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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12 Weeks Combined Exercise on Physical Fitness, Irisin and BND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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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Kwon Kim, Chang-Hy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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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n the effects of 12 weeks combined exercised on physical fitness, Irisin and BNDF 
in white-collar women workers who are sedentary lifestyles.

METHODS: In this study, there were controlled groups and exercise group: one was composed of women who had no regular exercise 
program and sedentary lifestyle (n=20), the other was made of white-collar women who had combined exercise, no muscular skeletal 
disease, same lifestyle (n=19), totally 39 wome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mbined exercises were composed of aerobic exer-
cise, resistance exercise, flexibility, and balance exercise: Conducting mid-level exercise with 65% VO2max consumption, 3 times a 
week, and 80 minutes for 12 weeks. For certif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calculate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every vari-
ant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pply analysis of covariance measures ANCOVA for interaction between groups . 

RESULTS: In LBM and Body fat percenta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exercise. In other words, there was significant dif-
ference in body fat (p<.001). Physical fitness has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power, balance 
and flexibility (p<.001; p<.001; p<.05; p<.05; p<.00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O2max.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DNF and Irisin for groups after exercise. 

CONCLUSIONS: Consequently, it shows that 12 weeks combined exercise made a positive effect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in white-collar woma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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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근신경계, 심혈관계를 비롯한 인체의 모든 기

관에서 구조적, 기능적 퇴화의 원인으로서, 일상생활의 활동능력을 저

하시킬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구성의 자연스런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노화로 인한 근력과 근

육량의 감소는 에너지 소비의 저하로 이어져 체지방의 점진적인 증가

를 초래한다. 또한, 최대산소섭취량과 근력의 감소를 가져와 신체활동

능력과 독립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노화에 대한 인식은 퇴행

이 진행되어 심각한 수준에 있는 노년기에 강조되는 실정이다. 그러므

로 노화의 관리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고

려하여 노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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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년의 직장여성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

요하다.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체내 항상성(homeostasis)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자극에 장기간 노출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의 제어기능 상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활성이 떨어져 항상성을 잃게 

된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심혈관 질

환, 면역기능 저하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대사 및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노화에 따른 신체구성(근

육, 뼈 및 지방)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30대에 정점에 이르고 40

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근육량의 경우 70대까지 10년마다 10-15%

씩 하지 근력의 저하가 일어나며, 이후 10년마다 25-40%의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2]. 

연령 증가에 따른 근육의 감소와 함께 근육 사이로 침윤하는 지방

의 부피는 연령과 비만 수준에 비례한다. 물론, 고령에 이르면 지방량

의 증가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한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지방량의 증

가만큼 연령에 따른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

의 재분포는 복부 내 내장지방 증가와 함께 지방이 근육과 뼈 사이에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골격근계의 기능저하뿐만 아니라 대사적인 변

화도 일어난다[3].

최근에 밝혀진 Irisin이라는 myokine은 지방조직에서 갈색지방을 유

도하여 운동의 유익한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현재까

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Irisin의 특성 때문에 운동과 Irisin에 관한 연

구들은 주로 유산소성 운동을 적용한 경우가 많고, 일부 연구들이 유

산소 운동 또는 강도가 높은 스프린트 러닝에 의해 인체 내 Irisin 수준

의 증가를 관찰했다[1]. 또한, 증가한 Irisin 농도가 AMPK (AMP-acti-

vated protain kinase)를 활성화시켜 마지막으로 근육의 당과 지방대사 

조절을 입증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운동 후 Irisin 및 FNDC5 mRNA

의 증가로 myostatin이 감소하여 IGF-1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5]. 

