과 지방량의 변화를 탐색하여,     

겨울철에 춥게 사는 생활 습관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피      

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저온(15°C)으로 설정된 인공기     

후실에서 3주에 걸쳐 추위에 대한 적응 훈련을 실시       

하였으며, 훈련 전후 신체 조성을 측정하여 추위 훈련       

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열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근 수      

축이 활발히 일어나 근육량, 골격근량 및 제지방량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 수축의 에너     

지원인 지방의 대사적 이용이 증가하므로 체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함도 확인하였다. 근육량은 증가하고    

지방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체중 및 체질량지수에 있     

어서는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 같은     

변화가 일상 생활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에는 체중 및 체질량지수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추위 노출 습관을 갖는 경우     

신체 조성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여 추위 훈련이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추운 계절인 가을 및 겨울철     

에 옷을 얇게 입어 서늘한 의복기후를 형성하면 비만     

도 감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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