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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동 및 올리브유 섭취가 비만초등학생의 건강체력,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김경태, 이기혁
제주스포츠과학센터

Influence of Extra Virgin Olive Oil Supplement and Combined Exercise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and Bone Density in
Obese Elementary Students
Kyong-Tae Kim, Ki-Hyuk Lee
Center for Sport Science in Jeju, Je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mbined exercise and extra virgin olive oil supplement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and bone density in ob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0 obese elementary students over 25 kg/m2 to BMI, 10 combined exercise with high olive oil supplement group (HO+CE), 10 combined exercise with low olive oil supplement group (LO+CE), 10 combined exercise with placebo
group (PL+CE), and 10 placebo group (PL). The participants have performed the exercise program for 70 minutes a day and 3 times a
week with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during 12 weeks. Also, high and low olive oil supplement group took in 25 g and 10 g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and plac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body fat to HO+CE compared with PL+CE (p<.05) and significant increase in muscle
mass and muscular endurance compared with PL+CE (p<.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weight, BMI,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between groups. For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riglyceride,
LDL-C, total cholesterol in HO+CE compared with PL+CE (p <.05)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to HDL-C significantly
decreased in HO+CE compared with PL+CE (p<.05).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ne density between groups (p>.05).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re were positive responses for body composi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for the twofold cases through combined exercise and high extra virgin olive oil supplement, but not for bone density.
Key words: Combined exercise, Obesity, Body fat, Muscle mass, Triglyceride, Cholesterol, Olive oil

서 론

[1]. 더욱이 이러한 아동기 비만현상이 장기간 방치되어지면 치료 및 해
소방법이 보다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등의 생활

신체활동의 감소와 음식섭취량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비만은

습관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되어지며, 특

아동기 비만은 소아기부터 시작되어 지방세포 수의 증가를 유발하는

히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인구비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포증식형 비만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세포비대형 비만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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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타나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계속 유지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

정상체중의 어린이와 비교하여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져 있기에[4,5] 아동기의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 더욱이 이러한 불균형적인 영양섭취는 인

되고 있다[6,7].

슐린 감수성 저하 및 포도당의 지방전환으로 인한 혈중지질농도의 상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식이요법, 약

승으로[23], 높은 중성지방수치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물요법, 수술요법 및 운동요법이 대중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특

의 증가 현상과 같은 지질대사의 이상이 발생하여 고혈압, 고혈당과 더

히 신체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운동요법이 부적 에너지균형을 가

불어 대사증후군 발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게 된다[24].

져오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게다가 운

올레인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동요법을 병행하지 않은 식이요법 또는 약물요법은 체중감량의 효과

C)은 증가시키고 LDL-C는 낮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 예

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근육손실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저하

방의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데,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지중해 연

및 제지방량의 감소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0], 지속

안 국가 사람들이 순환기질환이 적은 이유는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때

적인 신체활동의 수행 및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신체질량지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또한, 올레인산과 더불어 리놀렌산은

수, 체지방량, 제지방량, 혈압, 그리고 혈중지질 등의 개선효과를 가져

면역기능의 향상과 함께 혈압저하 및 혈전증의 개선을 통하여 동맥경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화 예방 및 항콜레스테롤의 효과 등을 가져온다[27,28]. 특히, 항산화

유산소성운동은 체지방 감량을 위해 가장 선호되어지는 운동형태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

로서 체지방을 직접적으로 연소시켜 지방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브유는 제조과정에서 정제하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으며 압착하여

방법으로 혈중지질의 구성비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생산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심장병 예방에 좋은 단일불포화지방산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체중관리를 위한

을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동으로 가장 권장되어왔다[13,14]. 이와 더불어 저항성 운동 또한

[29]. 게다가 빠른 속도의 산화과정은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혈중

건강증진, 신체활성도 및 조직의 증대를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운동방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시키며, 체중과 내장지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근력운동의 경우 근육량

비만예방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30]. Engel & Tholstrup [31]은 중년여

증가가 기초대사를 상승시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고 지방분해

성을 대상으로 올리브유 섭취를 실시한 결과 HDL-C의 증가와 LDL-C

능력, 에너지 소비율, 제지방 조직, 지방질 이용 등의 증가를 통해 혈중

의 감소결과를 도출하였으며, Carnevale et al. [32]은 위약섭취군과 비

지질 및 신체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교하여 올리브유 섭취집단에서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의 감

[15,16].

