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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전·후 여성의 운동트레이닝 후 체지방률 및 심폐체력 변화 여부에 따른 
체력과 대사성 질환 위험요인의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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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ung Ahn, Ki-Jin Kim (2015). Comparison of training effects on physical fitness and metabolic syndrome-related risk factors 
according to changes of body fat or cardiopulmonary function after exercise training between pre and post-menopausal middle-aged 
women. Exercise Science, 24(3): 253-265.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raining effects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vascular inflammatory markers, and metabolic 
syndrome-related risk factors according to responses of body fat or cardiopulmonary function after exercise training between pre and post menopausal 
women. 

METHODS: Subjects were consisted of 49 middle-aged women as 29 pre-menopausal women and 20 post-menopausal women. Exercise 
training program included 30 mins of walking and resistance training, 3 days per week, for 6 months. Subjects were divided into pre or 
post-menopausal group, and Change or No-change of body fat (BF), Change or No-change of cardiopulmonary function (CF) after exercise 
training. 

RESULTS: In the Change group of BF, pre-menopaus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of blood lipid profiles, but post-menopausa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hange of CF, pre-menopausal group and post-menopaus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change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Pre-menopaus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change of blood concentration of glucose or leptin. 
Blood lipid profil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after exercise training in pre and post-menopausal groups. 

CONCLUSIONS: In these results, the decrease of body fat affect to metabolic syndrome-related risk factors after exercise training in 
pre-menopausal group, however the decrease of body fat or the increase of cardiopulmonary function independently affect to metabolic 
syndrome-related risk factors. Therefore, we should try to suggest the specific or concrete exercise training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in me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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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폐경 후 사증후군의 위험률은 60%이상 증가하며 [32] 폐경

으로 나타나는 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이 심혈관질환의 유병률

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은 남성에 비해 폐경기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7], 이러한 원인은 복부비만 [17,25] 및 심폐체

력의 저하 [28,33]를 들 수 있다. 

폐경 후 여성은 폐경 전에 비해 육체적 활동이 비교적 낮아지

면서 폐경 후 황체기의 소실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체

중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혈중 염증인자의 발현이 

증가하여 사성 질환의 발생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13,16]. 혈관 염증인자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증가는 심혈관 

질환 및 사성 질환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인자로 제시되고 

있으며,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운동 후 CRP 농도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2,13,21,30,41]. 

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에 한 메타 분석에서 사증후군

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1.5배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7], 특히 폐경기 여

성의 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더

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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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여성은 estrogen의 감소로 복부내장 지방축적이 현저

하게 나타나며 내분비기능을 중심으로 한 생리적인 변화로 인하

여 사증후군 유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폐경에 따른 estro-

gen 결핍은 간에서의 LDL 콜레스테롤의 수용 장애를 일으키며, 

난소기능의 상실은 혈관 탄성을 떨어뜨림으로서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4,39]. 그러나 폐경기 비만 여성이 

사성 질환의 위험에 미치는 연구결과는 널리 보고되어 왔으

나, 폐경기 여성의 사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

를 체력과 염증발현 [12,13,16], 심폐체력과 사망률 [14,22], 비만과 

사망률 [33]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치과정에서 주된 초점을 체지방량 감소 혹은 심폐기능 향상을 

고려하여 사성 질환의 위험요소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체지방량 감소와 심폐체

력 향상에 각각 우선을 둔 몇몇 연구들은 다소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제시하였다. Hamer & Steptoe [19]는 체지방량이 높을수

록 염증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지만 체력 수준의 저하가 염

증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

체중이면서 체력 수준이 우수할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낮게 나타나며,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혈중 염증인자

는 더욱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운동에 의한 심폐체

력의 향상은 비만과는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부

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edersen [33]은 높은 수준

의 심폐체력 수준은 체질량지수와 상관없이 사망률을 독립적으

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Fogelholm [14]은 비만하지

만 심폐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상체중이면서 심폐체력 수준

이 낮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심

폐체력과 사망률의 역상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6] 비만과 신체

적 활동부족은 제2형 당뇨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써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비만이 더욱 높은 위험요인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Christou[7]는 체지방량이 유산소성 체력보다 

심혈관질환의 예측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여 높은 심폐체

력과 낮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 한 연구보고 [14,19,33]와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유산소

성 운동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으나 [34,43], 낮은 

신체활동과 체지방량 증가는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에 각각 독립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심폐체력 혹은 비만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최근 연구에서 비만하지만 높은 심폐기능과 적극적 신체활동

의 습관을 가진 상자일수록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낮다는 연

구 [16,18,28]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성 

질환의 위험요소에 한 비만지표와 심폐체력 지표의 영향력과 

그 관련성에 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폐경 전ㆍ후 여성 간에 내분비 사기능의 차이에 

따른 운동효과의 영향도 불분명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질환을 중심으로 한 사성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폐경기 여성의 체지방량 감소 및 체력

향상의 상 적 중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폐경 

전ㆍ후 여성의 사성 질환의 위험지표 및 체력 향상 등의 효과

분석 과정에서 체지방률의 변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혹은 심폐기능 변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를 분석하

며, 아울러 그 중요성의 경향이 폐경 전ㆍ후에 따라서 어떤 차이

를 나타내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상자의 그룹을 체지방률의 변화 기

준 및 심폐체력 변화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체구성, 체력, 혈중 

지질변인, 혈관염증 변인 및 경동맥 내중막 두께 등 심혈관질환

의 지표들을 측정하여 폐경 전ㆍ후 운동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30~60  폐경 전ㆍ후 여성 88명(폐경 

전 52명, 폐경 후 36명)을 상으로 하였으며, 그룹은 폐경기 

전ㆍ후의 상자를 운동 후 체지방률 변화여부 및 심폐기능 변

화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변화 그룹(Change)은 체

지방률이 평균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이상의 범위로 감소하였

으며, 심폐체력은 표준편차 이상으로 증가한 그룹이다. 무변화 

그룹(No-change)은 체지방률이 무 변화 혹은 표준편차 이상으

로 증가하였으며, 심폐체력은 무 변화 혹은 표준편차 이상으로 

감소한 그룹이다. 

