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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심혈관 지구성 운동이 신체 구성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
김현정, 은영미, 김세홍*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가정의학교실

Effects of Short-Term Cardiovascular Endurance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Hyunjung Kim, Youngmi Eun, Se-Hong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t. Vincent’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Regular exercise can help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ch diseases. However, most individuals exercise only rarely or irregular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hort-term cardiovascular endurance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in adults who visited an
exercise prescription clinic.
Methods: From among 505 adults who visited the University Hospital family medicine and exercise prescription clinic from March 2005 to March 2011,
data of 105 adults who regularly participated in the cardiovascular endurance exercise program were collected and analyzed.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8-week exercise program (types of exercise: stationary bicycles and treadmills;
exercise intensity: 60%–85% maximum oxygen consumption; exercise frequency: 3–5 times a week; and exercise duration: 20–45 minutes per
session).
Results: Obesity, as defined by the percentage of body fat (measured by bioimpedance analysis), was 71.4% and 80.5% for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and obesity, as defined by body mass index, was 53.5% and 40.2% for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Percentage of body fat, body mass
index, weight, abdominal circumferenc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after the exercise
program. In addition, with the exercise program, the waist-hip ratio decreased and the lean body mass increased. However,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Short-term cardiovascular endurance exercis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ody composition and blood pressure. Therefore, doctors
should more actively recommend exercise guidance.
Keywords: Body Composition; Cardiovascular Endurance Exercise; Obesity; Blood Pressure

만성질환과 명백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서론

입증되었다. 운동이 특히 도움이 되는 질병은 관상동맥질환, 고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산업화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압,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등이다.3)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적

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최근 증가세에 있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

성인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4)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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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고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지 측정 기록한 후 체질량지수를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10)

중 20%–30%가 불충분한 신체 활동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5) 미국인의 50% 이상이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정도의 운동을 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체중, kg)/(키, m)2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그러나 국내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
사로부터 운동을 권유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하다고 하였고,7) 미국

그리고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23 이상 25 미만이면 과체중, 18

역시 28%의 환자만이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았다고 하였다. 그

이상 23 미만이면 정상으로 정의하였다.11) 체지방률 측정은 신체 전

런데 일차 의료 의사가 운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12개월 후에 운동

기 저항 분석법(Inbody 2.0, Biospace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

여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운동을 하는 환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였고 남자는 25%, 여자는 30%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8)

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운동의 권유보다는 신체 구성 및

혈압은 대상자가 혈압측정 전 적어도 5분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신체 적성 평가에 따른 적절하고 구체적인 운동처방(운동의 종류,

앉아 다리는 꼬지 않고 발은 바닥에 닿으며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

지속시간, 빈도, 강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

하도록 편한 자세로 하고 카페인이나, 운동, 흡연 등 혈압에 변화를

혈증,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과 관련된 질환을 가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적어도 혈압측정 30분 전에 중지하도록 하고

사람이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했을 경우 얻어지는 효과와 이득에

소변이 마렵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지 않고 전자식 자동혈압계(UA-

관한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단기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도움

731, Takeda Medical,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

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

전체 연구대상 505명 중 105명(남자 28명, 여자 77명)이 운동처방

구는 운동 처방 클리닉을 방문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적인

실에서 8주간 지속적인 운동처방 프로그램(운동종류: 고정식 자전

심혈관 지구성 운동의 신체 구성 및 혈압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알아

거 및 러닝 머신, 운동강도: 60%–85% 최대산소 섭취량, 운동횟수:

보았다.

3–5회/주, 운동 지속 시간: 20–45분)에 참가했으며 이들의 훈련 전
후 신체 구성 및 혈압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방법
2. 통계

연구대상군에 대해 각 검사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1. 연구대상 및 방법

일개 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운동 처방 클리닉에 2005년 3월부터

운동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통계

2011년 3월까지 방문한 환자 505명(남자 135명, 여자 370명)을 대상

학적인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통계 처리는

으로 하여 2인의 운동 처방사가 신체 구성(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SPSS Version 10.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

제지방량, 복위, 복위-둔위 비,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

용하였다.

중은 신장계측기와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각각 0.1 cm 및 0.1 kg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a

Age (y)

Male (n=135)
35.4±14.5

Female (n=370)
38.8±14.6

Total (n=505)
37.7±14.6

Range
20–76

Height (cm)b

167.9±10.4

157.0±6.3

160.5±9.3

140–186
16–36

BMI (kg/m2)a

26.9±4.7

25.8±4.6

26.2±4.7

Body fat (%)b

27.8±8.3

34.3±6.6

32.2±8.0

8–56

Lean body mass (kg)b

58.9±5.8

41.2±6.1

43.5±9.1

18–65

BW (kg)b

76.6±17.5

64.5±12.5

68.3±15.3

35–132

AC (cm)b

90.8±11.6

86.6±11.4

88.0±10.7

68–124

WHRb

0.93±6.4

0.88±9.5

0.89±0.1

0.5–1.3

SBP (mmHg)b

130.2±17.6

122.1±17.1

124.6±17.7

80–192

DBP (mmHg)b

83.6±11.5

78.3±11.2

79.9±11.6

42–126

Total intake (kcal)b

2,694.0±516.0

2,615.0±530.0

2,822.1±555.0

1,508–3,891

Total output (kcal)b

2,559.0±797.0

2,545.0±805.0

2,437.9±678.0

1,130–3,3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range.
BMI, body mass index; BW, body weight; AC, abdominal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a
P<0.05, b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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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단기간 심혈관 지구성 운동을 한 105명을 체지방률에 따라 비