이에 반하여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들은 운동 후 Irisin 

수준의 증가[6] 또는 변화가 없는[7]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더

욱이, 저항성 운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많은 반복횟수의 근지구성 운

동을 적용해 왔으며[8], 장기간에 걸친 낮은 반복횟수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바가 없다. 또한 Irisin이 근육에서 분

비되는 myokine임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규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량 및 근기능 향상과 더불어 Irisin 생성의 증가가 수반되어 

최종적으로 지방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

가 있다[9,10].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후 혈중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수준의 증가를 나타낸 연구의 공통점은 높은 빈

도(주당 4-7회)와 운동 강도를 가진 프로토콜을 수행한 결과라는 점이

며[11], 저항성 운동의 경우 성장호르몬 분비, 제지방 체중, 기초대사량 

증가가 나타났지만[12] 운동빈도가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혈중 

BDNF 수준을 모두 동일하게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13].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장기간(12주) 중강도 이상(RPE 15-16)

으로 설정하여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건강관리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프로그

램 참가자 중 약 60%가 운동시작 1개월 이내에 중도 포기하며, 직장인

의 80%가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운

동실천율이 3.6%에 그치고 있어 적절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지지, 환경

적 지원이 요구된다[14]. 더욱이 직장여성들은 직장생활과 가족을 위

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직장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조로운 운동프로그램으로 인한 지루함

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과 근력, 근지구력 등의 

다양한 운동을 혼합한 12주 동안의 규칙적인 복합운동이 사무직 여

성 근로자의 신체구성, 체력 요인, 혈중 Irisin과 BDNF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좌식생활이 많은 직장

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K구 소재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센터의 복합

운동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무직 여성근로자 39명으로 복

합운동군 19명과 통제군 20명으로 구분하였다. 

복합운동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신체조성, 체력, 혈중 Irisin 및 

BDNF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복합운동프로그램이 사무직 여성 근로자의 신

체조성 및 혈중 Irisin과 BDNF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측정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Age (year) Hight (cm)
Weight 

(kg)
Body fat (%)

VO2max 
(ml/kg/min)

CG (n=20) 37.4±8.0 160.2±4.2 56.5±9.6 28.1±4.8 28.5±6.7
EG (n=19) 39.1±4.4 162.3±4.3 61.7±5.6 30.1±2.8 28.2±6.2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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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계측 및 신체구성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신장과 체중(BIKI 200 JAWON MEDICAL, 

Gyeongbuk, Korea), 체지방률 등의 변인은 생체전기저항의 원리를 이

용한 체성분분석기(X-SCAN PLUS II JAWON MEDICAL, Gyeongbuk, 

Korea)로 측정하였다. 

2) 체력 요인

(1)�근력(Muscular�strength)

최대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Helmas Ⅲ 악력측정기(O2run, Korea)로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게 너비를 조절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려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하여 악력을 2

회 측정한 후 최고값을 기록하였다.

(2)�근지구력(Muscular�endurance)�

Helmas Ⅲ 윗몸일으키기 측정기(O2run, Korea)를 사용하여 근지구

력을 측정하기 위해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였다. 측정 시 양손을 깍지 

끼워 머리 뒤를 받친 상태로 상체를 일으켰을 때 팔꿈치는 무릎에, 상

체를 다시 내렸을 때는 어깨가 측정판에 닿도록 한다. 총 30초간 실시

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3)�유연성(Flexibility)�

Helmas Ⅲ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기(O2run, Korea)를 사용하

여 유연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판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발을 발판에 댄 상태에서 양손을 모아 손가락 끝으로 밀판을 최대

로 밀어낸다. 이때 양발을 구부리거나 밀판을 치는 행위는 금지한다. 

0.1 cm 단위로 측정하고, 2회 실시 후 좋은 기록을 선택하였다.

(4)�심폐지구력(Cardiovascular�endurance)

추정 최고 맥박수의 75%에서 산소섭취량과 운동 강도를 최대산소

섭취량을 구하는 Aerobike 75XLⅡ (Combi co., Japan)로 유산소성 능

력을 평가하였다. 추정 최고 맥박수와 상한 맥박수는 다음 Table 2와 

같은 식으로 산출된다. 심폐지구력 테스트의 프로토콜은 일반형, 저체

력자, 고체력자 3가지 유형으로 측정 프로토콜을 선택하여 측정하였

으며 페달회전수가 50 rpm을 유지하도록 돌려주고 출발점은 안정시 1

분간의 평균맥박수를 표시하고 종료지점은 추정맥박수의 75%를 표시

Table 2. Estimated HRmax & Upper limited HR by using Aerobike 75XL II

Items Male Female

Estimated HRmax 209-0.69×age (beat/min) 205-0.75×age (beat/min)
Upper limited HR training 

original
HRmax-30 (beat/min) 
entered value

Table 3. Combined exercise program

Classification & Time Combined exercise

Warm-up (15 min) Stretching and free gymnastics

Main exercise (50 min)