2. 측정항목 및 방법

1) 신체구성 항목

신체구성은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폐경 전·후 여성의 운동트레이닝 후 체지방률 및 심폐체력 변화 여부에 따른 체력과 대사성 질환 위험요인의 효과 비교  255

index: BMI)를 체중(㎏)/신장(㎡)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체지

방률(%fat)은 상완삼두근, 장골능상부 및 퇴전면의 피하지방 

두께를 skinfold caliper(Skyndex, USA)로 측정한 후, Siri 공식 [40]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늑골 12

번 하단부와 장골능상부의 중간부위에서 측정하는 WHO방법으

로 측정하였으며 [47],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여 허리/엉덩이 둘

레비(waist hip ratio: WHR)를 산출하였다. 

2) 건강관련 체력 측정

악력 및 배근력은 악력계(TKK, Japan)와 배근력계(TKK, Japan)

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체전굴)는 양발

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바르게 펴고 

앉은 후 상체를 굽혀 팔을 최 한 뻗고 2초간 정지한 상태에서 

기록하였다. 윗몸일으키기는 매트 위에 누운 자세에서 무릎 각

도는 약 140° 정도로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후 윗몸을 

일으켜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하는 동작을 1회로 하여 30초간 

반복횟수를 측정하였다. 심폐체력 측정을 위하여 하버드스텝테

스트를 적용하여 높이 35 ㎝의 승강 에서 분당 30회 속도로 3분

간 오르내리기를 실시하였으며, 운동이 끝난 뒤 1분∼1분 30초, 

2분∼2분 30초, 3분∼3분 30초의 맥박수를 기록하여 다음의 공식

을 적용하여 신체효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PEI)를 산출

하였다. 

PEI =
운동시간(180초)

× 100
3회 맥박수의 총합 × 2

3) 혈중 지질 및 혈관염증 항목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하 TC) 농도, 중성지질 (이하 TG) 농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하 LDL-C) 농도, 포도당 농도

(glucose)는 자동 분석기(Auto-analyzer Hitachi 7150, Hitachi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하 HDL-C) 농도는 침전제를 이용하여 침전 

시킨 후 상층액에서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FFA)는 Spectrophotometer(Spectronic 601, Milton-Roy Ltd, 

USA)를 이용하여 효소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인슐린 농

도는 인슐린 측정용 시액(Insulin IRMA, Biosource, Belgium)을 사

용하여 Immunoradiometric Assay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당화혈색

소(HbA1c) 농도는 이온교환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HPLC) 원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혈장 C-반응성 단백질 농도(CRP)는 BN 분석기(Hitachi 77600- 

110, 7170, Japan)를 이용하여 라텍스 응집 비탁법으로 측정하였

으며, 피브리노겐 농도는 검사시약 PT-Fibrinogen HS, Calibration 

plasma(Samill, Korea)를 이용하여 Photo-optical Coagulation 

System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중 렙틴 농도는 측정용 kit(Leptin 

RIA kit, LINCO Research, INC)를 사용하여 Radio Immuno Assay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PAI-1 농도는 상품화된 효소면역측정법 

kit(Biopool, Umea, Sweden)로 측정하였다. 

4) 지방면적, IMT 및 혈압 측정

복부지방 면적은 L4-L5 높이를 컴퓨터 촬영(TRCP-160-130 so-

matom esprit, Siemems, Germany)을 누운 자세로 실시한 후 내장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부와 배의 근육을 경계로 복부피하지방 

면적(subcutaneous fat area)과 내장지방 면적(visceral fat area)을 

구하여 내장지방/피하지방 면적비(VSR)를 산출하였다. 경동맥

의 내중막두께(intima-media thickness: IMT)는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G60s, Siemens, Germany)를 이용하여 오른쪽과 왼쪽 경동

맥을 각각 3부위 측정하여 가장 두꺼운 부위의 값을 표치로 

하였다. 혈압은 수은혈압계(HICO, Japan)를 이용하여 2분 간격

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가 5 mmHg 이상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로 측정하여 3회 측정결과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5) 운동프로그램 구성

운동프로그램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의 복합 프로그램

으로 이루어졌는데, 유산소 운동은 주로 걷기를 실시하였으며, 

저항성 운동은 탄성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을 실시하여, 주 3회, 

1일 30분 이상 자발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토록 하였다. 운동 

유형은 상자들이 흥미를 가지는 종목으로 선택하게 하여 1회 

운동 시 운동강도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RPE 12~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운동프로그램 지속 유무를 위하

여 매월 상담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3.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측정결과를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폐경 전ㆍ후의 체지

방률 변화 유무 그룹, PEI 변화 유무 그룹, 시기 및 요인의 차이

검증은 3-way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 체

지방률 기준 및 PEI 기준 그룹 내의 운동 전ㆍ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적용하였으며, 각 운동시기 별 변화 유ㆍ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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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test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p<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체지방률 변화 기준(%fat model)에 따른 폐경 전ㆍ후 여

성의 운동프로그램 수행 효과 

신체구성 변화는 폐경 전ㆍ후 모두 Change 그룹은 체중, BMI, 

WHR이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Table 1). 체력요

인의 악력, 윗몸일으키기, 체전굴 등은 폐경 전ㆍ후 모두 Change 

그룹이 운동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No-change 

그룹의 폐경 전 그룹은 악력, 폐경 후 그룹은 윗몸일으키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Table 2). 