결과

만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전체 대상 인구의 신체 구성(body composition)과 혈압은 Table 1에

고찰

요약되어 있다. 연령,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체중, 체지방률, 복
위-둔위 비(waist-hip ratio, WHR),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각각 37.7±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운동 부족과 관련된 각종 성인병 및 만성

14.6세, 124.6±17.7 mmHg, 79.9±11.6 mmHg, 68.3±15.3 kg, 32.2±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적절한 운동은 심폐 기능 향상, 근골격계

8.0%, 0.89±0.1, 26.2±4.7이었다. 24시간 회상법 과 한국인 영양권

기능 향상, 내분비대사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좋은

12)

13)

장량의 식품영양 평가표 를 이용하여 실시한 식이조사에서 하루

영향을 줌으로써 현대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총 칼로리 섭취량의 평균은 남자가 2,694 kcal, 여자가 2,615 kcal였다.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Blair 등14)은 적절한 신체 적성을 유지하

전체 대상자 중 8주간의 운동처방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체질

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량지수에 따른 비만 판정비율과 전기 저항 측정법( bioimpedance

사망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규칙적

analysis)에 의한 체지방률에 따른 비만 판정비율을 성별에 따라 비

인 운동이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많은 연구 결과

교하였고 그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남자에서 비만율은 체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약 반 이상이 적절한 운동

방률에 따르면 71.4%였고, 체질량지수에 의한 방법으로는 53.5%였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다. 여자에서는 체지방률에 의한 판정법으로는 80.5%, 체질량지수

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유산소 운동이란 신체

에 의한 방법으로는 40.2%였다.

의 큰 근육군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산소를 이용한 대사율(산소 이
용률)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운동을 의미
한다. 속보, 자전거 타기, 조깅,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등이 대표적

2. 운동이 신체 구성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상자 505명 중 105명(남자 28명, 여자 77명)이 8주간 지속

인 유산소 운동들이며 이러한 운동을 함으로써 심폐기능과 신체적

적인 운동 후 신체 구성 및 혈압의 변화를 재측정하였고 측정치의

작업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 작업 능력이

평균값을 성별에 따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Table

높은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일, 또는 레저활동

3에 요약되어 있다. 남녀 모두를 포함한 분석에서 체질량지수, 체지

시에 크게 피로하지 않고 원활하게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방률, 체중, 복위, 이완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운동전에 비해 운동

에 반해서 작업 능력이 낮은 사람은 의학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

후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0.05).

구하고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쉽게 피로를 느끼며 지치게 되

이 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체중은 남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므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신체 활동은 질병 예방 및

보이지 않았다. 복부 지방률은 운동 전 0.89±8.4에서 운동 후 0.88±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

7.9로 평균치가 감소하였고 제지방량은 운동 전 42.5±9.7에서 운동

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후 42.8±9.7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

고혈압에 대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Jennings 등16)은 4주 동안의 관찰에서 1주일에 3회 운동

Table 2. Comparison of obesity assessment according to BMI and body
fat by sex
Variable

을 하는 사람들을 4주 동안 관찰한 결과 휴식기 혈압이 수축기 10

mmHg, 이완기 7 mmHg 정도 감소했고, 1주일에 7회 운동을 하는

Male

Female

Total

Normal

8 (28.6)

26 (33.8)

34 (32.4)

고하였다. Suter 등17)은 16주 동안 1주일에 2시간 조깅을 하는 사람

Overweight

5 (17.9)

20 (26.0)

25 (23.8)

15 (53.5)

31 (40.2)

46 (43.8)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완기 혈압이 4.3 mmHg 감소했다는

Normal

8 (28.6)

15 (19.5)

23 (21.9)

Obese

20 (71.4)

62 (80.5)

82 (78.1)

Total

28 (100.0)

77 (100.0)

105 (100.0)

BMI (kg/m2)

Obese

사람들은 수축기 12 mmHg, 이완기 7 mmHg 정도 감소하였음을 보

보고를 하였다. 운동을 통해 혈압이 낮아지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

a

Body fat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BMI, body mass index.
a
Body fatness measured by bioimped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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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지지는 않았지만 운동에 따른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줄어들고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에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
에서는 8주간 운동처방을 받은 후 측정한 평균 혈압은 운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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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fter 8-week aerobic training (male=28, female=77)
Variable

