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에 기인하고, 대사

적 증후군으로 분류되어 혈당,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

테롤, 허리-엉덩이 둘레비 등의 주요 지표가 되며, 관

상동맥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Fina et al., 2012;

Shea et al., 2011).

이러한 비만의 원인은 인슐린 과잉분비, 시상하부의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분비,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의 내분비계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유전적 영향을 

비롯하여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잘못된 

식생활패턴 및 운동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

라고 할 수 있다(Canabal et al., 2007; Byerly et al., 2009).

저항성운동의 장점은 중량부하를 이용함으로써 근

육량의 유의한 상승효과를 유발하고(Schoenfeld, 2010),

지방질 이용증가에 의한 지방분해 능력의 향상에 기인

하여 신체구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제지방량

의 증가는 기초대사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높여주기 때

문에 근력강화운동은 신체활성도 및 조직의 증대를 위

하여 중년여성에게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건강증진 방

법이라 할 수 있다(So & Choi, 2007). 뿐만 아니라 저항

성운동은 기초대사율 증가로 총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

고 지방분해 능력 및 근육량, 제지방 조직, 에너지 소비

율, 지방질 이용의 증가로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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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yong-tae Kim, Ji-Hoon Cho. Influence of Complex Exercise Program and Vitamin D Intake Level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Bone Density, and Hormones in Obese Middle Aged Women. KINESIOLOGY, 2017, 19(2): 33-4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complex exercise and vitamin D intake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bone density, and obesity hormone in obese middle aged women. [METHODS] The subjects were 32 obese
women 30% of body fat, 8 placebo group (PL), 8 complex exercise with placebo group (CE+PL), 8 complex exercise with high
vitamin D intake (CE+LV), and 8 complex exercise with high vitamin D intake group (CE+HV). The subjects have performed
the exercise program for 70 minutes a day and 3 times a week with weight training and elastic band exercise during 12 weeks.
Also, low and high vitamin D intake group took a peel 2.5ug(100IU) and 10ug(400IU)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and plac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body fat to CE+HV compared with CE+PL and PL (p<.05) and significant in-
crease in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e, and flexibility between groups compared with PL (p<.05) but not in cardiores-
piratory endurance(p>.05). Also,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part of upper arm, thigh, and lumbar of bone den-
sity(p<.05). For the obesity hormones, leptin and insulin significantly decreased in CE+HV compared with CE+LV, CE+PL,
PL(p<.05)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ghrelin(p<.05).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re were positive responses
in muscular endurance and bone mineral density, in cases involving both complex exercise and high vitamin D intake, from
the development of body composition and obesity hormones.

Key words : complex exercise, vitamin D, muscular endurance, bone density, hormones
주요어 : 복합운동, 비타민 D, 근지구력, 골밀도,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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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ado & Triplett, 2008). 그

러므로, 유산소운동이 혼합된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적

용은 체지방량의 감소와 더불어 제지방량의 증가 또는 

유지함에 있어 시너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비만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은 성별, 연령대별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정상체중의 중년여성

과 달리 비만 중년여성의 경우,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과 당질 및 지질의 섭취비율이 높은 잘못된 식습관으

로 인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족

한 신체활동으로 부적절한 신체구성의 변화를 유발하

고, 체력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부정적인 골밀도 건강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Pollock et al., 2011). 반면 운동

은 비만관련 호르몬 및 식이섭취량을 조절시키는데 일

조를 하며, 골격근에 칼슘의 흡수와 침착을 촉진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체구성 및 호르몬과 더불어 

골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restes et al., 2009).