혈액변인은 폐경 전의 Change 그룹이 glucose, HbA1c, TC, TG, 

leptin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폐경 후의 Change 그

룹은 leptin만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HbA1c는 폐경 전

ㆍ후의 No-change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Table 

3). 또한 혈압에서는 폐경 전 Change 그룹의 이완기 혈압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나(p<.05) 폐경 후 Change 그룹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폐경 후 Change 그룹은 총지방량과 피

하지방량이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또한 오른쪽 

경동맥 두께는 폐경 전 No-change 그룹에서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4). 이와 같이 체지방률이 감소한 경우 

폐경 전에는 혈중 지질변인이 감소하였으나 폐경 후에는 지질변

인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폐경 전에는 

체지방률 감소가 사성 질환의 위험요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효율지수 변화 기준(PEI model)에 따른 폐경 전ㆍ후 

여성의 운동프로그램 수행 효과 

Item Time
Pre-meno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16) No-change(n=20)

BW
(kg)

Pre 66.21±15.41 62.23±15.00 G: 0.89
T: 37.03*

G×T: 5.73*

70.07±13.88 68.04±12.70 G: 0.26
T: 23.61*

G×T: 4.59* Post 64.2±9.52# 61.3±9.44# 67.44±9.15# 66.66±9.07#

BMI
(kg/m2)

Pre 25.35±4.02 24.41±3.91 G: 0.51
T: 39.76*

G×T: 5.68*

26.23±4.26 26.06±2.77 G: 0.00
T: 24.14*

G×T: 4.19*Post 24.5±3.38# 24.0±3.32# 25.48±3.88# 25.75±2.71#

WHR
(ratio)

Pre 0.88±0.08 0.83±0.06* G: 7.21*

T: 1.11
G×T: 1.11

0.93±0.06 0.91±0.05 G: 0.18
T: 6.66*

G×T: 0.61 Post 0.87±0.07# 0.83±0.06* 0.91±0.05# 0.89±0.07

%fat
(%)

Pre 32.17±5.29 30.15±6.39 G: 0.05
T: 49.01*

G×T: 56.42*

27.70±8.55 27.20±7.03 G: 0.01
T: 14.63*

G×T: 2.85 Post 28.9±5.29# 30.26±6.25 25.24±7.91# 26.24±6.96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BW: body weight,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G: group, T: time. 

Table 1. Change of body composition in pre-post menopause woman's %fat change model

Item Time
Pre-meno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16) No-change (n=20)

PEI
(%)

Pre 55.53±7.09 58.17±8.98 G: 2.27
T: 1.26

G×T: 0.32

63.81±13.04 63.78±8.49 G: 0.09
T: 1.92 

G×T: 0.37 Post 56.06±7.13 59.77±10.15 66.52±8.76 64.73±9.98

Back strength/ 
BW (kg)

Pre 50.26±27.04 46.28±18.54 G: 0.33
T: 7.92*

G×T: 0.00

60.22±26.98 61.18±25.97 G: 0.12
T: 0.07 

G×T: 0.51 Post 54.03±30.98 50.07±20.46 63.67±24.24 59.35±26.25

Grip strength/ 
BW (kg)

Pre 28.94±10.49 25.22±6.98 G: 2.06
T: 53.45*

G×T: 0.09

30.89±7.33 30.64±8.39 G: 0.16
T: 10.53* 
G×T: 1.44 Post 31.97±10.26# 28.50±7.33# 33.70±7.78 31.93±7.36#

Sit up
(fre)

Pre 15.55±5.70 15.17±5.21 G: 0.21
T: 7.61*

G×T: 0.66

11.80±9.47 10.47±8.27 G: 0.23
T: 13.65*

G×T: 0.01 Post 17.07±6.77# 16.00±5.21 13.20±10.81# 12.74±7.27#

Sit & reach
(cm)

Pre 12.66±7.92 11.52±7.93 G: 0.38
T: 17.80*

G×T: 0.90

8.46±12.54 13.70±7.12 G: 1.97
T: 12.49*

G×T: 2.03 Post 14.88±7.63# 13.11±7.33 12.76±10.57# 15.74±7.86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PEI: 
physical efficiency index, Back Strength/BW: back strength/body weight

Table 2. Change of fitness in pre-post menopause woman's %fat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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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me
Pre-men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16) No-change (n=20)

TC
(mg/dl)

Pre 189.69±45.51 171.87±25.40 G: 1.89
T: 0.06

G×T: 2.22

191.94±39.79 192.35±35.43 G: 0.01
T: 0.75 

G×T: 0.01 Post 182.86±31.33# 176.83±27.62 188.31±35.05 189.55±31.98

HDL
(mg/dl)

Pre 57.53±13.61 57.17±13.16 G: 0.20
T: 0.42

G×T: 0.97

49.48±11.24 56.85±14.07 G: 3.44
T: 0.53 

G×T: 0.01 Post 59.50±14.10 56.76±12.60 50.36±12.54 57.95±12.45

LDL
(mg/dl)

Pre 115.86±36.83 106.61±25.23 G: 0.50
T: 3.45

G×T: 1.58

129.50±36.47 124.55±30.82 G: 0.11
T: 0.05 

G×T: 0.16 Post 117.48±31.47 115.00±28.36# 127.13±33.12 125.25±30.00

TG
(mg/dl)

Pre 150.76±259.07 89.48±52.10 G: 1.19
T: 2.21

G×T: 1.21

150.50±63.65 126.30±87.61 G: 1.37
T: 2.13 

G×T: 0.00 Post 99.45±83.24# 81.78±45.87 129.38±79.88 106.10±59.79

FFA
(mg/dl)

Pre 621.04±412.95 527.22±158.84 G: 0.86
T: 0.91

G×T: 0.79

610.63±301.76 590.85±232.01 G: 0.10
T: 0.10 

G×T: 0.43 Post 623.83±187.83 603.70±183.75 571.06±185.25 604.80±222.19

glucose
(mg/dl)