소양상과 혈압의 개선효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들

비만은 골밀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비만청소년의 경우 골밀

은 올리브유의 유종 또는 섭취기간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변

도의 감소로 인하여 골절률이 정상체중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17].

화 등이 보고되었으며[33], 올리브유 섭취적정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

지속적인 운동수행은 골질량과 골근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골대사

한 실정으로 비만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

의 활발한 변화가 나타나는 아동기의 적극적인 활동은 매우 권장되며

상으로 올리브유가 건강 증진 및 비만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8],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중부하에 의한 자극을 통하여 골밀도에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올리브유 섭취와 복합운동의 병행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방법의 제시가 필요하

치가 비만의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지 않

다[19]. 따라서 운동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상의 방지와 함께 신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리브유 섭취량의 조건을 달리함

체활동시 관절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관절의 가동범위와 근

으로써 올리브유 섭취에 관한 적합한 지표설정의 제시와 함께 복합운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형태와 적절한 운동시간 및 운동강도를 설

동의 이중적 적용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

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필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해서는 뼈에 중력부하와 함께 근수축의 자극이 이루어져야하며
Kang et al. [20]은 체중부하운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요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고 걷기 및 조깅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 또한 골밀도 감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한편 신체활동과 함께 아동기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M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을 대상

서는 적절한 영양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아동의 경우

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특별한 병력이나 건강상에 이상 또는 질병이

편식, 패스트푸드,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등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없고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초등학생 40명으로, 고올리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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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및 복합운동군 10명(HO+CE 그룹), 저올리브유 섭취 및 복합운

2) 복합운동프로그램

동군 10명(LO+CE 그룹), 위약섭취 및 복합운동군 10명(PL+CE 그룹),

본 연구에서는 유산소성운동과 저항성운동을 통한 복합형태의 운

위약섭취군 10명(PL 그룹)으로 구성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동프로그램을 적용시켰다. 유산소성운동은 자전거타기, 트레드밀, 줄

자는 실험에 앞서 보호자 입회하에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 및

넘기운동을 적절한 시간에 배정하여 지루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동

진행하였다. 유산소성운동의 강도는 목표심박수 공식을 이용하여 개

의서 및 검사동의서를 작성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실험에 착수하였

인별 최대심박수의 40-60%의 저강도에서 중등강도 수준 강도로 설정

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하였으며 목표심박수는 심박수 측정기(Polar)를 착용하여 유지 및 확
인하였다. 저항성운동은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전신근육을 강화시키

2. 연구내용

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탄성밴드의 탄성력은 1-4주는 노란색,

1) 실험설계

5-8주는 빨간색, 9-12주는 파란색 밴드를 선택하여 각 동작을 한 세트

본 실험에 앞서 모든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피험자

당 10-12회 실시하였다[34]. 운동강도는 Borg의 주관적 운동강도(Rating

의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BSM 330, Biospace, Korea)를 이용

of Perceived exertion, RPE)에 따라 1-4주 기간은 RPE 11-12, 5-8주 기간

하여 측정였으며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다. 체지방률과 근육량은 체

은 RPE 13-14, 9-12주 기간은 15-16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진행하였

성분 분석기(VENUS-5.5, Jawon Medical, Korea)를 이용하여 생체전기

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구체적인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에 제시된 바

저항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동안 실험변인에 영향을 미

와 같다.

칠 수 있는 약물복용 및 무리한 운동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서 모든 피험자들은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운동프로그램을

3) 올리브유 섭취방법

수행시켰다. 모든 피험자는 주당 3회, 총 운동시간은 70분으로, 준비운

모든 피험자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엑

동과 정리운동 각 10분, 본 운동은 유산소성운동과 저항성운동 복합

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위약을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료에 희

형태로 50분간 실시하였다. 준비운동은 구령에 맞춘 맨손체조를 실시

석시켜 섭취시켰다. 미국 FDA기준(2018)에 따른 올리브유 권장량은

하였고 정리운동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는 운

하루 23 g이며, 평상시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도 올리브유 성분이 중복

동프로그램 적용 전후 건강체력,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골밀도 분석을

복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Tirosh et al. [35]

실시하였다.

