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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S. H., Yoon, E. S., Jae, S. Y. Effect of improvement of cardiorespiratory fitness by regular exercise training on vascular function 

in obese adolescents. Exercise Science. 21(4): 485-494, 2012. Vascular endothelial dysfunction and increased arterial stiffness are associated 

with early atherosclerosis in obese adolescents. High cardiorespiratory fitness (CRF) is associated with diminishe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improved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in childre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the improvement of 

cardiorespiratory fitness by regular exercise training on vascular function in obese adolescents. Twenty one obese adolescents (Schoolboy, 

Mean age：13-14 yr)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ercise training (ET)(12 weeks, 40 minutes, 5 days/week) group (n=11) and a 

non exercise control (CON) group (n=10). Cardiorespiratory fitness was measured using maximal oxygen uptake with metabolic gas analysis 

and body composition was determined by bioelectrical impedance. We measured 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and reactive hyperemia 

index as indices of vascular function. Waist girth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T group than in CON group (ET 94.41±6.17 to 92.62±6.13 

vs. CON 92.62±7.80 to 94.27±9.23 ㎝, p <.05). Cardiorespiratory fitne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T group than CON group(ET 

32.35±6.49 to 39.24±6.63 vs. CON 34.59±5.47 to 38.36±6.54 ㎖/㎏/min, p <.05). Body mass index and selected CVD risk factors were 

not improved in ET group. Reactive hyperemia index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T group (ET 1.60±0.45 to 1.87±0.58 vs. CON 1.73±0.39 

to 1.43±0.26%, p =<.05) but 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in ET group (ET 5.77±5.40 to 5.40±0.53 

vs. CON 5.12±0.53 to 5.05±0.54 m/s, NS). Change in cardiorespiratory fitness was associated with change in reactive hyperemia index 

after adjusted for changes in waist (r=.457, p <.037). These results show that regular exercise training improved endothelial function, 

and this was associated with improved cardiorespiratory fitness independent of changes in body weight in obes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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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박수현, 윤은선, 제세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 향상이 비만 청소년의 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제21권 

제4호. 485-494, 2012. 혈관내피세포 장애 및 동맥경직도의 증가는 비만 청소년에서 조기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다. 반면 높은 

심폐체력 수준은 비만 청소년에서 심혈관계 위험 및 혈관기능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 향상이 비만 청소년의 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비만 청소년 21명(남학

생, 평균나이 13-14세)을 운동집단(11명)(12주, 40분, 주 5일)과 통제집단(1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심폐체력은 대사적 가스 분

석기를 이용하여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였으며, 신체조성은 전기저항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관 기능의 지표로써 경동맥

-대퇴동맥 전파맥파 속도와 맥 증폭지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리둘레는 운동 집단에서 통제집단에서 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ET 94.41±6.17 to 92.62±6.13 vs. CON 92.62±7.80 to 94.27±9.23 ㎝, p <.05). 심폐체력은 운동 집단에서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다(ET 32.35±6.49 to 39.24±6.63 vs. CON 34.59±5.47 to 38.36±6.54 ㎖/㎏/min, p <.05). 체질량지수와 심혈관 위험

인자는 운동 집단에서 향상되지 않았다. 맥 증폭지수는 운동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ET 1.60±0.45 to 1.87±0.58 vs. CON 

1.73±0.39 to 1.43±0.26%, p =<.05),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 속도는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ET 5.77±5.40 to 5.40±0.53 vs. 

CON 5.12±0.53 to 5.05±0.54 m/s, NS). 허리둘레 변화를 보정한 심폐체력의 변화는 맥증폭지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r=.457, 

p <.03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 청소년들의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며, 향상된 심폐체력은 

체중의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주요어 비만 청소년, 혈관 내피세포 기능, 동맥경직도, 심폐체력의 향상



486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비만 청소년의 혈관기능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최근 청소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Strauss and Pollack, 2001) 이에 따라 비만 청소년의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인슐린저항성 및 동맥경화성 위험인자의 

조기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Ogden et al., 2002). 