Pre 87.93±16.41 83.09±7.01 G: 1.96
T: 10.00*

G×T: 0.00

94.13±24.81 101.75±45.25 G: 1.42
T: 0.01 

G×T: 3.38 Post 85.69±15.16# 80.83±6.75# 86.88±17.04 108.40±49.40

Fibrinogen
(mg/dl)

Pre 311.86±51.27 301.36±86.43 G: 0.00
T: 0.87

G×T: 1.23

342.00±70.31 305.40±76.28 G: 1.21
T: 0.51 

G×T: 1.85 Post 310.14±53.22 317.74±53.64 334.69±55.15 328.95±61.06

PAI
(ng/ml)

Pre 38.87±8.82 36.92±9.13 G: 0.52
T: 0.16

G×T: 0.01

39.34±10.73 35.18±10.43 G: 0.56
T: 0.86 

G×T: 0.39 Post 39.70±12.77 37.42±16.70 40.11±13.85 39.12±15.22

HbA1c
(%)

Pre 5.50±0.47 5.33±0.30 G: 3.51
T: 30.95*

G×T: 1.22

6.06±0.96 6.12±1.55 G: 0.27
T: 0.00 

G×T: 6.29*Post 5.67±0.47# 5.44±0.29*# 5.90±0.70 6.28±1.48#

CRP
(mg/dl)

Pre 0.08±0.07 0.09±0.14 G: 0.10
T: 0.39

G×T: 1.27 

0.20±0.36 0.08±0.74 G: 0.00
T: 0.06 

G×T: 2.44 Post 0.09±0.09 0.07±0.07 0.11±0.15 0.21±0.49

Leptin
(ng/ml)

Pre 18.69±10.98 18.46±14.23 G: 0.05
T: 36.92

G×T: 0.57

14.51±9.17 12.70±11.29 G: 0.00
T: 12.00*

G×T: 2.22 Post 11.44±6.16# 12.80±7.80# 8.62±6.50# 10.35±7.35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FFA: free fatty acid, GPT: guanosine 
triphosphate PAI: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CRP: c-reactive protein

Table 3. Change of blood lipids and inflammation factors in pre-post menopause woman's %fat change model

Item Time
Pre-men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16) No-change (n=20)

Total fat area
(㎠)

Pre 321.35±133.61 255.52±74.49* G: 3.09
T: 5.17*

G×T: 10.42*

345.96±67.10 301.95±139.38 G: 0.73
T: 4.50* 

G×T: 5.87*Post 298.78±122.61# 258.29±75.46 323.03±79.25# 303.47±129.55

Subcutaneous 
fat area(㎠)

Pre 218.86±93.08 187.91±58.15 G: 0.62
T: 4.05

G×T: 8.51*

206.99±55.68 197.72±105.15 G: 0.01
T: 3.64 

G×T: 2.18 Post 198.77±88.71# 193.90±60.55 191.01±61.21 195.68±96.82#

Visceral fat 
area(㎠)

Pre 94.53±51.77 61.01±26.91* G: 10.01*

T: 0.92
G×T: 0.00

130.01±48.64 96.70±50.19 G: 2.51
T: 0.06 

G×T: 4.92*Post 98.18±51.46 60.53±22.94* 122.15±49.66 102.96±52.26

Femoral fat 
area(㎠)

Pre 242.25±54.27 262.44±70.31 G: 4.12*

T: 5.54*

G×T: 2.61

194.63±54.01 216.85±89.28 G: 1.17
T: 0.33 

G×T: 0.66 Post 224.49±47.17# 264.38±59.45* 187.45±50.79 218.09±87.13

VSR
(ratio)

Pre 0.45±0.21 0.34±0.17* G: 10.64*

T: 3.72
G×T: 1.77

0.69±0.39 0.53±0.26 G: 1.87
T: 0.73

G×T: 0.05 Post 0.53±0.28 0.33±0.12* 0.71±0.44 0.57±0.29

IMT-R
(㎜)

Pre 0.60±0.12 0.59±0.15 G: 1.89
T: 11.68*

G×T: 0.96

0.76±0.23 0.72±0.25 G: 0.13
T: 0.29 

G×T: 1.05 Post 0.53±0.14 0.48±0.07# 0.65±0.23 0.76±0.36

IMT-L
(㎜)

Pre 0.86±1.26 0.56±0.15 G: 1.36
T: 1.76

G×T: 0.95

0.74±0.19 0.81±0.26 G: 1.42
T: 0.33 

G×T: 0.65 Post 0.53±0.11 0.50±0.97 0.69±0.25 1.03±1.20

SBP
(mmHg)

Pre 115.36±14.01 108.26±12.67 G: 1.76
T: 1.40

G×T: 1.65

128.13±22.57 117.25±10.45 G: 0.69
T: 0.80

G×T: 4.72*Post 110.17±16.93 108.48±9.94 124.38±19.31 126.25±19.93

DBP
(mmHg)

Pre 78.21±10.91 70.44±8.78* G: 3.74
T: 5.64*

G×T: 6.39

83.13±12.50 77.50±10.20 G: 0.23
T: 2.97 

G×T: 2.97 Post 71.21±9.03# 70.65±7.12 83.13±12.50 85.50±13.95#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VSR: ratio 
of visceral fat area to subcutaneous fat area, IMT: intima-media thicknes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4. Change of VSR, IMT and blood pressure in pre-post menopause woman's %fat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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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체력은 신체효율지수를(PEI)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

체구성에서는 폐경 전의 Change 그룹은 체중, BMI, %fat 등이 운

동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폐경 후 Change 그룹은 체

중, BMI, WHR, %fat 등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5). 체력변인에서는 폐경 전 Change 그룹은 체력요인이 모

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폐경 후 Change 그룹은 배근

력을 제외한 PEI, 악력, 윗몸일으키기, 체전굴 등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05)(Table 6). 