때문에, 골대사에 부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중년여

성에게는 적절한 운동방법의 제시로 적극적인 운동수

행의 권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상의 방지와 운동효과

의 극대화를 위해서 신체활동 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절운동범위에서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Kim et

al., 2010), 적절한 운동빈도, 강도 및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저항성운동은 체중부하에 

의한 자극이 골밀도에 긍정적인 효과로, 골질량 증가를 

촉진시키며(Vainionpaa et al., 2006), 유산소운동은 심

폐체력의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골대사관련 호르몬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다(Kang, 2013).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 피부에서 일어

나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스스로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경구보충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

인과 같이 실내활동 증가 및 지역에 따른 햇볕의 노출시

간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비타민 D의 섭취가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영양소로 보고되는 비타민 D의 

역할은 지방산 합성의 억제 작용과 더불어 지방분해를 

자극함으로써 긍정적인 신체구성 비율을 조절하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cotorchino et al., 2013).

비타민 D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idwell &

Valliant(2011)는 통제군과 비교하여 비타민 D섭취군에

서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Forney et al.(2014)도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섭취

시킨 결과 체중 및 체지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하지만, 신체구성 변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또한, 효과적인 체지방 분해 및 골밀도를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D섭취의 적정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섭취량의 조건을 달리

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지표설정을 제시하고,

복합운동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중년여성의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와 체지방률 검

사를 통해 비만에 해당되는 중년여성이며, 비만의 판

정은 체질량지수 25이상, 체지방률 30%이상에 해당되

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에 해당되는 32

명(비위약섭취군 8명, 복합운동 및 위약섭취군 8명, 복

합운동 및 저비타민 D섭취군 8명, 복합운동 및 고비타

민 D섭취군 8명)이 무선배정 되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실험과정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 후 자발적인 참여 및 검사동의서를 얻은 

후 실험에 착수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설계

본 실험에 앞서 신장계와 체중계(BSM 330, Biospace),

체성분분석기(VENUS-5.5, Jawon Medical, Korea)를 이

용하여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운동프로그램 적용 전, 후 대상자의 신체구성, 체력,

골밀도 및 비만관련 호르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

구성은 체성분분석기를 사용하여 체지방률, 체지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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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방량등을 측정하였다. 체력의 경우 근력, 근지구

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측정하였으며, 근력은 악력 

측정을 위하여 악력계(THP2, Korea)를 사용하였고, 근

지구력은 30초간 윗몸일으키기로 측정하였으며, 심폐

지구력은 2분 제자리걷기를 실시하였고, 유연성은 좌

전굴 방법을 이용하였다(TKK 5404, Japan). 골밀도의 

경우 DEXA(Technical Insights Co., US)를 이용하여 

위팔부위, 넙다리부위, 허리뼈부위를 측정하여 단위는 

g/cm2로 나타내었다. 호르몬의 경우 채혈하여 실시하

였으며, 렙틴, 그렐린, 인슐린을 측정하였으며, 렙틴은 

측정용 키트(Human Leptin RIA)를 이용하여 Radio

Immuno Assay법으로 분석하였고, 그렐린도 측정용 

키트(Active Ghrelin ELISA)를 이용 하여 ELISA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인슐린도 측정용 키트(Insulin

RIA)를 이용하여 Radio Immuno Assay법으로 분석하

였다.

운동프로그램

이 연구에서의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성운동 복합운

동 프로그램은 선행연구(An et al., 2008)를 근거로 재

구성하였다.

주 3회, 70분간 실시하였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각 10분, 본 운동은 저항성운동과 유산소성운동을 50

분간 실시하였다. 준비운동은 중년여성이 좋아하는 리

드미컬한 음악에 맞추어 맨손체조를 시행했으며, 정리

운동은 스트레칭을 시행하였다. 저항성운동은 전신의 

근육강화를 목적으로 관절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탄성밴드를 이용하였으며, 탄성밴드의 저항력은 1-4

주는 노란색 5-8주는 빨간색, 9-12주는 파란색 밴드로 

각 동작을 2세트 15회 실시하였다. 유산소성운동은 트

레드밀, 자전거타기, 줄넘기 운동을 다양화하여 지루하

지 않고 운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운동강도는 선행연구(An et al., 2008)와 미국스포츠

의학회(ACSM's Guidelines for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2006)를 근거로 하여 저항성 운동의 경우 

대상자가 비만임을 고려하여 Borg(1987)의 자각인지도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적용하여 1-4주

는 RPE 11-12, 5-8주는 RPE 13-14, 9-12주는 15-16으로 

증가시켰으며, 유산소성 운동의 경우 1-4주는 HRmax

의 40-50%, 5-8주는 HRmax의 50-60%, 9-12주는 

HRmax의 60-65%으로 증가시켜, 구체적인 운동프로그

램은 <Table 2>와 같다.