특히, 소아 및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의 이환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Guo et al., 2000), 성인에 비해 동맥

경화성 혈관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방 및 조

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Freedman et al, 2001; Franks 

et al, 2010).

비만은 염증과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혈관의 내피

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고(McGill et al., 2002), 나아가 허혈 및 

심혈관 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ndell 200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만 청소년은 정상 체중 청소년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인 상완동맥 혈관 내

피세포 이완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동맥경직도는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elly et al., 2004; Meyer et al., 2006 

Watts et al., 2004; Woo et al., 2004).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을 일으키는 발생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세혈관의 내피

세포 기능 또한 비만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hmud et al., 2009). 동맥경화성 혈관의 

변화는 큰 동맥 보다는 소동맥에서부터 발생되어 점차적으

로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Cohn et al., 

2005), 비만 청소년의 조기 동맥경화성 혈관 변화의 관찰은 

상완의 동맥뿐만 아니라 미세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규칙적인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체중의 감소

를 유도하고, 혈관 내 shear stress를 유발하여 내피세포 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의 이완능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Green et al., 2004; Mestek et al., 2010).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만자의 심혈관계 질환

의 위험요인 및 혈관기능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권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8주간의 유산

소성 운동을 통하여 비만 소아 및 청소년의 상완동맥 혈류 

의존성 확장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Kelly et al., 

2004, Watts et al., 2004), 또한 69명의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

로 6개월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통하여 상완동맥 혈류의존성 

내피세포 기능의 향상과 경동맥 내중막 두깨가 개선되었다

(Meyer et al., 2006).

그러나 지금까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 기능의 개선

이 체중감량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운동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성인의 높은 수준의 심폐체력(CRF)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며(Laukkanen et 

al., 2001), 또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과 동맥경직도의 개선과

도 관련이 있다고 여러 선행 역학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Evenson et al., 2004). 뿐만 아니라, 비만한 사람이라도 높은 

수준의 심폐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상체중이지만 낮은 

수준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lair et al., 1999; Lee et al., 1999, 

LaMonte et al., 2005; Laaksonen et al., 2002),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Eisenmann et al., 2007a;b). 이는 무엇보

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심폐체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며,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

력의 향상이 독립적으로 혈관 기능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운동 중재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오늘날 전 세계 청소년들은 좌업생활의 증가로 인해 심폐

체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비만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Mitchell et al., 2012). 우리나라의 소아 청소년의 심

폐체력도 지난 10년간 약 38%정도 감소하였고, 반면에 비만

율은 4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2) 청소년의 

조기 심혈관계 질환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십대에 지속적으로 체력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이 적은 것

을 살펴봤을 때(Ferreira et al., 2005) 청소년기의 심폐체력 향

상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

이 비만 청소년의 혈관 기능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

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 청소년 표준성장 도표를 기준으

로 BMI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BMI 25 ㎏/㎡이상으로 비만 판

정을 받은 남학생 중 운동 트레이닝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로 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건강의학 질문지를 통해 

의학적 이상이 없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규칙적인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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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 복용 및 운동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않은 남학생을 선정하여 운동군 11명, 통제군 10명으

로 무선 배정하였다(Table 1). 프로그램 전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실험 처치 방법을 연구자가 직접 설

명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본인 및 부

모님 참가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Variables
Exercise Group 

(n=11)
Control Group 

(n=10)
p values

Age (yr) 13.00±0.63 13.00±0.00 0.350

Height (㎝) 166.64±5.85 163.50±6.02 0.989

Weight (㎏) 76.23±9.75 74.05±12.04 0.447

BMI (㎏/㎡) 27.41±2.72 27.62±3.84 0.433

V̇O2max
(㎖/㎏/min)

32.35±6.49 34.59±5.47 0.5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운동 트레이닝

본 연구의 운동 트레이닝은 12주간 1교시 수업 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매일, 토요일은 2주마다 한번 씩 실