혈액변인의 변화에서는 폐경 전의 Change 그룹이 glucose, 

HbA1c, leptin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HbA1c는 폐경 

전ㆍ후 No-change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특히 leptin은 폐경 전의 운동효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5)(Table 7). 총지방량은 폐경 후의 Change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오른쪽 경동맥 내중막 

두께(IMT-R)는 폐경 전의 Change 및 No-change 그룹 모두에서 운

동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수축기

(SBP)와 이완기 혈압(DBP)은 폐경 전의 No-change 그룹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여(p<0.05) 체력 향상과 무관하게 운동프로그램에 의

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이와 같이 심폐체력이 증가한 경우 폐경 전ㆍ후 모두에서 신

체구성 및 체력요소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혈중 변인의 변화에서 폐경 전에는 glucose, leptin에 영향을 미쳤

으며, 혈중 지질변화에서는 폐경 전ㆍ후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지만 폐경 후에는 HbA1c와 

CRP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Item Time
Pre-meno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20) No-change (n=16)

PEI
(%)

Pre 55.21±8.34 58.57±7.32 G: 0.44
T: 0.45

G×T: 50.89*

61.39±9.36 66.99±11.68 G: 0.00
T: 0.75 

G×T: 39.72*Post 60.45±9.20# 54.23±6.73# 68.04±9.08# 62.05±8.81#

Back strength/ 
BW (kg)

Pre 53.05±27.70 42.76±15.66 G: 2.53
T: 7.69*

G×T: 0.15

57.53±25.93 64.78±26.45 G: 0.34
T: 0.14 

G×T: 0.06 Post 57.29±31.78# 45.96±17.00 59.16±23.64 63.63±27.38

Grip strength/ 
BW (kg)

Pre 28.55±11.06 25.72±6.03 G: 1.66
T: 52.22*

G×T: 0.92

29.33±6.25 32.53±9.35 G: 0.97
T: 8.87*

G×T: 1.43Post 32.05±10.38# 28.40±7.05# 31.96±7.19# 33.66±8.00

Sit up
(fre)

Pre 16.76±6.02 13.65±4.10* G: 7.43*

T: 7.37*

G×T: 4.76*

10.20±9.88 12.29±6.86 G: 0.31
T: 13.30*

G×T: 0.27 Post 18.76±5.60# 13.87±5.68* 12.74±9.94# 13.20±7.59#

Sit & reach
(cm)

Pre 11.02±8.52 13.59±6.87 G: 0.80
T: 17.46*

G×T: 0.47

9.47±10.69 13.74±9.06 G: 1.42
T: 10.35*

G×T: 0.87 Post 13.41±7.82# 14.96±7.08# 13.18±7.93# 15.98±10.38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PEI: physical efficiency index, Back Strength/BW: back strength/body weight

Table 6. Change of fitness in pre-post menopause woman's PEI change model

Item Time
Pre-meno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20) No-change (n=16)

BW
(kg)

Pre 67.20±15.71 60.98±8.09 G: 2.89
T: 35.69*

G×T: 0.54

70.07±13.88 68.04±12.70 G: 0.26
T: 23.61*

G×T: 4.59*Post 65.54±14.98# 59.68±8.62# 67.44±9.15# 66.66±9.07#

BMI
(kg/m2)

Pre 25.58±4.32 24.11±2.74 G: 2.00
T: 38.32*

G×T: 0.31

26.23±4.26 26.06±2.77 G: 0.00
T: 24.14*

G×T: 4.19*Post 24.96±4.08# 23.59±2.90# 25.48±3.88# 25.75±2.71#

WHR
Pre 0.85±0.09 0.86±0.06 G: 0.01

T: 1.90
G×T: 2.56

0.92±0.06 0.92±0.06 G: 0.18
T: 6.66*

G×T: 0.61 Post 0.86±0.71 0.85±0.07 0.90±0.55# 0.91±0.07

%fat
(%)

Pre 31.01±6.11 31.60±5.58 G: 0.04
T: 30.53*

G×T: 0.69

27.70±8.55 27.20±7.03 G: 0.01
T: 14.63*

G×T: 2.85 Post 29.50±6.06# 29.50±6.06# 25.24±7.91# 26.24±6.96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BW: body weight,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G: group, T: time. 

Table 5. Change of body composition in pre-post menopause woman's PEI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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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me
Pre-men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20) No-change (n=16)

TC
(mg/dl)

Pre 181.04±42.37 182.78±34.35 G: 0.01
T: 0.18

G×T: 0.44

202.20±32.92 179.63±38.70 G: 3.86
T: 0.65 

G×T: 0.18 Post 180.17±29.41 180.22±30.54# 197.65±32.47 178.19±31.06

HDL
(mg/dl)

Pre 56.60±14.97 58.34±11.04 G: 0.20
T: 0.55

G×T: 0.01

54.52±13.02 52.39±13.85 G: 0.40
T: 0.49 

G×T: 0.15 Post 57.65±15.34 59.10±10.73 55.99±12.94 52.82±13.02

LDL
(mg/dl)

Pre 109.86±34.07 114.17±30.42 G: 0.16
T: 2.71

G×T: 0.12

134.35±29.99 118.63±32.37 G: 2.41
T: 0.01 

G×T: 0.22 Post 115.31±29.45 117.74±30.99 132.05±29.26 123.0±77.24

TG
(mg/dl)

Pre 146.79±259.01 94.48±57.85 G: 1.34
T: 2.36

G×T: 0.28

148.30±78.35 123.00±77.24 G: 0.72
T: 0.32 

G×T: 1.96 Post 105.38±85.53 74.30±35.09 120.60±85.32 111.25±44.24

FFA
(mg/dl)