Pre-training

Post-training

Difference

t

P-value

Total

25.50±5.20

24.80±4.90

0.72±1.13

6.471

Male

26.37±5.50

25.76±5.20

0.61±1.36

2.395

0.024b

Female

25.23±5.00

24.47±4.70

0.76±1.05

6.299

<0.001a

Total

33.50±8.00

30.70±7.40

2.80±5.18

5.479

<0.001a

Male

29.56±9.40

27.31±7.90

2.24±3.79

3.127

<0.001a

Female

34.96±6.90

31.95±6.90

3.00±5.62

4.629

<0.001a

Total

42.50±9.70

42.80±9.70

-0.31±4.37

-0.695

0.489

Male

50.65±11.80

51.78±12.50

-1.12±3.73

-1.503

0.146

Female

39.54±6.70

39.56±5.70

-0.02±4.56

-0.039

0.969
<0.001a

2

BMI (kg/m )
<0.001a

Body fat (%)

Lean body mass (kg)

BW (kg)
Total

64.80±16.80

63.20±16.50

1.61±2.92

5.615

Male

73.07±21.40

71.97±21.10

1.10±3.55

1.633

0.114

Female

61.81±13.70

60.01±13.10

1.80±2.66

5.901

<0.001a

Total

86.00±12.70

83.00±12.30

2.91±4.20

6.848

<0.001a

Male

89.36±12.20

86.29±12.90

3.07±3.84

4.234

<0.001a

Female

84.66±12.70

81.81±11.90

2.84±4.36

5.448

<0.001a

Total

0.89±8.40

0.88±7.90

0.02±3.24

1.904

0.060

Male

0.93±5.60

0.91±7.50

0.57±0.83

1.720

0.097

Female

0.89±8.90

0.88±7.920

6.18±4.63

1.163

0.249

AC (cm)

WHR

SBP (mmHg)
0.010b

Total

123.99±18.60

119.70±18.10

4.29±16.18

2.641

Male

126.57±15.50

126.47±17.50

0.00±15.72

0.000

Female

122.97±19.60

116.99±17.80

5.99±16.15

3.124

0.003b

Total

80.90±11.60

75.70±11.70

5.20±10.23

5.082

<0.001a

Male

83.96±10.70

81.07±12.30

2.89±8.50

1.800

0.083

Female

79.76±11.80

73.67±10.80

6.10±10.75

4.813

<0.001a

>0.999

DBP (mmHg)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BW, body weight; AC, abdominal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a
P<0.05, bP<0.01.

전 혈압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4.3 mmHg, 이완기 혈압이 5.2 mmHg

비만이 남녀 각각 71.4%, 80.5%였고,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은 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0.05). 남자에서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

녀 각각 53.5%, 40.2%로 단순 체질량지수만으로 본 비만 평가는 전

압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이는 음주, 흡

기저항 측정 방식(bioimpedance analysis)에 의한 비만도와 비교할 때

연, 스트레스 등이 남자에서 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소 평가됨을 보여주었다.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하기 전 체질량지

비만은 심혈관 질환, 악성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뇨병, 신장

수와 체지방률은 각각 25.5±5.2 (kg/m2), 33.5±8.0 (%)이었고 운동

질환,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많은 질환들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 이미

프로그램을 마친 후 측정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은 각각 24.8±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는 비만을 하나의

4.9 (kg/m2), 30.7±7.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18) Framingham 연구19)에 의

0.05). 하지만 근육량은 운동 후에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하면 비만증은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죽상 동

보이지 않았고(P>0.05) 이는 심혈관 지구성 운동이 근육량에는 큰

맥 경화증의 위험인자와 연관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에 의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급사 및 순환기계 질환을 증가시킨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

하였을 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체중감소의 정도가 더 크다는 보

중을 감소시키며 혈중 지질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춘

고가 있었다.20) 그 이유는 남성은 여성보다 상체에 주로 지방이 분포

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에서 임피던스 방식의 체지방률에 따른

하는 복부 비만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경우 지방의 분해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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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체중감소는 1.09 kg,

소를 보였다. 운동 후 복위-둔위 비(waist-hip ratio)는 감소하였고 제

여성의 체중감소는 1.79 kg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체중감소가 더 큰

지방량(lean body mass)은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결과를 보였고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체지방량 감소는 적고

없었다.

근육량의 증가는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단기간의 심혈관 지구성 훈련으로도 신체 구성과 혈압에 좋

요약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의 심혈관 지구성 운동을

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 권유

실시하고 신체 구성 및 혈압이 변화한 결과 연구대상자 중 적절한

및 운동 지도를 해야 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운동처방에 따라 지속적인 심혈관 지구성 운동을 한 사람들은 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과 관련된 신체 구성 측정치(체중, 복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및 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중심단어: 신체 구성; 심혈관 지구성 훈련; 비만;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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