이 사용한 방법에 따라 고올리브유 섭취군과 저올리브유 섭취군은 매
일 각각 25 g, 10 g의 올리브유를 섭취시켰다. 음식섭취는 평상시와 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Body fat (%)

Muscle mass (kg)

HO+CE
LO+CE
PL+CE
PL

10
10
10
10

12.30±.95
12.20±.92
12.40±.69
12.10±.88

154.35 ± 2.69
154.70 ± 4.35
156.05 ± 4.39
153.95 ± 5.36

64.55 ± 3.98
63.25 ± 6.03
63.85 ± 3.76
63.65 ± 3.85

27.08 ± 1.17
26.39 ± 1.84
26.21 ± 1.02
26.86 ± 1.13

28.07 ± 1.06
27.60 ± 1.52
27.54 ± 1.44
28.31 ± 1.13

21.06 ± 1.25
20.92 ± 1.87
20.63 ± 1.53
20.04 ± 1.18

HO+CE, High Olive Oil Supplement+Combined Exercise Group; LO+CE, Low Olive Oil Supplement+Combined Exercise Group; PL+CE, Placebo+Combined
Exercise Group; PL, Placebo Group.
Table 2. Combined exercise program
Variables

Program

Warm-up

Gymnastic
Treadmill
Bicycle ergometer
Rope skipping
Standing band shoulder rotation, standing band curl
Standing band shoulder press, standing band triceps extension
Band squat, band crunch, band leg down
Seated band row, band knee extension
Stretching

Aerobic exercise

Resistance exercise
Coo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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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intensity

Time
10 min

1-4 weeks : HRmax 40%
5-8 weeks : HRmax 50%
9-12 weeks : HRmax 60%
1-4 weeks : Yellow RPE 11-12
5-8 weeks : Red RPE 13-14
9-12 weeks : BLUE RPE 15-16

50 min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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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게 식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모든 피험자에게 올리브
유 투여 방법 및 섭취가 인체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1. 건강체력의 변화
12주간의 올리브유 섭취수준에 따른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3. 측정변인 및 방법

그룹별 건강체력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시기간의 체

1) 건강체력

중, 체질량지수, 근력, 유연성의 변화는 사전측정과 비교하여 PL 그룹을

건강체력의 하위요인으로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조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p <.001), 각 그룹 간에는

성을 측정하였다. 근력은 악력을 측정하였으며, 근지구력은 윗몸일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반면, 사전측정과 비교한 측정시기간 체

키기, 유연성은 좌전굴을 측정하였다(TKK 5403, Takei, Japan). 피험자

지방률의 변화는 PL 그룹과 비교하여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의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BSM 330, Biospace, Korea)를 이용

으며(p <.05), 특히 HO+CE 그룹은 PL+CE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

하여 측정한 후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였으며, 체지방률과 근육

결과를 나타내었다(p <.05). 근육량의 변화에 있어서는 PL 그룹과 비교하

량은 체성분 분석기(VENUS-5.5, Jawon Medical, Korea)를 이용하여

여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05), HO+CE 그룹은 PL+CE

생체전기저항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증가결과를 나타내었다(p <.05). 또한, 근지구력
에 있어서도 측정시기간에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증가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결과를 가져왔으며(p <.05), 특히 HO+CE 그룹에서 측정시기간 가장 높

모든 피험자는 채혈 전 최소 9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집단 간 차이에서는 HO+CE 그룹은 PL 그룹과

였으며, 실험 당일 채혈 전 약 30분간의 신체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 <.05). 체지방률에 대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완정맥에서 약 10 mL의 혈액을 채취하였

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LO+CE, HO+CE 그룹 간 유의한 차

다. 채취된 혈액은 4℃에서 약 30분간 보관 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

이가 나타났고(p <.001), HO+CE< LO+CE<PL+CE<PL 순으로 체지방률

여 3,000 rpm에서 혈장을 분리한 후 동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석을

이 낮게 나타났으며, PL+CE, LO+CE, HO+CE 세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실시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측정항목은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근육량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로, 지질성분

