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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이 당뇨발생예측률 및 신체조성, 혈관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비만흡연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 동의서를 작성한 D광역시에 소재한 H기업체의 협력업체 T기업에 근무하는 40대 비만흡연 사원 20명
이었으며, 과거병력과 현재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규칙적인 운동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당뇨발생률예
측률 및 신체조성, 혈관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전과 12주간 복합운동 실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실험 전·후 차이 검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당뇨발생예측률, 체중, 체지방률, 골
격근량, 복부지방률 및 혈관탄성 상지(오른손, 왼손), 하지(오른발, 왼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
다(p.<05). 

주제어 : 비만흡연자, 당뇨발생예측률, 신체조성, 혈관탄성, 골격근량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complex-exercise on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rate, body composition and vascular compliance in obese smokers and suggesting effective exercise program for 
obese smokers' healthy life. The research object was composed of the 20 employees, obese smokers in their 
age of 40s, of T company, which is the subcontractor of H company in D Metropolitan City, who learn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nough and wrote the consent form of voluntary participation, who have no medical 
history and currently no special disease, as well as no experience in regular exercise.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spection on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rate and body composition, vascular compliance, also, 
implemented descriptive statistics to calculate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before the test and after 
implementing 12 weeks' complex-exercise program, and verific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after the 
test was analyzed by using Paired t-tes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p<.05,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participating in 12 weeks' complex-exercise program,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rate, weight, 
body fat percentage, skeletal muscle mass, abdominal fat rate and vascular compliance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 of change in upper extremities(right hand, left hand), nether extremities(right foot, left foot) p.<05. 

Key Words : obese smoker,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rate, body composition, vascular compliance, skeletal 
muscle mass

Received 31 July 2014, Revised 12 September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eung-Suk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Email: sshk32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이 당뇨발생예측률 및 신체조성, 혈관탄성에 미치는 영향

58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Oct; 12(10): 587-595

1. 서론

평균수명이 100세 시 를 앞두고 인들에게 건강

한 삶을 하기 해 균형 잡힌 양섭취와 규칙 인 

신체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한 필수조건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 사회의 발달로 운동부족과 스트 스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 으로 신체 기능의 하를 가

져온다[27,13]. 특히 흡연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유성림 등(2005)[10,13]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2년에는 16,104명, 1998년 19,299명, 2001

년 22,19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도 국민들의 건강 리를 한 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식당, PC방, 술집,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을 지

하고 있으며, 한 담배 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흡연자의 수는 크게 지 않

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10)[9]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성의 흡연율은 2010년 42.6%로 OECD 국

가  가장 높은 수 으로 보고하고 있다.

담배의 성분  건강에 해를 끼치는 4,000여 가지의 유

해물질  표 인 것은 일산화탄소(CO)와 니코틴

(nicotine), 타르(tar)를 들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

로빈(Hb)과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고, carboxyl 

hemoglobin(COHb)이 증가되어 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해하며, 해된 산소운반 능력의 보상작용으로 다 구

증이 래된다고 보고하 다[13].

이같은 인체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흡연은 특히

당뇨병, 고 압, 고지 증, 비만환자들에게 부정 인 

향을 주는데, 이는 복부비만의 증가와 련[20]이 있으며,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복부지방률(WHR)이 높았

다는 보고가 있다[38]. 

2001년에 실시된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1960년

 0.9% 던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율이 2000년에는 

7.6%로 7배 이상 증가[31] 하 고, 우리나라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고 압, 고지 증, 심 계 질환  모

세 질환 등 여러 합병증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동과 항운동을 같이 

실시할 경우 체지방 감소, 고 도 콜 스테롤 증가와 근

육량의 증가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며 당 장능

력(glucose storage) 한 향상되어 정상 당을 유지하기 

한 인슐린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33,18], 규칙 인 신체

활동은 당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당조 에 정 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환

자들의 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어 미세

의 합병증을 방할 수 있으며, 상동맥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3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종 힘든 노동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근로자들에게 규칙 인 신체활동

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이 증가 할 수 록 신체의 여러 기 이 퇴화

되는데 심 계, 근골격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이 가

속화되며, 가장 속하게 퇴화되는 신체기   하나가 

심 계이다. 계 질환  직 으로 에 이상

이 있어 발생하는 질환은 고 압, 동맥경화, 뇌  질환 

등이며, 이는 의 구조  변화는  세포의 비정상

 비 , 이상증식, 의 구조 , 기능  퇴하를 의미한

다[3].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규칙 인 신체활동을 통해 개

선  방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3]. 규칙 인 신체

활동의 효과로는 류량과 압, 동맥  내피의 정

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세동맥으로 류를 효

과 으로 공 해 주어 개선에 효과 이며 동맥의 

탄성, 말 의 항 감소와 탄성회복, 장량의 변화, 

내분비계의 변화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22,32].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이 당뇨발생