Pre 622.72±400.38 525.09±194.45 G: 0.61
T: 0.99

G×T: 1.43

670.95±298.80 510.50±176.43 G: 3.16
T: 0.02 

G×T: 1.19 Post 614.45±184.74 615.52±188.33 622.10±221.19 549.44±180.07

glucose
(mg/dl)

Pre 86.21±15.46 85.26±10.04 G: 0.00
T: 9.38*

G × T: 1.75

106.10±47.94 88.69±12.39 G: 0.79
T: 0.10 

G×T: 2.86 Post 83.14±13.80# 84.04±10.45 100.85±43.83 96.31±34.79

Fibrinogen
(mg/dl)

Pre 311.79±76.98 301.46±55.47 G: 0.03
T: 0.78

G×T: 0.63

326.25±89.77 315.94±53.26 G: 0.05
T: 0.81 

G×T: 0.25 Post 312.66±55.85 314.57±50.43 330.95±51.82 332.19±66.19

PAI
(ng/ml)

Pre 37.41±8.49 38.76±9.58 G: 0.28
T: 0.05

G×T: 3.14

35.35±12.24 39.14±8.07 G: 0.01
T: 0.72 

G×T: 2.73 Post 40.66±14.71 36.21±14.24 41.48±15.96 37.16±12.34

HbA1c
(%)

Pre 5.50±0.45 5.34±0.34 G: 0.67
T: 41.28*

G×T: 8.60*

6.38±1.62 5.73±0.63 G: 1.36
T: 0.36 

G×T: 6.71* Post 5.58±0.44# 5.56±0.39# 6.25±1.45 5.93±0.79#

CRP
(mg/dl)

Pre 0.09±0.11 0.07±0.09 G: 0.52
T: 0.20

G×T: 0.10

0.18±0.33 0.07±0.05 G: 0.06
T: 0.31 

G×T: 1.65 Post 0.09±0.08 0.07±0.08 0.13±0.16 0.21±0.55

Leptin
(ng/ml)

Pre 18.23±12.07 19.04±13.04 G: 0.05
T: 37.95*

G×T: 0.06

13.81±11.61 13.13±8.74 G: 2.57
T: 1.21 

G×T: 0.09 Post 11.91±6.66# 12.21±7.31# 8.13±6.28 11.41±7.49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FFA: free fatty acid, PAI: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CRP: c-reactive protein

Table 7. Change of blood lipids and inflammation factors in pre-post menopause woman's PEI change model

Item Time
Pre-menpause

F value
Post-menopause

F value
Change (n=29) No-change (n=23) Change (n=20) No-change (n=16)

Total fat area
(㎠)

Pre 299.91±134.25 282.55±87.64 G: 0.55
T: 6.40

G×T: 0.49

322.71±136.12 320.02±82.36 G: 0.05
T: 2.51 

G×T: 5.00* Post 292.71±123.16 264.76±74.50 303.22±128.14# 323.34±82.02

Subcutaneous 
fat area(㎠)

Pre 209.46±88.61 199.75±70.13 G: 0.17
T: 5.26*

G×T: 0.44

204.07±106.15 199.04±53.57 G: 0.00
T: 2.52 

G×T: 1.62 Post 201.93±86.69 189.23±62.18 190.45±98.86 197.54±56.79

Visceral fat 
area(㎠)

Pre 83.86±55.95 74.46±27.47 G: 1.07
T: 1.21

G×T: 0.67

110.49±56.44 112.76±46.66 G: 2.62
T: 0.05

G×T: 4.07 Post 86.41±50.07 75.13±37.68 104.71±53.99 119.96±48.09

Femoral fat 
area(㎠)

Pre 249.10±65.75 253.80±58.43 G: 0.21
T: 6.06*

G×T: 0.01

202.77±78.25 212.23±74.15 G: 0.32 
T: 0.15 

G×T: 0.76 Post 238.71±54.94 246.46±58.88# 196.27±76.36 214.74±71.85

VSR
(ratio)

Pre 0.41±0.22 0.40±0.18 G: 0.34
T: 4.76

G×T: 0.55

0.62±0.39 0.58±0.25 G: 0.03
T: 0.91 

G×T: 0.38 Post 0.45±0.23 0.43±0.26 0.64±0.42 0.64±0.28

IMT-R
(㎜)

Pre 0.59±0.13 0.60±0.14 G: 0.01
T: 10.52*

G×T: 0.06

0.76±0.19 0.71±0.28 G: 0.43
T: 0.19 

G×T: 0.00 Post 0.51±0.13# 0.50±0.10# 0.73±0.38 0.68±0.19

IMT-L
(㎜)

Pre 0.79±1.17 0.59±0.15 G:1.36
T:1.76

G×T:0.95

0.76±0.23 0.80±0.23 G: 0.92
T: 0.38 

G×T: 1.58 Post 0.52±0.11 0.50±0.10# 1.03±1.22 0.69±0.15

SBP
(mmHg)

Pre 110.36±14.27 114.35±13.08 G: 0.52
T: 3.07

G×T: 11.06

126.25±20.06 116.88±12.50 G: 2.57
T: 1.21 

G×T: 0.09 Post 113.28±15.60 104.57±10.54*# 128.75±17.31 121.25±21.56

DBP
(mmHg)

Pre 75.00±11.71 74.35±9.45 G: 0.30
T: 6.29

G×T: 0.14

81.50±11.82 78.13±11.09 G: 1.03
T: 3.36 

G×T: 0.00 Post 71.72±8.38 70.00±7.98# 86.00±9.95 82.50±16.53

Values are mean and SD, *p<0.05: significant different same time between groups, #p<0.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pre and post time in groups, VSR: ratio 
of visceral fat area to subcutaneous fat area, IMT: intima-media thicknes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8. Change of VSR, IMT and blood pressure in pre-post menopause woman's %fat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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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사성 질

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간

주되어 왔으나 체중 및 체지방률의 증가보다는 체력과 같은 독

립적인 요인이 사망률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 [26].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심폐체력은 비만에 의한 사망률 

또는 사성 질환의 유병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으로서 비만 보

다는 심폐체력의 저하가 사망률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4,22]. 최근 비만과 체력의 메타분석 [3]에서 

사망률의 위험요인은 BMI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심폐체력과 사

망률과 관련성이 있으며, 높은 심폐체력이 BMI와 상관없이 사망

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33]. 과체중 및 높은 심폐체력을 가진 

사람은 정상 체중 및 낮은 심폐체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생존률

이 높으며, 심폐체력은 비만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성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BMI보다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더욱 타당성

이 높은 지표로 간주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4]. 