나머지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01), HO+CE 그룹과

진단용 키트와 건식 생화학 분석기(EKTACHEM DT 60 II system,

PL+CE그룹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근육량은

Johnson & Johnson, U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O+CE >LO+CE >PL+CE >PL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
지구력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LO+CE, HO+CE 그룹

3) 골밀도

골밀도분석은 두 개의 에너지를 갖는 X-ray 또는 동위원소를 이용
하여 골조직을 투과한 후 검출하는 정도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001), HO+CE =LO+CE >PL+CE >PL 순
으로 근지구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PL+CE, LO+CE, HO+CE 세 그룹 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EXA(Technical Insights Co., US)를 이용하여 상완부위, 대퇴부위, 요
추부위를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g/cm2로 나타내었다.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변화
12주간의 올리브유 섭취수준에 따른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를 통

4. 통계처리

한 그룹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WIN/SPSS Version 22.0 program을 이용

측정시기에 따른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의 변화는 PL 그룹을 제외

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복합운동 프로그

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p <.05), HO+

램 및 올리브유 섭취에 따른 건강체력,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그리고

CE 그룹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집단 간 차이에서도

골밀도의 변화차이는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를 사

HO+CE 그룹은 PL+CE 그룹 및 PL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Bonferroni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였다(p <.001).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변화에 있어서는 PL 그룹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과 비교하여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05), HO+CE
그룹은 PL+CE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한 증가결과를 나타내었다
(p <.001). 또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 있어서도 측정시기간에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감소결과를 가져왔으며

https://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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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physical fitness
Variables

Weight (kg)

BMI (kg/m2)

Body fat (%)

Muscle mass (kg)

Muscular strength (kg)

Muscular endurance
(frequency)

Flexibility (cm)

Group

N

Pre

Post

∆%

HO+CE

10

64.55 ± 3.98

59.25 ± 3.58

-8.21

LO+CE

10

63.25 ± 6.03

59.95 ± 5.81

-5.22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3.85 ± 3.76

61.60 ± 3.81

-3.52

63.65 ± 3.85
27.08 ± 1.17
26.39 ± 1.83
26.21 ± 1.02
26.86 ± 1.13
28.07 ± 1.06
27.60 ± 1.52
27.54 ± 1.44
28.31 ± 1.13
21.21 ± .87
20.92 ± 1.87
20.63 ± 1.53
20.04 ± 1.18
15.60 ± 2.29
16.67 ± 2.08
16.38 ± 2.14
16.54 ± 3.34
12.40 ± 1.17
13.70 ± 1.16
13.80 ± 1.03
13.20 ± 1.03
16.62 ± 1.56
17.26 ± 1.22
17.08 ± 1.87
16.68 ± 1.40

64.07 ± 3.69
24.63 ± 1.48
24.85 ± 1.09
25.10 ± 1.11
27.15 ± 1.46
23.93 ± 1.05ad
24.30 ± 1.34b
25.35 ± 1.63c
28.54 ± 1.17
25.81 ± 1.21ad
23.71 ± 2.08b
22.77 ± 1.81c
18.89 ± 1.56
20.14 ± 2.35
18.70 ± 1.16
18.62 ± 2.23
16.31 ± 3.30
16.20 ± 1.14a
16.20 ± 1.48b
15.90 ± 1.19c
12.50 ± 1.27
19.08 ± 2.09
19.12 ± 1.24
18.88 ± 1.87
16.45 ± 1.47

.65
-9.04
-5.84
-4.25
1.07
-14.75
-11.96
-7.96
.80
21.69
13.36
10.39
-5.76
29.10
15.99
13.65
-1.39
30.65
18.25
15.22
-5.30
14.80
10.78
10.54
-1.36

F
G
T
G×T

1.324
51.509***
338.632***

G
T
G×T

16.151***
29.201***
306.553***

G
T
G×T

16.151***
29.201***
306.553***

G
T
G×T

35.528***
44.068***
186.855***

G
T
G×T

1.910
39.493***
337.144***

G
T
G×T

5.780*
21.606***
130.316***

G
T
G×T

3.117
5.212*
83.329***

G, Group; T, Time; G×T, Group×Time; a, HO+CE vs PL (p<.05); b, LO+CE vs PL (p < .05); c, PL+CE vs PL (p< .05); d, HO+CE vs PL+CE (p < .05).
*p<.05; **p<.01; ***p<.001.