비타민 D 섭취방법

이 연구자는 모든 대상자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정제된 비타민 D와 위약

Exercise type Exercise duratione & intensity Time(min)
Warm up Calisthenics RPE 11 10

Resistance
exercise

leg extension, leg curl, hip extension, hip
flexion, chest press, seated row, biceps curl,

triceps extension

1 - 4 weeks : Yellow thera-band, RPE 11-12
5 - 8 weeks : Red thera-band, RPE 13-14

9 - 12 weeks : Blue thera-band, RPE 15-16
25

Aerobic
exercise

Treadmill
Ergometer

Jumping rope

1 - 4 weeks : HRmax 40-50%
5 - 8 weeks : HRmax 50-60%
9 - 12 weeks : HRmax 60-65%

25

Cool down Stretching RPE 11 10

Table 2. Complex exercise program

Variables Age(yrs) Height(cm) Weight(㎏) BMI(kg/m2) Body fat(%) LBM(kg)
PL 41.38±1.06 160.06±2.62 63.81±2.07 25.91±0.64 33.32±.0.89 42.54±1.36

CE+PL 40.75±2.76 158.44±3.06 64.15±2.98 25.56±1.11 33.04±1.34 42.94±1.67
CE+LV 41.38±2.13 158.94±2.86 62.75±3.82 25.84±1.37 33.75±1.55 41.52±1.69
CE+HV 40.88±1.81 158.56±2.26 61.43±2.35 25.43±0.82 32.45±1.17 41.48±1.35

PL : Placebo group, CE+PL : Complex exercise+Placebo group,
CE+LV : Complex exercise+Low intake Vitamin D group, CE+HV : Complex exercise+High intake Vitamin D group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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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섭취시켰다. 한국성인 영양섭취기준(2014)에 따른 

비타민 D의 권장량은 하루 5ug(200IU)이며, 평상시 섭

취하는 음식물 속에도 비타민 D 성분이 함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Atas et

al.(2013)이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저비타민 D섭취군과 

고비타민 D섭취군은 매일 각각 2.5ug(100IU),

10ug(4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였다. 하지만 이 연

구의 제한점으로서 개인생활패턴에 의한 야외활동 시 

합성되어질 수 있는 비타민 D의 통제는 불가능하였다.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측정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복합운

동 프로그램 참여 및 비타민 D섭취에 따른 신체구성,

체력, 골밀도, 그리고 비만관련 호르몬의 변화를 규명

하기 위하여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은 Tukey를 실시하였

다. 또한 집단과 시기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내 운동전, 후의 

항목별 평균값의 비교는 종속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시기간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든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신체구성의 변화

신체구성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측정시기간 체

중의 변화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또한 체질량지수의 경우도 

측정시기간에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p<.001), CE+HV그룹은 PL그룹 및 

CE+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특히, 체지방률의 경우 CE+HV그룹은 PL그룹, CE+LV

그룹, CE+PL그룹과 비교하여 그룹간 유의한 감소결과

가 나타났으며, 측정시기간에도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제지방량의 경

우에도 CE+LV그룹과 CE+HV그룹에서만 측정시기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증가결과가 나타났다(p<.0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
F-value

Group Time Group×Time

Body weight
(kg)

PL 63.81±2.07 64.44±1.94 -1.923 .98

3.826* 242.852*** 59.564***
CE+PL 64.15±2.98 62.21±3.30 8.458*** -3.02
CE+LV 62.75±3.82 60.49±3.78 13.369*** -3.61
CE+HV 61.43±2.35 57.71±2.23a 15.631*** -6.04