Different types 50 min 
 exercise

R+C+B
R+A+B
A+C+B
A+R+B
C+A+B
C+R+B
R + B
A + B
C + B

Resistance exercise (6) Kettlebell (4, 6 kg) Swing, single swing, single press, snach, side bend, squat, 
 turkish get up, dead lift

20 min (3 set)

Gymstick (Blue) Squat, body rotation, backward leg extension, up right row, 
 shoulder press, bent over row, biceps curl, lunge

15 min (3 set)

Dumbell (2 kg) Squat, lunge, shoulder press, triceps curl, biceps curl, side 
 leteral raise, side bend

52 min (3 set)

Thera band and 
 tubing band

Squat, shoulder press, biceps curl, tricep extension, leg 
 kick-back, up right row

15 min (3 set)

Medicine ball (2 kg) Woodchop, squat to press, body rotation, push up, sit up, toe 
 touch, twist 45 

15 min (3 set)

Body weight Exercise Single & partner training 15 min
Aerobics exercise (2) Stepbox Aerobic gymnastics 15 min

Gymball (55, 65 cm) Gymball gymnastics exercise 15 min
Core exercise (3) XCO Lumber jack, kajak, twist, shoulder shake, up low, seating 

 twist, over pull, power push, wave, shoulder rotation
15 min

FLEXI-BAR C hest and back, middle back, bottom, hip and waist, core muscle (abs, 
obriques, deep muscle of back), thoracic spine, intensive waist-line

15 min

Stability and BOSU S quat, lunge, push up, supine bridge, squat balance, push up, run-
ning knee lift, flanke, standing balance

15 min (3 set)

Basic exercise Treadmill Walking 20 min
Cool-down (15 min) Stretching and free 

 gymnastics

Aerobic training (A), Resistance training (R), Core training (C), Basic train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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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추정최고맥박수의 75% (75% HRmax)에 있는 사사율 PWC 

75% HRmax (W)와 75% HRmax에 있는 산소섭취량은 VO2 75% (L/

min), VO2 75% HRmax (mL/min/kg)의 추정식을 활용하여 피측정자

의 데이터와 측정기기 내부에 입력된 데이터를 합성하여 VO2max 측

정치를 도출하였다. 맥박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상한 맥박수 75% 

HRmax에 도달했을 경우, 페달회전수가 연속해서 1분 이상 40 rpm 이

하로 회전할 경우, 시작 후 30분이 경과해도 맥박수가 75% HRmax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안정 1분간과 운동 1분간의 평균 맥박수가 75% 

HRmax를 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며 검사를 자동 종료하였다.

(5)�평형성(Balance)

Helmas Ⅲ 눈감고외발서기 측정기(O2run, Korea)로 평형성을 측정

하기 위해 주로 쓰는 발을 발모양의 그림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다른 

발을 들어서 양손을 허리에 붙인 뒤, 눈을 감고 외발로 선다. 들고 있던 

발이 매트에 닿으면 측정이 종료된다. 중심을 잡고 있는 시간을 0.1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6)�순발력(Power)

제자리멀리뛰기를 실시하여 순발력을 측정하였으며, 구름판 위의 

도약선에서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선(착지점)까지의 거리를 

단위 0.1 cm까지 측정하였고, 2회 실시 후 좋은 기록을 사용하였다.