시하였다. 매회 운동 시간은 스트레칭으로 구성된 준비운동

(10분), 본운동(25분), 정리운동(5분)을 포함한 약 40분 정도로 

하였으며, 운동 형태는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이 운동 초심

자이고 좌업생활 특성이 많은 비만 학생임을 감안하여 전반

기 6주간 운동 프로그램에는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산소 형태의 다양한 운동

(왕복달리기, 축구, 농구, 나바콘 런닝, 스트레칭 등)으로 구

성하였다. 또한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 참여를 

위해 2주마다 토요일에는 게임 위주의 운동을 실시하고 후반

기 6주간 운동 프로그램에는 구기 운동 종목을 포함하여 실

시하였다. 운동강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운동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 6-20 scale)에 대해 설명 후 스스로 

알맞다(11)-약간 힘들다(13)의 강도로 실시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측정 항목

1) 신체계측

모든 피험자는 신체계측 전 최소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 한 후,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체지방율(Percent body fat; %BF), 근

육량(㎏),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과 근육량(㎏)은 Body Composition Analyzer(Inbody 3.0, 

Biospac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

하여, 배꼽부위를 수평으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

였다.

2) 혈중 지질 및 혈당 측정

모든 피험자는 12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한 후, 상완정맥에

서 약 10㎖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즉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소법(enzymatic method)으

로,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 선택 제거법(direct 

method：selective elimination) 측정하였으며, 글루코스는 헥

소키나아제법(hexokinase)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변인은 혈

청으로 AU2007(Olympus, JAPAN)의 장비로 분석하였다.

3) 최대산소섭취량 측정

Q-Stress TM55 트레드밀(Quinton Cardiology Systems, Inc. 

USA), Treadmill EKG monitor(Quinton, USA)과 가스분석기

(True-one metabolic cart, USA)를 이용한 점증운동부하검사

를 통해 심폐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프로토콜은 

bruce protocol을 이용하였으며, 운동자각도(RPE) 17 이상 또

는 호흡교환율(RER) 1.10 이상 또는 피험자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운동을 종료하였다. 최대산소섭취량(V̇O2max)은 

운동검사 중 가장 높은 산소섭취량으로 하였다.

4) 동맥경직도

동맥경직도는 SphygmoCor (AtCor Medical, Sydney, Australia)

를 이용하여 Clinical Application of Arterial stiffness, Task 

Force Ⅲ (Van Bortel et al., 2002)의 지침에 따라 경동맥-대퇴

동맥 맥파전파속도(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PWV)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두 동맥간의 거리(D)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

정하고, 우측 경동맥으로부터 우측 대퇴동맥까지의 거리에

서 우측 경동맥으로부터 흉골상절흔(suprasternal notch)까지

의 거리를 제외한 값을 이용하였다. 이후 흉부에 3개의 심전

도를 부착하여, 심전도 측정과 함께 high fidelity applanation 

tonometry (Millar Instruments, Houston, TX)를 이용하여 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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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 대퇴동맥의 맥파를 측정하고, 경동맥과 대퇴동맥에서 

기록된 맥파의 파형이 수축기에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간

의 시간차(Δt)를 측정하였다. 맥파가 전이되는 시간차는 

“foot-to-foot” 방법에 따라 측정였다(SphygmoCor, AtCor Medical, 

Sydney, Australia).

맥파전파속도는 두 동맥사이의 거리(D)를 시간차(Δt)로 

나누는 것으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

동 분석하였다.

5) 혈관 내피세포 기능

혈관 내피세포기능은 Endo-PAT 2000 (Itamar Medical, 

Caesarea, Israel)을 이용하여 digital reactive hyperemia 에 따

른 손가락 맥 증폭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우측 전완에 혈압 커

프를 감싸고, 양손 중지에 손가락 probe를 착용하여 5분간 

baseline pulse amplitude를 측정한 뒤, 200 mmHg 까지 압력

을 높여 5분간 혈류를 차단하였다. 혈류 차단 5분 후 즉시 

혈압계의 압력을 0 mmHg을 감압 하여 5분 간 과혈류 상태

를 측정하였다.