BMI
(kg/m2)

PL 25.91±.64 25.92±.65 -1.125 .04

4.578* 235.536*** 57.364***
CE+PL 25.56±1.11 24.78±1.13 7.937*** -3.04
CE+LV 25.84±1.37 23.95±1.39 14.241*** -3.60
CE+HV 25.43±.82 22.95±.71ac 16.491*** -6.05

Body fat
(%)

PL 33.21±.87 33.38±1.06 -1.275 .51

9.443*** 362.774*** 58.979***
CE+PL 33.04±1.34 30.49±1.29 28.136*** -7.72
CE+LV 33.75±1.55 31.54±1.22 7.797*** -6.56
CE+HV 32.45±1.17 28.45±.67abc 13.307*** -12.32

LBM
(kg)

PL 42.54±1.36 42.92±1.14 -1.365 .89

3.432* .592 1.895
CE+PL 42.94±1.67 43.23±2.07 -1.300 .68
CE+LV 41.52±1.69 42.38±1.95 -6.279*** 2.06
CE+HV 41.48±1.35 43.29±1.46a -9.036*** 4.36

* p<.05, *** p<.001
a : CE+HV vs PL (p<.05), b : CE+HV vs CE+LV (p<.05), c : CE+HV vs CE+PL (p<.05)

Table 3. Changes of body composition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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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의 변화

체력의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측정시기간 근

력의 변화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

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또한 근지구력의 경

우도 측정시기간에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증가하였으며(p<.001), 특히 CE+HV그룹에서 

측정시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에서는 CE+HV그룹, CE+LV그룹, CE+PL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반

면, 측정시기간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p<.001), 각 그

룹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연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

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골밀도의 변화

골밀도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측정시기에 따

른 위팔부위의 골밀도변화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또한 

넙다리부위의 골밀도는 측정시기간에 PL그룹을 제외

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1), 특

히 CE+HV그룹에서 측정시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에서는 CE+HV그룹은 PL그룹

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허리뼈부위 

골밀도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CE+HV그룹은 PL그룹과 비교하

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측정시기간 렙

틴의 변화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CE+HV그룹은 CE+PL그룹 및 PL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그렐린의 

경우는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증가하

였고(p<.001), 특히 CE+HV그룹에서 측정 시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며, 그룹간 차이의 결과는 

CE+HV그룹은 CE+LV그룹 및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
F-value

Group Time Group×Time

Muscular
strength

(kg)

PL 15.95±1.67 15.60±1.69 -1.256 -2.23

3.971* 164.933*** 36.544***
CE+PL 16.04±2.39 17.48±2.33 -5.918*** 9.00
CE+LV 16.11±1.31 18.09±1.63 -6.279*** 12.29
CE+HV 15.38±1.22 18.56±1.49a -9.036*** 20.73

Muscular
endurance
(rep/30sec)

PL 13.50±1.19 12.38±1.06 1.570 -8.33

8.402*** 318.011*** 92.606***
CE+PL 14.13±.99 16.50±1.07e -11.225*** 16.81
CE+LV 13.63±1.51 16.63±1.06d -12.979*** 22.02
CE+HV 13.25±.89 17.13±1.36a -13.072*** 29.25

Cardio-
respiratory
endurance

(beats/min)

PL 97.25±5.42 98.13±5.94 -2.166 .89

1.928 97.759*** 25.023***
CE+PL 97.63±5.95 95.25±6.09 5.730*** -2.43
CE+LV 97.75±5.97 93.88±5.36 9.029*** -3.96
CE+HV 94.63±4.21 88.75±3.19 13.133*** -6.21

Flexibility
(cm)

PL 16.94±1.15 16.31±1.25 2.317 -3.73

2.957* 118.047*** 30.220***
CE+PL 16.94±1.47 18.73±1.56 -37.279*** 10.55
CE+LV 17.13±1.06 19.20±1.21 -5.082*** 12.12
CE+HV 16.44±1.08 19.81±1.22a -7.659*** 20.53