3) BDNF 및 Irisin

연구 참여자는 실험 전 12시간 동안 금식과 24시간 이내에 심한 운동

을 금하였다. 채혈은 오전 10-11시 운동 개시 전 실시하였고, 실험 사전 ·

사후 총 2회에 걸쳐 좌측 위팔 주정맥에서 안정 시 채혈한 혈액 5 mL를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방법으로 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device,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복합운동 프로그램

운동군에서 실시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

이 12주 동안 주 3회, 1회 운동 시 80분 실시하였다. 준비운동과 정리운

동은 각각 15분으로 구성하였고, 본 운동은 50분으로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주차 별 점증부하를 실시

하였다. 본 운동은 체력향상과 동기강화, 흥미유발 및 출석률 제고를 고

려하여 Table 3에 제시한 12종의 운동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선택하

여 복합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운동 강도는 힘들다고 느끼는 상

태인 운동자각도(RPE) 15-16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모든 종속변인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집단에 따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수(covariate)를 활용한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평균 Estimated Mar-

ginal Means (EMM)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α)은 5%로 설정하였다. 

Table 4.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Items Group Pre Post EMM

LBM (kg) CG   (n=20) 37.4±3.8 37.0±3.7 38.1±1.0
EG   (n=19) 38.6±2.4 38.9±2.3 39.5±1.0
F 10.695 .913
p .002** .346

Body fat (kg) CG  (n=20) 16.3±5.7 15.7±5.4 16.8±0.2
EG  (n=19) 18.7±3.2 16.6±2.5 15.5±0.2
F 608.459 15.280
p .001*** .001***

Body fat percentage (%) CG  (n=20) 28.1±4.8 27.0±4.8 27.2±0.9
EG  (n=19) 30.1±2.8 28.0±2.5 27.8±0.9
F 1.263 .286
p .268 .596

Weight (kg) CG  (n=20) 56.5 ±9.6 59.2±2.1 58.5±0.3
EG  (n=19) 61.7±5.6 59.0±4.5 56.6±0.3
F 1,232.159 20.836
p .001*** .001***

Values are Mean±SD.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EMM, estimated marginal mea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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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nges of physical fitness    

Items Group Pre Post EMM 

Muscle strength (grip power, kg) CG (n=20) 21.2±4.2 21.3±5.1 22.5±0.5
EG (n=19) 23.8±.5.2 25.2±4.0 24.3±0.5
F 108.476 6.733
p .001*** .014***

Muscle endurance (sit-up, reps) CG (n=20) 12.6±4.3   12.2±4.4 11.7±0.7
EG (n=19) 11.4±5.1 15.5±5.5 16.0±0.7
F 71.122 21.272
p .001*** .001***

Power (standing long jump, cm) CG (n=20) 132.7±14.1 134.9±14.7 140.3±2.3
EG (n=19) 145.0±22.0 155.6±22.4 147.9±2.4
F 92.498 4.821
p .001*** .035**

Blance (standing on one leg with eyes closed, sec) CG (n=20) 23.4±14.3 23.4±15.6 26.7±1.2 
EG (n=19) 28.3±20.3 34.5±20.4 30.3±1.2
F 408.53 4.656
p .001*** .038**

Flexibility (sitting-trunk flection test, cm) CG (n=20) 10.0±8.4 10.0±9.5 9.9±0.6
EG (n=19) 9.9±8.1 13.6±7.6 13.5±0.5
F 427.493 21.921
p .001*** .001***

VO2max (aerobike, mL/kg/min) CG (n=20) 28.5±6.7 28.8±6.2 28.6±0.3
EG (n=19) 28.2±6.2 29.01±6.3 29.2±0.3
F 650.132 1.422
p .001*** .238

Values are Mean±SD.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EMM, estimated marginal means.   
*p<.05; **p<.01; ***p<.001.

연구 결과

1. 신체구성의 변화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의 적용 후 신체구성의 결과는 Table 4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군(CG)과 운동군(EG)의 근육량의 사전값은 

각각 37.4 ±3.8 kg과 38.6± 2.4 kg이고, 사후값은 37.0 ±3.7 kg과 38.9± 2.3 

kg으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공분산분석한 결과 사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F =10.695, p< .002), 사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38.1 ±1.0 kg였으며, 운동군(EG)은 

39.5 ±1.0 kg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량의 사전값은 각각 16.3 ±5.7 kg과 

18.7±3.2 kg이고, 사후값은 15.7±5.4 kg과 16.6 ± 2.5 kg으로 나타났다. 