측률  신체조성, 탄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여 비만흡연자들의 건강한 삶을 한 조건의 하나인 규

칙 인 운동 로그램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상은 D 역시에 소재한 H기업체의 력

업체 T기업에 근무하는 비만흡연 사원들로 연구의 취지

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  참여의 동의서를 작성한 20

명을 상으로 과거병력과 재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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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인 운동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하 다. 이들의 신

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Vanables

  Group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BMI

Exercise

(n=20)
45.25±2.75 168.50±8.06 76.68±1.64 23.81±1.04 24.19±2.08

2.2 실험절차 및 방법

2.2.1 신체조성 측정

실험 상자들은 Heyward(2000)[26]의 권고안에 따라 

테스트 4시간 에 음식섭취와 12시간 에 운동을 했

다.  실험 당일 술, 흡연, 카페인 음료를 통제하 으며, 

테스트 30분 에는 소변을 보게 한 후, 측정에 방해되는 

속물품을 뺀 후 간단한 상하의를 입고 생체 기 임피

던스 방법에 의한 바이오스페이스(Korea)사의 InBody 

J20 장비를 사용하여 2분간 정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

여 신장, 체 , 체지방률, BMI를 측정하 다[Fig. 1].

[Fig. 1] Body Composition test

[Fig. 2]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test

2.2.2 당뇨발생 예측률 검사

본 연구의 상자는 실험 30분 에 실험실에 도착하

여 당뇨발생 측기 IMPETO MEDICAL(France)사의

EZSCA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손과 발을 각 극센서에 올려 놓고 진행표시바가 스

캔을 모두 마쳤다고 표시하기 까지 상자는 움직이지 

않게 하 다[Fig. 2]. 실내 온도는 22~24도를 유지한 후, 

상자는 실험  4시간 동안 강한 운동을 하 다. 

극 센서가 닿는 부분에 상처나 피가 나는 환자 한 실험

에 제외하 다. 

2.2.3 혈관탄성 분석

안정 시 수축기 압, 동맥 속도 측정을 하여 피검

자는 실험 당일 M 학 실험실에 30분 에 도착하여 10

분간 운 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하 다. 수축기 압 측

정은 수은식 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실험 치 , 실험

처치 직후 수축기 압을 측정하 다. 

동맥 속도의 측정은 동맥 펄스웨이  달속도

(pulse wave velocity: PWV)에 의한 동맥 속도 측정기

(PWV 3.0-K_M TEC, Korea)를 이용하여 완과 하지

의 동맥 속도를 각각 측정하 다. 완의 동맥 속도는 

피험자가 운 상태에서 동맥 속도 측정기 리드의 양극

(+)을 오른쪽 손목, 음극(-)을 왼쪽 손목, 지를 왼쪽 

완에 부착하여 측정한 후 펄스웨이  센서를 왼발과 오

른발의 검지 발가락에 부착하여 하지의 동맥 속도를 측

정하 다.

동맥 속도의 측정은 검사기록계 속도를 200mm/s로 

기록하도록 설정하고 왼발과 오른발에서 측정한 동맥

속도는 20 간 자동으로 측정된 심 도의 최 치의 시간 

간격의 평균하 다. 심 도 R 의 최 치와 펄스웨이

의 최고치는 QRS 의 R 의 최고치와 왼발 검지발가락

에서 측정된 펄스웨이 의 동맥 속도 측정기에서 각 

를 자동으로 최고치를 설정한 후 시간 간격을 기록하

다[Fig. 3].

[Fig. 3] Vascular compli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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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운동부하검사

피검자의 12주간 유산소성 운동 로그램  참여  최

하 운동부하검사는 실험집단의 개인별 50∼

70%HRmax의 유산소성운동 로그램 운동강도를 설정

하기 해 기속도 1.7mph, 경사도 10%에서 매 3분마다 

속도 0.8mph, 경사도 2%씩 증가시키는 Bruce Protocol을 

이용하여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박

수  최 산소섭취량 최 환기량을 자동호흡가스분석

기(Gas analyzer, quark b2, Italy)로 측정하 으며, 압

측정은 운동 수행 인 상태에서 매 2분마다 자동운동

압측정기(Tango, suntech, USA) 측정하 다. 운동  심

장의 이상 상태를 악하기 해 심 도측정기

(CH-2000, cambridge, Switz)로 이상여부를 모니터 하

다. 