* p<.05, ***<.001
a : CE+HV vs PL (p<.05), d : CE+LV vs PL (p<.05), e : CE+PL vs PL (p<.05)

Table 4. Changes of physical fitnes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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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하였다(p<.05). 인슐린 변화 역시 PL그룹을 제

외한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결과를 가

져왔으며(p<.001), CE+HV그룹은 CE+LV그룹, CE+PL

그룹, PL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p<.05).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년비만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비타민 D 섭취여부 및 섭취

량이 신체구성, 체력, 골밀도 및 호르몬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복

합운동프로그램 적용과 함께 고용량 비타민 D 섭취는 

저용량 복용시보다 신체구성 및 비만관련 호르몬 요인

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의 효율적인 제거와 더불어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장하는 것은 많은 선행연

구를 통하여 자명하게 제시하는 유산소성 운동의 적용

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운동 또한 제지방량의 증가를 

통한 비만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Table 5. Changes of bone density (M±SD)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
F-value

Group Time Group×Time

Upper arm
(g/cm2)

PL .73±.02 .72±.03 2.197 -.72

3.376* 236.665*** 57.808***
CE+PL .73±.03 .74±.03 -10.253*** 1.99
CE+LV .73±.03 .74±.03 -12.296*** 2.48
CE+HV .73±.03 .75±.03a -15.072*** 3.30

Thigh
(g/cm2)

PL 1.13±.06 1.11±.06 1.570 -1.70

3.338* 27.206*** 9.891***
CE+PL 1.12±.02 1.15±.03 -3.827*** 2.89
CE+LV 1.11±.02 1.15±.03 -4.252*** 3.49
CE+HV 1.11±.02 1.16±.03a -5.781*** 4.46

Lumbar
(g/cm2)

PL .95±.03 .94±.02 2.045 -1.36

4.012* 67.668*** 29.779***
CE+PL .94±.02 .96±.03 -14.527*** 1.68
CE+LV .94±.03 .97±.03 -13.485*** 2.51
CE+HV .94±.03 .97±.02a -10.529*** 3.61

* p<.05, ***<.001
a : CE+HV vs PL (p<.05)

Table 6. Changes of hormone (M±SD)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
F-value

Group Time Group×Time

Leptin
(ng/ml)

PL 12.29±1.42 12.61±1.41 -4.638* 2.59

9.219*** 365.934*** 87.327***
CE+PL 12.60±1.06 10.94±.72 8.894*** -13.15
CE+LV 11.73±1.19 9.84±1.27e 7.382*** -16.16
CE+HV 11.74±.95 7.73±.83a 20.594*** -34.14

Ghrelin
(ng/ml)

PL 18.17±3.11 17.39±2.47 2.317 -4.29

10.363*** 451.809*** 90.226***
CE+PL 17.70±1.81 24.33±2.25 -24.800*** 37.42
CE+LV 17.44±1.92 23.16±1.85e -32.712*** 32.79
CE+HV 18.73±3.52 30.89±3.16a -34.321*** 64.94

Insulin
(ulU)

PL 19.08±1.93 19.75±1.89 -7.722*** 3.51

8.411*** 328.100*** 82.196***
CE+PL 21.29±2.89 16.47±3.00 13.689*** -22.66
CE+LV 21.14±2.65 16.73±2.74e 12.231*** -20.84
CE+HV 19.42±2.09 9.00±1.75a 43.339*** -53.65

* p<.05, ***<.001
a : CE+HV vs PL (p<.05), e : CE+PL vs PL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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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azzer et al., 2011). 저항성운동의 적용이 가져다주

는 신체구성의 변화는 직접적인 운동에너지의 충족에 

의해서 발생되기보다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에너

지 소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량의 감소효과를 보

고하였으며(Tompkins et al., 2011), 또한, 저항성운동 

형태는 근섬유의 적응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의 

증가 효과와 근섬유에 자극을 주어 근비대 및 신경계

의 활성화 등을 통한 근기능 향상이 나타난다(Aguirre

et al., 2013). 게다가 체지방률의 감소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떨어뜨려 주는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는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장점과 더불어 안정시 심박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ijie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도 지방조직보