사전값과 사후값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사전과 사후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608.459, p< .001; F =15.280, p< .001). 두 집단

의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16.8 ± 0.2 kg이었으며, 운동군(EG)은 

15.5± 0.2 kg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에 대한 사전값은 각각 28.1±4.8%

와 30.1± 2.8%이고, 사후값은 27.0 ±4.8%와 28.0 ±  2.5%로 나타났다. 사

전값과 사후값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27.2 ± 0.9%였으며, 운동군(EG)은 

27.8± 0.9%로 나타났다. 체중의 사전값은 각각 56.5± 9.6 kg과 61.7±5.6 kg 

이고, 사후값은 59.2 ± 2.1 kg과 59.0 ±4.5 kg으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분

석한 결과 사전과 사후값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1232.159, 

p< .001; F =20.836, p< .001).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58.5± 0.3 kg였

으며, 운동군(EG)은 56.6± 0.3 kg으로 나타났다.

2. 체력의 변화

체력요인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통제군(CG)과 

운동군(EG)의 근력의 사전값은 각각 21.2 ±4.2 kg과 23.8±5.2 kg이고, 

사후값은 21.3 ±5.1 kg과 25.2 ±4.0 kg으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분석한 

결과 사전값과 사후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108.476, p< .001; 

F = 6.733, p< .014).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22.5 ± 0.5 kg였으며, 운

동군(EG)은 24.3 ± 0.5 kg으로 나타났다. 근지구력의 사전값은 각각 

12.6±4.3 reps과 12.2±4.4 reps이고, 사후값은 11.4 ±5.1 reps과 15.5±5.5 

reps로 나타났다. 사전값과 사후값의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71.122, p< .001; F =21.272, p< .001). 근지구력의 조정

평균값은 통제군(CG)에서는 11.7 ± 0.7 reps였으며, 운동군(EG)은 

16.0 ± 0.7 reps로 나타났다. 순발력의 사전값은 각각 132.7±14.1 c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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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22.0 cm이고, 사후값은 134.9 ±14.7 cm와 155.6± 22.4 cm로 나타

났다. 사전값과 사후값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92.498, p< .001; F = 4.821, p< .035).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

은 140.3± 2.3 cm였으며, 운동군(EG)은 147.9 ± 2.4 cm로 나타났다. 평형

성의 사전값은 각각 23.4 ±14.3 sec과 28.3 ± 20.3 sec이고, 사후값은 

23.4 ±15.6 sec와 34.5± 20.4 sec로 나타났다. 사전값과 사후값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08.530, p < .001; F 

= 4.656, p< .038).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26.7±1.2 sec였으며, 운동

군(EG)은 30.3 ±1.2 sec로 나타났다. 유연성의 사전값은 각각 10.0 ±8.4 

cm와 9.9 ±8.1 m이고, 사후값은 10.0 ± 9.5 m와 13.6 ±7.6 m로 나타났다. 

사전값과 사후값의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27.493, p< .001; F =21.921, p< .001). 유연성의 조정평균값은 통제군

(CG)은 9.9 ± 0.6 m였으며, 운동군(EG)은 13.5±0.5 cm로 나타났다. 최대

산소섭취량의 사전값은 각각 28.50 ± 6.7 mL/kg/min과 28.16 ± 6.2 mL/

kg/min이고, 사후값은 28.8± 6.2 mL/kg/min와 29.01± 6.3 mL/kg/min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F = 650.132, 

p< .001), 사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정평균값은 통제군

(CG)은 28.6 ± 0.3 mL/kg/min였으며, 운동군(EG)은 29.2 ± 0.3 mL/kg/

min으로 나타났다.

3. BDNF와 Irisin의 변화

BDNFD와 Irisin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통제군

(CG)과 운동군(EG)의 BDNF 사전값은 각각 26,239.2±4,081.2 pg/mL과 

23,020.8 ±4,754.3 pg/mL이고, 사후값은 24,369.5 ±4,511.5 pg/mL와 

24,730.0 ±4,754.1 pg/mL으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 =54.682, p< .001), 사후 집단 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조정평균값은 통제군(CG)은 25,001.9 ± 674.1 pg/mL였으

며, 운동군(EG)은 23,727.6±786.2 pg/mL로 나타났다(Table 6).