특히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BMI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심

폐기능 수준은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42], 비만하

지만 활동적인 습관을 통해서 체력수준이 우수한 상자일수록 

순환계질환의 발병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본 연구결과 PEI model에서 폐경 유․무와는 관계없이 독립적

으로 체중, BMI, %fat 등이 12주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감소하였

다. 또한 사성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위협하는 혈중 염증인자

인 CRP 및 HbA1c가 폐경 전 그룹에서는 운동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폐경 후에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심폐체력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27,000명의 건강한 여성을 상

으로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BMI가 동일하여도 

1500 kcal 이상 신체활동을 수행한 그룹의 피브리노겐 농도와 

CRP 농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신체활동이 BMI보다 혈중 

피브리노겐 및 CRP 농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

장한 연구결과 [28]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CRP 수준은 장기간 중고강도 유산

소성 운동 시 정상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운동에 의한 

CRP 수준의 변화는 체중감소가 중간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30,41] CRP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12,13]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심폐체력 증가와 함

께 현저한 체중감소가 CRP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한편 건강한 남자 성인의 연구에서 [7] 체지방량은 유산소성 

체력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더욱 중요한 예측인자로서 간주하며, 

특히 총지방량과 복부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소와 광범위

하게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규칙적인 신

체활동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산소

성 체력보다 체지방량 수준의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서 결과적으로 비만 및 체질량지수가 

사망률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 [20,21]고 주장하였다. 중년여성

을 상으로 한 연구 [36]와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46]에서도 비만과 신체활동부족은 Type Ⅱ 당뇨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지만 비만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심폐체력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서 Fogelholm [14]은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Type Ⅱ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체질량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증후군이 심혈관 위험을 일으키는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인슐린 저항성과 

중심성 비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 고인

슐린 혈증, 고혈당증으로 진행되며, 이는 말초 혈관수축 및 나트

륨 보존을 일으킨다. 간에서의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고중성

지방혈증, 저 HDL 및 고 아포지단백(apoprotein) B 상승이 유발

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이상지

질혈증의 사증후군 환자들은 혈전성 및 염증성 경향을 나타내

게 된다 [2,31]. 즉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며, 지질단백의 산화, 중성지방 사의 변화, 산화스트레

스, 혈관내피기능이상, 이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 혈전생성의 

경향 증가, 플라크의 파열로 인해 심장병 사망에 이르게 된다 

[31]. 특히 내장지방량은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표적인 위험요

인이며 [35],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 [12,13,44]에 의해 인슐린 감수

성은 심폐체력과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규칙적인 유산소

성 운동은 적정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중심

성 비만은 남성보다 폐경의 여성에서 현저하여 심혈관 위험도가 

더 높아지며 [15,24], 폐경 후 HDL 감소와 LDL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LDL 입자들은 더욱 더 농축되어 죽종을 형성하고 [4] 

이러한 기전으로 폐경 후 여성은 사증후군 유병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더욱 높은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폐경기 여성의 비만과 심폐체력 지표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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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 위험요소를 살펴본 결과, 체지방률이 감소한 그룹(%fat 

model) 및 심폐체력이 향상된 그룹(PEI model)에서 폐경유무에 

상관없이 악력, 윗몸일으키기 및 체전굴 등의 체력이 향상되어 

체지방률 및 심폐체력의 변화가 건강관련 체력을 향상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그러나 혈중 염

증인자와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사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의 증가와 체지방량 감소는 혈중 염증수준의 감소

와 관련성이 있으나 [17], 체지방량이 높을수록 염증발생 가능

성이 현저하게 높은데 반해서 체력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

치지 않는다 [19]는 결과와 다소 비슷하였다. 또한 심폐체력은 

독립적으로 선택적인 혈액응고의 위험 요소와 관련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량이 더욱 현저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

러나 비만하지만 체력 수준이 우수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낮게 나타나며, 운동의 항염증효과가 비만인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낮추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건강한 남자 성인의 연구에서 [7] 체지방량은 유산소성 

체력보다 심혈관질환의 더욱 중요한 예측인자로서 간주하며, 특

히 총지방량과 복부비만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와 광범위하

게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산소성 

체력보다 체지방량 수준의 감소가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냄으로서 결과적으로 비만 및 체질량지수가 사망

률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 [20,21]고 주장하였다. 중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 [36]와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 [46]

에서도 비만과 신체활동 부족은 Type Ⅱ 당뇨병의 독립적인 위

험요인이지만 비만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심

폐체력과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서 Fogelholm [14]은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Type Ⅱ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체질량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증후군이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인슐린 저항성

과 중심성 비만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증으로 진행되며, 이는 말초 혈관수축 및 

나트륨 보존을 일으킨다. 간에서의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고 

Fig. 1. Change of fitness, blood markers and IMT-R in pre-post menopause women's %fat and PEI chan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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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저 HDL 및 고 아포지단백 B(apolipoprotein B) 상승이 유발되

면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이상지질

혈증의 사증후군 환자들은 혈전성 및 염증성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2,31]. 즉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

가하며, 지질단백의 산화, 중성지방 사의 변화, 산화스트레스, 

혈관내피기능이상, 이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 혈전생성의 경

향 증가, 플라크의 파열로 인해 심장병 사망에 이르게 된다 [31]. 