Reactive Hyperemia Index(RHI)는 안정시 2분 20초 동안의 

pulse amplitude 평균값과 혈류 차단 후 hyperemia 기간 2분 

20초 동안의 pulse amplitude 평균값을 이용하여 장비 내 저

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피험자는 측정 전 8시간 이상 공복, 과도한 운동을 

삼가고 실내 온도 21~24 °C을 유지하고 빛과 소음이 차단된 

환경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4.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으로 나타내고, 통계처

리 전에 raw data의 분포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로그치환 후 분석하였다. 처치 전 

운동 그룹과 통제 그룹의 생리학적 특성의 동일성은 one 

way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12주간의 운동 트레

이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repeated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심폐체

력의 변화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 변화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PC(version 19.0)를 이용하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신체구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체중(p

=.005)과 신장(p =.001)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허리둘레는 94.41±6.17에서 92.62±6.13로 약 1.8

㎝ 정도 감소하고 통제 집단에서는 92.62±7.80에서 94.27 

±9.23로 1.65 ㎝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를 나타냈다(p =.019)(Table 2).

Variables Group Pre Post p values

WT
(㎏) 

EX
(n=11)

76.23±9.75 77.85±9.65 0.005a
0.682b
0.734cCON

(n=10)
74.05±12.04 77.00±10.83

HT
(㎝)

EX
(n=11)

166.64±5.86 168.82±5.60 0.001a
0.192b
0.284cCON

(n=10)
163.50±6.02 165.00±5.85

BMI 
(㎏/㎡)

EX
(n=11)

27.41±2.71 27.30±2.65 0.746a
0.784b
0.431cCON

(n=10)
27.62±3.84 27.68±3.90

%BF
(%)

EX
(n=11)

32.60±4.09 31.56±4.23 0.306a
0.336b
0.360cCON

(n=10)
34.636±6.15 34.30±6.66

Waist
(㎝)

EX
(n=11)

94.41±6.17 92.62±6.13 0.914a
0.983b
0.019cCON

(n=10)
92.62±7.80 94.27±9.23

WT：weight; HT：hieght; BMI：body mass index; %BF：% body fat. 
a=time, b=group, c=time*group

Table 2.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fter regular exercise

training

2. 심폐체력 및 혈중 지질의 변화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심폐체력의 지표인 

최대산소섭취량은 통제 집단(사전 34.59±5.47, 사후 38.36 

±6.54) 보다 운동 트레이닝 집단(사전 32.35±6.49, 사후 

39.24±6.63)에서 더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 =.041). 



박수현·윤은선·제세영  489

Variables Group Pre Post p values

V̇O2max
(㎖/㎏/min)

EX
(n=11)

32.35±6.49 39.24±6.63 0.001a
0.800b
0.041cCON

(n=10)
34.59±5.47 38.36±6.54

TC
(mg/dl) 

EX
(n=11)

162.18±21.73 160.09±21.87 0.496a
0.129b
0.251cCON

(n=10)
176.67±8.62 184.67±32.74

HDLC 
(mg/dl)

EX
(n=11)

47.55±5.82 51.09±9.46 0.022a
0.892b
0.939cCON

(n=10)
47.22±7.12 50.56±7.30

LDLC 
(mg/dl)

EX
(n=11)

98.91±16.85 91.45±46.65 0.476a
0.182b
0.094cCON

(n=10)
108.67±33.84 117.77±31.68

TG 
(mg/dl)

EX
(n=11)

107.82±47.98 125.36±66.41 0.112a
0.644b
0.898cCON

(n=10
120.22±46.86 135.22±63.57

Glucose 
(mg/dl)

EX
(n=11)

96.82±10.55 97.18±5.60 0.674a
0.574b
0.844cCON

(n=10)
94.67±8.12 95.67±6.38

TC：total cholestrol;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triglyceride. a=time, 
b=group, c=time*group

Table 3. Changes of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lipid 

profiles after regular exercise training

혈중 지질을 살펴보면 HDL-C는 운동 집단과 통제 집단에

서 모두 운동 전보다 운동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ime 

effect, p =.001). 그러나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TC, 

LDL-C, TG 그리고 Glucose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 혈관 내피세포 기능과 동맥경도와의 변화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동맥경직도의 지표

인 경동맥-대퇴동맥 전파속도(PWV)는 운동 집단에서 5.77 

±5.40에서 5.40±0.53으로 약 7%정도 감소하였고, 통제집단

에서는 5.12±0.53에서 5.05±0.54로 2% 정도 감소하여 운동집

단과 통제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p =.275).