두 집단에서 Irisin의 사전값은 각각 6.19 ±1.6 ng/mL와 5.09 ±1.4 ng/

mL이고, 사후값은 13.61±1.7 ng/mL와 13.36 ± 2.1 ng/mL로 나타났다. 

사전값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 = 6.176, 

p< .019), 사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정평균값은 통제군

(CG)은 12.1± 0.8 ng/mL였으며, 운동군(EG)은 12.2±1.0 ng/mL로 나타

났다(Table 6).

논 의

비만은 유전적, 생화학적,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며,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신체활동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신체 비활동으로 인해 신체구성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생활습관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게 된

다. 신체구성은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한 요소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16].  

운동과 관련한 신체구성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만인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저항운동과 최대산소섭취량의 60% 강

도로 주 5회, 1회 45분간의 유산소운동(경보와 가벼운 조깅)을 적용한 

Hinton et al. [17]의 연구는 체중, BMI와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를 보

고하였고, 32-59세의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일 걷기운

동을 실시한 Miyatake et al. [18]의 결과도 체지방률과 BMI의 유의한 

감소 및 제지방량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운동은 비만 중년여성의 제지방량을 유지하면서 체중감소 효

과와 함께 HDL-C의 증가 및 TC, TG, LDL-C의 감소를 가져와 각종 

심장질환의 예방에 기여하며, 중년 여성의 비만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구성의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는 유산소운동뿐

만 아니라 저항성운동 등을 병행하는 복합운동이 권장되어 왔다. 유

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이 신체구성과 혈중지질 

대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유산소운동 외에도 근력운동 또한 

TC, LDL-C의 감소와 함께 HDL-C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10]. 

본 연구에서도 체지방량이 감소한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Table 6. The changes of BDNF and Iirisin    

Items Group Pre Post EMM 

BDNF (pg/mL) CG (n=20) 26,239.2±4,081.2 24,369.5±4,511.5 25,001.9±674.1
EG (n=19) 23,020.8±4,754.3 24,730.0±4,754.1 23,727.6±786.2
F 54.682 1.503
p .001*** .230

Irisin (ng/mL) CG (n=20) 6.19±1.6 13.61±1.7 12.1±0.8
EG (n=19) 5.09±1.4 13.36±2.1 12.2±1.0 
F 6.176 0.016
p .019** .900

Values are Mean±SD.  
CG, control group; EG, exercise group; EMM, estimated marginal mea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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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근육량의 유의한 증가가 없는 것은 Miyatake et al. [18]의 연

구와 같았다. 단일운동으로 실시한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케틀

벨, 덤벨, 탄력저항 운동기구 등 저항성운동과 걷기 등 유산소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달리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Hwang et al. [19]과 

Lee et al. [15]의 연구도 유산소운동을 포함한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률과 BMI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과 운동 강도까지 고려한 유산소운동을 적용한[20]의 연구도 체

지방률과 허리둘레가 중강도 운동집단과 고강도 운동집단의 경우에 

운동 후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이 골격근의 이완과 수축을 통해 전신

을 고르게 움직이는 운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

과 유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이

고 지속적인 복합운동은 체중은 물론 체지방 감소와 제지방 증가를 

가져오고, 지질대사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절

과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운동을 지속 한다면 사

무직 여성 근로자들의 비만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영양관리와 스트레스 등 운동 이외의 요인들의 행동수정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만은 행동체력의 저하 및 심폐능력의 감소와 함께 대사기능을 저

하시키며, 낮은 심폐체력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강력한 예견인자로 인종, 성별과 초기 체력수준에 관계없이 운동에 의

해 증가시킬 수 있다[21]. 더욱이 중년여성의 경우 급격하게 체력이 저

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65-90세의 과체중과 비만인 남녀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1회 45분의 중

강도(VO2max 50%)와 고강도(VO2max 75%) 유산소운동을 적용한 

Coker et al. [22]의 연구에서 두 강도에서 모두 최대산소섭취량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건강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24주간 HRmax의 

80% 강도의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을 함께 실시한 Tsourlou et al. [23]