특히 내장지방량은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표적인 위험요인이

며 [35],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 [12,13,44]에 의해 인슐린 감수성은 

심폐체력과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

동은 적정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중심성 비

만은 남성보다 폐경의 여성에서 현저하여 심혈관 위험도가 더 

높아지며 [15,24], 폐경 후 HDL 감소와 LDL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

난다. LDL 입자들은 더욱 농축되어 죽종을 형성하고 [4]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폐경 후 여성은 사증후군 유병률과 심혈관질환

에 의한 사망률이 더욱 높은 특이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비만과 심폐체력 지표에 따른 

사성 질환 위험요소를 살펴본 결과, 체지방률이 감소한 그룹

(%fat model) 및 심폐체력이 향상된 그룹(PEI model)에서 폐경유

무에 상관없이 악력, 윗몸일으키기 및 체전굴 등의 체력이 향상

되어 체지방률 및 심폐체력의 변화가 건강관련 체력을 향상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그러나 혈

중 염증인자와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사성 질환 예

방을 위한 신체활동의 증가와 체지방량 감소는 혈중 염증수준의 

감소와 관련성이 있으나 [17], 체지방량이 높을수록 염증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데 반해서 체력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19]는 결과와 다소 비슷하였다. 또한 심폐체력

은 독립적으로 선택적인 혈액응고의 위험 요소와 관련성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량이 더욱 현저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만하지만 체력 수준이 우수할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이 낮게 나타나며, 운동의 항염증효과가 비만인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낮추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폐경기 여성의 비만지표를 보정한 후 심폐체력과 피브

리노겐 농도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 [5]와 폐경기 여성

의 유방암 생존자들의 혈중 CRP 농도 감소는 심폐체력과 비만 

지표 모두 관련성이 없었다 [10]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운동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혈관 염증지표의 감소현상이 단순하게 심

폐체력 향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여전히 불일치된 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다. 폐경 후 여성은 estrogen의 결핍으로 복부

와 유방의 지방분해가 감소한 결과 복부지방의 축적이 현저하게 

나타나 지방세포가 tumor necrosis factor(TNF)-α, leptin, 

adiponectin, 그리고 resistin 등과 같은 매개체를 생성하여 인슐

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어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48,49]는 체지방량 증가와 신체활동의 감소에 의한 혈중 염증

수준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염증이 aromatase

를 활성화시켜 유방조직과 혈액의 estrogen 분비 증가와 더불어 

유방암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29].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혈중 leptin 농도는 %fat model 및 PEI 

model 그룹 모두 폐경 전에는 12주 운동프로그램 후 감소하였으

나, 폐경 후에는 %fat model의 Change 그룹에서만 감소하였다

(Fig 1). 식이섭취 및 에너지 사를 조절하는 leptin은 비만인의 

경우 혈중 leptin 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leptin 저항성을 

나타냄으로서 에너지 사의 적절한 평형 유지가 어렵게 된다 

[8]. Leptin 농도는 운동 후 체지방량의 변화에 의해 leptin 수준이 

감소되어 [23], 당 조절을 향상시키며 골격근의 글루코스 섭취를 

위한 직접적인 자극과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이는 말초와 중추에서 IRS-1과 IRS-2를 

통한 PI3K 경로와 같이 leptin의 활동을 자극하는 경로와 인슐린

에 의해 작용하는 경로가 같기 때문이다. 특히 췌장세포의 β와 

δ세포에 leptin 수용체가 존재하여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길항함으로서 혈당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37]. 내당불내성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은 공복 시 

인슐린 농도와 leptin 수용체(Lys109Arg & Lys656Asn)가 관련성이 

있어 [45], leptin의 Gln223Arg 다형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운

동 후 leptin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신체구성 및 인슐린 저항성 

등 다른 주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leptin 농도의 변화와 혈액변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leptin 분비량은 폐경 전 그룹에서 운동처치에 한 효과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을 통해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폐경 후에는 

%fat model 그룹에서 체지방률이 leptin 반응에 하여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비만처치에 독립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비만처치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체지방률의 

변화와 심폐기능의 변화에 한 상 적 중요성을 비교분석한 결

과, 심폐체력, 비만 및 혈관염증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심폐체

력과 혈관염증의 관련성은 비만지표에 의해 중재될 수도 있으

나, 심폐체력과 비만은 동일한 기전을 통하여 혈관염증과 관련

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8]. 또한 폐경 전․후의 변화양상은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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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n 농도의 변화, 내장지방량 축적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원인

은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서는 심폐기능을 중심으로 한 

체력 향상의 중요성과 체지방 감소를 중심으로 한 체중조절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유형의 변화가 중요하게 강조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운동

프로그램의 특이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접근에 의해서 효과를 분

석한 결과들이 더욱 다양하게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폐경 전ㆍ후 여성의 운동효과 분석 시 체지방률 

과 심폐체력의 변화여부에 따른 신체구성, 체력, 혈관 염증요인 

및 사성 질환 위험 요인들의 변화양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다. 

체지방률이 감소한 그룹에서 폐경 전에는 혈중 지질변인이 

감소하였지만 폐경 후에는 지질변인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심폐체력이 증가한 그룹에서는 폐경 전 ․ 후 모두 신

체구성 및 체력요소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혈액변인의 변화에서 폐경 전에는 glucose, leptin에 영향을 미쳤

으며, 혈중 지질변화에서는 폐경 전 ․ 후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이 폐경 전에는 운동수행에 따른 체지방률 감소가 

사성 질환의 위험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폐경 후 여성의 체지방률 및 심폐체력 수준의 변화는 사증

후군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폐경여부를 비롯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운동프로

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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