혈관 내피세포 기능 지표인 최대 맥 증폭지수(RHI)는 운

동 집단에서는 1.60±0.45에서 1.87±0.58로 약 17% 정도 증가

하였고, 반대로 통제 집단에서는 1.73±0.39에서 1.43±0.26로 

17% 정도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p =.019)(Figure. 1).

Figure. 1. Changes of arterial stiffness and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between groups

4. 심폐체력과 혈관 내피세포 기능과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심폐체력의 변화

와 맥 증폭지수의 변화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r=.457, p =.037)(Table 5). 이 결과는 체질량지수의 변화

(r=.463, p =.040)와 허리둘레의 변화(r=.463, p =.040)를 보정

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of change in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endothelial function (RHI) after regular exercise training

ΔRHI p values

ΔV̇O2max .457* 0.037

Model 1 ΔV̇O2max .463* 0.040

Model 2 ΔV̇O2max .469* 0.037

ΔV̇O2max; change in V̇O2max, ΔRHI; change in reactive hyperemia index

Model 1：Adjusted BMI(body mass index)
Model 2：Adjusted WC(waist circumference)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비만 청소년들의 혈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비만 청소년의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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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심폐체력과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유의하게 개선시켰

으며, 또한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의 감소와는 독립적으로 

심폐체력의 변화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변화와 유의한 양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

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독립적으로 비만 청소년들의 혈

관 기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사한 첫 번째 연

구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체중과 

신장은 운동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허리둘레는 운동 집단에서 감소하고 

통제 집단에서 증가하여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규칙적인 유산

소성 운동이 체중의 감소 없이 허리둘레가 감소되었다는 

Lee 등(2010)의 연구와 12주간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체

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은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Mestek 등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가장 활발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로 12주 동안 신장이 평균 2㎝에서 부터 최고 10㎝까지 성장

하여 상대적으로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체

중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신체활동 증진이 비

만 청소년에 있어 대사성 증후군 및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

의 임상적 지표인 허리둘레(Capizzi et al., 2011)의 개선을 가

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심폐체력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1METs

의 심폐체력이 증가할 때 마다 심혈관계 위험도는 약 12% 

감소되는(Myers et al., 2002)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비만 청소년의 심혈관계 위험도를 낮추는 데 심폐체

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청

소년기의 비신체활동의 증가로 인한 체력감소 현상이 뚜렷

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이 향상된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Blair 등(1999)은 좌업생활을 하는 비만자와 비교하였을 

때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비만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관련 

유병률과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Mayers 등(2002)은 체질량 지수 30이상인 사람에서 체력이 

좋은 사람에 비해 체력이 낮은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률의 위험도가 1.8~3.0배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비

만청소년의 혈관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명확하

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트레이닝을 실 시 한 

후 내피세포 기능과 동맥경직도 모두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고 있다(Baynard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동맥경직

도를 평가하는 맥파전파속도(plus wave velocity; PWV)는 운

동집단에서 7% 정도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에서는 2%정도 

감소하였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

다.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의 차이는 운동 프로그램의 기간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Guimaraes 등(2010)은 16주 

간 간헐적 운동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경동맥-대

퇴동맥 맥파전파 속도가 감소되었으며, 사이클 선수를 대상

으로 한 Tordi 등(2006)의 연구에서도 16주 간 운동 트레이닝 

실시 후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파 속도가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Lee 등(2010)의 연구에서

는 상완-발목 맥파전파 속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12주간

의 운동 기간이 동맥경직도를 향상시키는 데 부족하였던 것 

같으며,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 적어 통계적 파워가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발생기전으로 제

시되고 있는 미세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말

초 동맥 tonometry (PAT)을 이용하였다. PAT은 관상동맥의 

내피세포 기능의 직접 측정뿐만 아니라 내피세포 의존성 이

완능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가 간단하며, 검사의 결과가 정

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Kuvin et al., 2003; Hamburg et 

al., 2008).