(p <.05), 집단 간 차이에서는 HO+CE 그룹은 PL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

PL+CE, LO+CE, HO+CE 세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 <.05).

않았다.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중성지방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LO+CE,

LO+CE, HO+CE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01), LO+CE <

HO+CE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001), HO+CE< LO+CE<

HO+CE < PL+CE < PL 순으로 총콜레스테롤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PL+CE < PL 순으로 중성지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PL+CE, LO+CE,

PL+CE, LO+CE, HO+CE 세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HO+CE 세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밀도 지

않았다.

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그룹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LO+CE, HO+CE 그룹 간에서는 유의

3. 골밀도의 변화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5, p <.001), HO+CE >LO+CE >PL+CE >PL

12주간의 올리브유 섭취수준에 따른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를 통

순으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PL+CE,

한 그룹별 골밀도의 변화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완부위, 대

LO+CE, HO+CE 세 그룹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퇴부위, 요추부위는 모두 사전측정과 비교하여 PL그룹을 제외한 모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PL 그룹이 PL+CE

집단에서 증가하였으며 상완부위와 요추부위는 그룹과 시기 간에 상

그룹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LO+CE, HO+CE 그룹 간에

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p <.001).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그룹 간에는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01), LO+CE < HO+CE <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PL+CE< PL 순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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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Variables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Total-C (mg/dL)

Group

N

Pre

Post

HO+CE

10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

83.90 ± 3.48

d

72.85 ± 3.19

-13.17

10

81.94 ± 3.02

72.94 ± 3.03b

-10.9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81.98 ± 4.95

75.16 ± 4.84

-8.32

82.28 ± 5.03
53.62 ± 6.58
51.87 ± 6.64
51.49 ± 5.39
49.87 ± 5.39
100.29 ± 14.27
93.65 ± 13.69
101.88 ± 9.15
97.09 ± 26.27
158.91 ± 8.05
150.49 ± 6.21
158.34 ± 8.05
183.43 ± 35.77

84.74 ± 5.02
60.16 ± 6.97d
55.07 ± 6.81
53.06 ± 5.31
47.26 ± 5.28
73.72 ± 12.02d
71.67 ± 12.85
86.63 ± 4.81
99.52 ± 25.46
148.45 ± 8.65d
141.33 ± 6.82b
151.84 ± 7.96
185.48 ± 35.93

2.99
12.19
6.17
3.05
-5.23
-26.49
-23.47
-14.97
2.50
-6.58
-6.09
-4.11
1.12

Group× Time
G
T
G×T

7.294***
33.357***
218.037***

G
T
G×T

9.705***
241.848***
590.887***

G
T
G×T

4.044*
8.310**
83.682***

G
T
G×T

11.797***
19.199***
143.208***

G, Group; T, Time; G×T, Group×Time; b, LO+CE vs PL (p<.05); d, HO+CE vs PL+CE (p < .05).
*p <.05; **p <.01; ***p<.001.
Table 5. Change of bone density
Variables

Upper arm (g/cm2)

Thigh (g/cm2)

Lumbar (g/cm2)

Group

N

Pre

Post

∆%

HO+CE

10

.73± .04

.76± .04

3.84

LO+CE

10

.73± .03

.75± .04

1.17

PL+CE
PL
HO+CE
LO+CE
PL+CE
PL
HO+CE
LO+CE
PL+CE
PL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72± .03

.73± .04

1.07

.77± .04
1.11 ± .03
1.11 ± .02
1.09 ± .03
1.15 ± .07
.95± .03
.95± .03
.94± .03
.94± .02

.76± .04
1.13 ± .03
1.12 ± .03
1.12 ± .03
1.15 ± .07
1.00 ± .03
.99± .03
.96± .03
.94± .02

-.17
1.54
1.17
2.04
.46
5.81
4.53
1.83
-.14

Group× Time
G
T
G×T
G
T
G×T
G
T
G×T

1.266
13.492***
77.495***
1.992
1.905
1.528
2.322
9.472***
35.509***

G, Group; T, Time; G×T, Group×Time.
*p<.05; **p<.01; ***p<.001.