의 연구에서도 유연성과 근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비만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Kim et al. [24]이 12주 동안 주 5회, 1회 60분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12주간 복합운동 실시 후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이 

향상되었고, 복합운동 프로그램 후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면서 평

형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체중과 체지방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유연성

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12주 동안 복합운동을 실시한 중년 내장비

만 여성에서 신체구성과 건강관련 체력이 개선되었으며[25,26]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복합운동을 실시한 후 체력의 향상이 Adiponectin

의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은 

복합운동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복

합운동 프로그램 중 유산소운동보다는 저항성운동이 차지한 비율이 

큰 것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BDNF는 말초와 중추신경시스템과 혈소판, 내피세포, 평활근, 다양

한 면역세포와 골격근에서 생성 및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 중의 하나

로 신경조직발생(neurogenesis)과 신경퇴화(neurodegeneration), 해마의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억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27]. 최근 BDNF의 역할을 보면, 체중과 에너지 항

상성 조절[28]과 골격근의 지방산화대사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고강도(환기역치+10%)와 중강도(환기역치-20%)로 나

누고 운동 전후 BDNF 농도를 비교한[30]의 연구도 고강도 그룹에서 

운동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처럼 일회성 운동의 강도가 증가

함에 따라 건강한 대상과 대사 질환자 모두 혈중 BDNF 수준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율은 대사 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또한 

일회성 운동 종료 후 BDNF 농도는 수 시간 내 안정 시 수준으로 회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ekint et al. [13]은 10주간 근력운동이 BDNF 농도를 증가시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BDNF 측정의 부적

절한 부위[11]와 근력운동이 실제 BDNF 농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기

에 충분치 않은 강도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Yarrow et al. [31]의 연구는 

일회성 근력운동으로 인한 혈청 BDNF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

여주었다.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을 적용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항성 

운동 자체는 말초의 안정 시 BDNF 농도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것은 짧은 저항성 운동 빈도(주당 3회)가 안정 시 BDNF 농도를 증가

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

력운동 후 안정 시 말초 BDNF 농도는 증가하지 않았다[13,31].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유산소와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연구한 

Lee et al. [32]는 운동군의 안정 시 BDNF와 IGF-1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 12주간 복합운동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도 BDNF 

수준 변화 양상이 운동군과 통제군 모두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Yallow et al. [31]과 Goekint et al. [13]과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운동 후 증가된 BDNF 수준을 나타낸 연구의 공통점은 운

동 강도와 빈도가 높다는 점이며, 아직까지 높아진 안정 시 BDNF 수

준의 기전과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밝혀진 Irisin이라는 myokine은 지방조직에서 갈색지방을 

유도하여 운동의 유익한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 지구성

운동을 실시하면 몸에서 Irisin이 생성되며,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방출을 촉진하여 신경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일회성 고강도운동은 인간의 Iirisin 분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통해 증가한 Iirisin은 BDNF의 발현과 다

른 신경보호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며 지구성운동은 뇌의 BDNF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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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함께 PGC-1α 및 FNDC5의 대사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4].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을 실시한 후 사무직 여성 근로자들의 혈

중 Iirisin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Irisin이 신체활동에 의한 

에너지 대사의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지, 운동 유형과 일반적인 것보다 

특정한 운동 지속시간에 종속되는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 혈액요인은 길지 않은 연구 기간과 심리적 또는 

생리적 요인 등을 완벽히 통제 못한 한계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복합운동이 신체구성과 기초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체 활동량

이 적은 사무직 여성 근로자들은 약화된 체력과 중심근육 등의 질과 

양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운동과 심폐능력 및 대사량 증가를 위

한 유산소운동 등을 단기간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여야 비만 개선과 체

력 향상, 혈관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사무직 여성 근로자들의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 적용 

유무에 따른 신체구성, 체력, 혈중 BDNF와 Irisin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직 여성 근로자 총 39

명을 통제군(CG) 20명, 운동군(EG) 19명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합운동프로그램 적용 후 체지방량

과 체중,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은 집단 간 모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복합운동의 효과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혈중 BDNF와 Irisin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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