Meyer 등(2006)은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한 나이의 비

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

과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oo 등(2004)의 연구에서는 9-12세의 비

만아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을 병행한 

결과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뿐만 아니라 윤 등(2010)은 12주간의 유산소성 운동이 

유의하게 비만아동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감소시키고 혈

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이완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Kelly 등(2004)은 8주간의 사이클 운동만으로도 내

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능이 개선시켰고, Watts 등(2004)도 

8주간 주 3회의 신체활동 참여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짧은 기간의 운동을 통하여도 혈

관의 내피세포 기능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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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PAT에 의해 평가된 맥 증폭지수가(RHI) 운동 집단에

서 통제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일

치하는 연구로 청소년의 내피세포 기능 개선에 대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추가적으로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비만 청소년들이 정상 체중

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현저하게 내피의존성 혈관확장능

이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Ciccone et al., 2011; 

Montero et al., 2012), 체질량지수의 10% 감소는 내피세포 기

능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하여 체중 감소의 중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Hamdy et al., 2005). 체중의 감소는 혈관 기능 개선

에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를 살펴봤을 때, 비만 청소년에서 체중의 감량 없이도 규칙

적인 운동을 통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은 향상되었

지만 동맥경직도는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는 동맥경화성 혈관의 변화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혈관의 손상은 초기에는 혈관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이후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말초 및 소 혈관의 기능 저하가 발

생되고, 도관 혈관의 기능저하, 나아가 소혈관의 구조적 변

과, 도관혈관 구조적 변화, 대혈관의 구조적 변화의 순으로 

혈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운동을 통해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고 좀 더 

중심 동맥과 관련된 동맥 경직도의 개선은 좀 늦게 일어났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 트레이

닝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비만 지표와는 독립적으로 내

피세포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독립적으로 내피세포 혈관 기능을 개선

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Woo et al., 2004; Wunsch et al., 

2006; Abbott et al., 2002)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만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저하는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의 향상과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의 관련성은 청소년의 비만 치료 

및 조기 동맥경화증 예방에 체력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가 될 것이다.

심폐체력 향상을 통한 혈관기능의 개선에 대한 가능 기전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폐체력의 향상은 첫째 기저 혈

류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

킨다. 심폐체력이 높은 사람은 심박수의 감소와 일회 박출

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결과는 내피 

세포에 shear stress를 증가시키고, 이는 eNOS 합성의 증가, 

그로인한 혈관이완 물질인 산화질소 분비의 증가를 가져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Neibauer et al., 

1996). 둘째, 체력 향상은 우리 몸에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Johnson 등(2011)에 따르면 신체활동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항산화 효소의 기저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 호르몬 분비의 활성 및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비록 산화질소 분비량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내피세포 기능의 개선은 운동을 

통한 전단력 증가로 인한 산화질소 활성도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들의 규칙적인 운

동 참여 동안 식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운동 트레이

닝 프로그램 처치하여 참여율이 90% 이상 되었다. 둘째, 규

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향상이 독립적으로 내피세

포 기능을 향상시켜 비만 청소년의 조기 동맥경화성 혈관 

변화를 억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첫 번째 운동 중

재 연구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및 보건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심혈관계 건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허리둘레, 심폐체력과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체중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 

참여 후,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보정하여 심폐체력의 

변화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비만지표와는 독립적으로 심폐체

력과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신

체활동량의 감소되는 현시대의 학습 환경에서 심폐체력은 

비만한 청소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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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증가 및 혈관의 변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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