다 높은 운동근육조직의 에너지 소비율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저항성운동과 함께 유산소성운동의 복합운동프

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고무적인 신체구성의 변

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Figueroa et al.(2013)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저항

성운동 집단에서 제지방량의 증가와 함께 근력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보고하였고, 장기간의 신체활동은 골격

계에 직접적인 자극 혹은 간접적인 자극에 의하여 새

로운 골의 생성에 관여하므로(Cho & Kim, 2012), 골

질량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근력 및 근지구

력의 증가를 보고한 Dietz et al.(2012)의 선행 연구결

과와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도 근력 및 근지구력의 유

의한 증가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량 비타민 D 섭취와 복합운동의 이중적 적용집

단에서 통제군과 비교하여 위팔, 넙다리, 허리뼈의 골

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복합운동 

수행을 통한 근력증가와 더불어 지방조직보다 제지방

조직 중 근육량의 증가현상을 야기하여 골밀도 향상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되며(Nilsson et al., 2013), 보조적 

역할로서의 비타민 D 섭취는 근력 및 신체균형 등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함께 골 형성의 활성화

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Arends et al., 2011).

렙틴은 지방조직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항비만호

르몬으로서 에너지 균형유지를 위하여 내분비적 신호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량의 간접적인 에

너지 저장 수준을 반영하며(Berman et al., 2013), 체지

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

만인은 체지방률이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은 분

비량을 나타내게 된다(Simonds et al., 2012). 선행연구

에 의하면 조깅, 계단오르기, 줄넘기 등의 유산소성 운

동은 렙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hmadizad et al., 2014), Jung et al.(2012)의 연구에

서도 12주 걷기 운동을 통하여 비만 여성의 렙틴 수준

의 유의한 감소효과를 보고하였고, Kim & Lee(2014)

도 유산소운동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체지방률의 감소

와 더불어 렙틴 농도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렙틴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Fatima et al.(2015)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D의 섭취량이 낮아질수록 렙틴수치가 상승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또한, Maggio et al.(2014)은 비

타민 D의 농도와 체지방량과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며,

골밀도 수치의 향상과 함께 혈청 렙틴수치의 유의한 

감소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운동 및 

고비타민 D 섭취군에서 렙틴의 유의한 감소현상을 나

타낸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통제그룹을 제외한 모

든 운동그룹과 함께 특히 고비타민 D 섭취군에서 더

욱 그렐린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와 운동 후의 

안정시 대사량의 상승은 체내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그렐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

다(Moraes et al., 2015). 비타민 D의 결핍은 체중감량

속도가 감소되고, 그렐린 등의 식욕조절 호르몬의 항

상성에 혼란을 야기시키며, 운동강도는 낮은 강도보다

는 고강도에서 그렐린 수준을 더욱 자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ado et al., 2015).

비타민 D의 부족현상은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며, 복부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의 원

인이 된다(Hoseini et al., 2013; Ha et al., 2014). 본 연

구 결과에서는 고비타민 D섭취 및 복합운동군에서 저

비타민 D섭취군과 단독적인 복합운동군과 비교하여 

인슐린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복합운동프

로그램과 비타민 D 섭취의 이중적 적용은 체지방률 

감소와 제지방량의 증가효과를 통하여 비만관련 호르

몬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대

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의 결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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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의 결과, 복합운동 및 고비타민 D 섭취군은 

단독적인 복합운동군 및 위약섭취군과 비교하여 체지

방률, 렙틴, 인슐린의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제지방

량, 근지구력, 그렐린 및 골밀도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타났다. 결론적으로, 중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운동프로그램과 고

비타민 D 섭취의 이중적인 적용은 신체구성과 비만관

련 호르몬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근지구력 및 골

밀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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