피검자의 개인별 운동강도의 산출은 Karvonen의 산

출법인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Intensity(%)(HRmax-HRrest)+HRrest을 이용하여 산

출하 다. 심박수  최 산소섭취량, 최 환기량을 자동

호흡가스분석기(Gas analyzer, quark b2, Italy)로 측정하

으며, 압측정은 운동 수행 인 상태에서 매 2분마다 

자동운동 압측정기(TANGO, suntech, USA)로 측정하

다. 운동  심장의 이상 상태를 악하기 해 심 도 

측정기(CH-2000, cambidge, Switz)로 이상 여부를 모니

터 하 다[Fig. 4]

[Fig. 4] Maximal Graded Exercise test

2.2.4 복합운동프로그램

유산소성 운동 로그램은 최 운동부하검사 실시 후 

얻은 결과를 토 로 <Table 2>와 같이 12주간 주 3회, 

총 40분간 H기업의 건강체력센터에서 M 학의 스포츠

건강 리학과 학생 그리고 스포츠과학연구실 실험 들

의 보조 하에 운동을 실시하 다. 운동 시 운동강도의 정

확한 실시를 하여 운동시간동안 Polar 심박수 측정기

[Fig. 5] Complex exercise programs

(Polar Electro, Technogym, finland)를 탄력성 벨트에 연

결한 다음 흉근 아래쪽에 부착한 후에 손목에 polar 

receiver(S610i, polar, finland)를 착용하여 모니터링 하

다. 항운동은 Brzycki(1993)[21,16]의 최 근력 공식을 

이용해 1RM을 구한 후, 근력장비를 이용해 1RM의 

70~80% 강도로 1세트 8~10회, 3세트를 일주일에 3번 

[Fig. 5]와 같이 실시하 다

<Table 2> Complex exercise programs

classificati

on

Exercise 

program

Exercise intensity

Time1-4

(week)

5-8

(week)

9-12

(week)

warm-up Stretching 10

main 

exercise

Walking 

& 

Running

HRmax

50%

HRmax

60%

HRmax

70%
30

Weight 

treining

Chest press

Butterfly

Shoulder press

Arm cul

Lower Back(kg)

Abdominal(kg)

Leg Press(kg)

Leg Extension(kg)

Leg Curl(kg)

3set 30

cool-down Stretching 10

2.2.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18.0 versio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만흡연자의 사 , 사후 당뇨발생 

측률  신체구성, 탄성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

하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후 차이 검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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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3.1 당뇨발생예측률의 변화

<Table 3>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당뇨발생 측률의 변화는 참여  

28.16±5.54%에서 참여 후 24.85±5.73%로 유의한(p<.05) 

감소를 보 다.

<Table 3> Diabetes outbreak prediction change 

Variable pre-test
post-test

(12wks)
T-value P

Diabetes 

occurrence rate

(%)

28.16±5.54 24.85±5.73 2.13
.046
*

  

M±SD, *p<.05, **p<.001

3.3.2 신체구성의 변화

<Table 4>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 의 변화는 참여  76.68±1.64kg

에서 참여 후 74.82±1.71kg으로 유의한(p<.05) 감소를 보

으며, 체지방률의 변화는 참여   23.81±1.04%에서 참

여 후 21.94±1.55%로 유의한(p<.05) 감소를 보 다.

골격근은 참여  29.85±2.71kg에서 참여 후 

32.37±3.00kg으로 유의한(p<.05)증가를 보 으며, 복부

지방률의 변화는 참여  0.90±0.04에서 참여 후 

0.87±0.44로 유의한(p<.05) 감소를 보 다.  

 <Table 4> Weight and Body composition change

Variable pre-test
post-test

(12wks)
T-value P

Weight

(kg)
76.68±1.64 74.82±1.71 6.62 .000**

  

Body fat

(%)
23.81±1.04 21.94±1.55 5.25 .000**

Skeletal 

muscle mass

(kg)

29.85±2.71 32.39±3.00 -2.52 .021
*

Waist Hip 

Ratio
0.90±0.04 0.87±0.44 3.16 .005*

M±SD, *p<.05, **p<.001

3.3.2 혈관탄성의 변화

<Table 5>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상지의 변화는 참여  오른손은 

108.85±13.14ms에서 참여 후 127.40±11.06ms으로 유의한

(p<.05) 증가를 보 으며, 왼손은 112.05±12.17ms에서 참

여 후 126.85±10.43ms으로 유의한(p<.05) 증가를 보 다.

하지의 변화는 참여  오른발은 131.85±6.09ms에서 

참여 후 144.50±14.24ms로 유의한(p<.05) 증가를 보 으

며, 왼발은 131.90±7.35ms에서 참여 후 147.95±15.45ms

로 유의한(p<.05) 증가를 보 다.

 <Table 5> Vascular compliance change  

Variable pre-test
post-test

(12wks)
T-value P

Right hand

(ms)
108.85±13.14 127.40±11.06 -4.91 .000**

  

Left hand

(ms)
112.05±12.17 126.85±10.43 -4.87 .000

**

Right foot

(ms)
131.85±6.09 144.50±14.24 -4.05 .001**

Left foot

(ms)
131.90±7.35 147.95±15.45 -3.75 .001

**

M±SD, *p<.05, **p<.001

4. 논의

4.4.1 신체조성의 비교분석

흡연이 비만과 깊은 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흡연 양이 증가할수록 체질량 지수와 복부비만

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35]되어 있으며, 흡연자의 복부

둘 가 비 흡연자의 복부둘 보다 높고 복부비만률이 높

다고 보고하 다[37]. 

이같은 결과는 흡연은 신지 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

하게 하여 체지방 축 과 복부지방 축 으로 인하여 비

흡연자 보다 각종 성인병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흡연자의 건강상 험을 이기 해서는 규

칙 인 신체활동이 실히 요구되는데, 최춘길(2010)[15]

은 유산소  항의 복합운동이 신체구성을 개선시키고 

지방 사와 련된 에 지 항상성 여 호르몬을 증가시

키므로  지질  호르몬 변화에 정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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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고 보고 하여 규칙 인 운동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체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에서 참여 후 유의한

(p<.05) 감소를 보 으며, 특히 근육량에서 유의한

(p<.05) 증가를 보여 규칙 인 신체활동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규칙 인 신체활동은 체   체지방

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이웅배(2013)[11], 김규태와 

김 국(2013)[1], 김형돈 등(2013)[6]과 같은 결과를 제시

하고 있으며, 특히 남윤신과 김규태(2004)[7]는 흡연자의 

웨이트 트 이닝은 상체운동인 벤치 스  하체운동

인 스쿼트에서 최 근력이 유의한 증가를 보 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골격근의 유의한 증가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복합운동 로그램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산소트 이닝에 의한 근력의 증가는 

말 조직의 변화 때문이며 이는 활동 근세포내의 미토콘

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고, SDH(Succinic 

dehydrogenase)와 PFK(Phosphofurctokinase)의 산화효

소의 증 , 근 세포 내 모세  수의 증가, 그리고 근육

의 류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 다[7].

따라서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은 신체조성을 개선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된다. 

4.4.2 당뇨발생예측률 비교분석

한국인에게 제2형 당뇨병은 체 당뇨 발병의 95%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4 의 사망원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하 다. 한 비만과 유병률 조사 결과에서 비만도의 증

가가 당뇨병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8].

한편,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교감신경 흥분작용으로 

심박수, 압, 심박출량이 증가하며[27,15]. 액성분인 

TC(total cholesterol), TG(triglyceride), LDL(low 

density lipoprotein)의 농도를 증가키며,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농도를 하시키는데 

직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24,13].

이와 같이 비만흡연자는 당뇨병 발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양섭취와 더불어 규칙 인 신체활동

이 실히 요구된다.

민범일(2002)[8]은 흡연자를 상으로 규칙 인 신체

활동은 지단백질  청효소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igal et al.,(2006)[38]과 김 경 

등(2001)[5]은 당뇨병의 방과 치료를 해서는 규칙

인 신체활동을 매일 30분 이상의 등도 강도로 시행하

도록 권고 하고 있어 규칙 인 신체활동의 효과를 강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당뇨발생 측률에서 참여 후 유의한 감소를 보 다

(p<.05). 

따라서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은 당뇨발생 측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된다.

4.4.3 혈관탄성 비교분석

흡연은 반 인 심장질환의 험을 높이는 심성 

비만의 증가와 련[20,13]이 높으며, 비만은 당뇨병 발생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당뇨병은 근골격계의 구조 ·기능  감퇴와 탄력

성 감소 그리고  내피에 노폐물과 지방의 침착으로 

인한 손상이 가속화 되면서 심  질환의 험도가 

높아진다[19,14].

의 비정상 인 구조  변화는  내피세포의 

비정상  비 , 이상증식, 의 구조 , 기능  퇴하를 

의미하고 있다[3,29]. 퇴화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를 방하고 개선을 해서는  내피세포의 

이완물질 유리증가[34,30],  수축 물질의 감소[23] 등

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만흡연자들에게는 순환계를 효과 으

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유산소운동이 합하다는 보고

[17]하고 있는데, 이종호(2003)[12]는 규칙 인 신체활동

은 류량과 압이 동맥 과 내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세동맥으로 류를 효과 으로 공 해 

주고 이 안정시보다 운동 에는 오히려 정상 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에 따른 

탄성에서 상지(오른팔, 왼팔), 하지(오른발,왼발)에

서 참여 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비만흡연자의 복합운동은 탄성을 개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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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심 질환을 방하는데 정 인 향을 주어 건강

한 삶을 하는데 효과 인 운동 로그램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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