논 의

합운동을 수행한 집단과 비교하여 체지방률(23.93 ±1.05% vs. 25.35 ±
1.63%), 근육량(25.81±1.21 kg vs. 22.77±1.81 kg)에 있어 유의하게 긍정

본 연구에서는 올리브유 섭취 및 복합운동프로그램 수행이 비만초

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체지방에 비해 근

등학생의 체력 및 생활습관병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성장기 초등학생에 있어 유산소성 운동과 저

결과 비만초등학생에 있어 고올리브유 섭취는 건강체력 및 심혈관질

항성 운동이 혼합된 복합운동이 근육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기초대사

환 위험인자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여진다[38]. 더욱이

근육, 뼈, 각종 내장기관, 무기질, 체수분을 포함하는 제지방과 필수

Galvao et al. [39]은 4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9주간 엑스트라버진 올리

지방산, 저장지방으로 분류되는 체지방으로 구분되는데[36,37] 이러한

브유를 섭취시킨 결과, 통제군과 비교하여 섭취군에서 체지방의 유의

신체조성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만초등학생의 올리브유 섭취 및 복

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였고, 비만치료로서 올리브유 섭취가

합운동에 따라 그룹별 체지방률, 근육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에너지 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여 본 연구의 결

다. 고올리브유 섭취와 복합운동을 실시한 초등학생은 위약섭취 및 복

과와 일맥상통하였다. 한편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유리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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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점차 높여 지방조직에서의 지방분

요소 중 하나이며,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고지혈증을 유

해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유리지방산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

발하는데[53], 소아비만의 여부에 따라 혈중지질의 차이가 나타나고,

는데[40], 신체활동 중 근육 내에 존재하는 당원의 분해를 통해 포도당

비만도가 높을수록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의 수준이

과 혈중의 포도당을 포착하여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된다[41].

성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4]. 신체활

더욱이 복합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ousa et al. [42]은

동은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은 감소

여성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제지방량의 증가와 더불어

시키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을 증가시켜 인체에 긍정적인

체지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시도한

변화를 나타내며[55,56], 올레인산이 풍부한 올리브유의 경우에도 고

바와 같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유산소성 운동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의 적용과 비만도를 감소시키는데 유익한 운동방법인 저항성트레이닝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온다[57]. 본 실험에서도 고올리브유 섭취 및 복

이 가져온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Jung et al. [43]은 복합운동프로그램

합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

에서 체중,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건강체력에 유의

스테롤의 감소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한 변화를 보고하였고, Kim [4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유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 et al. [5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소운동과 근저항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률은 감소하였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과 저밀도지단백 콜

제지방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레스테롤에서 유의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Venäläinen

건강체력 중 근지구력은 반복적인 근수축이 장시간 요구되어지는

et al. [59]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운동을 통하여 혈중지질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코어운동프로그램과 같은 저항성운동을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욱이 Hernaez et al. [60]은

통하여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45]. 본 연구에서는 12주간

3주간의 올리브유 섭취를 통하여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의

의 복합운동을 수행한 이후에 근지구력은 고올리브유 섭취 및 운동그

향상 결과를 보고하였고, Maki et al. [61] 역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룹에서 29.1% 증가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의하면, 올리브유에 함유된 베

를 3주간 섭취시킨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더불어 저밀도지단백 콜레

타카로틴은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스테롤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신체

성분으로 혈액 공급과 영양성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근육도 이완시

활동과 더불어 올리브유 섭취의 이중적 적용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켜주는 역할을 하여 장시간 운동에 의한 근육경련을 막는 효과가 있

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협력작용을 꾀할 수 있을 것으

고[46],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운동부하의 자극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로 사료된다.

을 반복시켜 근위축을 예방하며, 근지구력 증가에 효과를 가져오게

한편 골밀도는 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기질로 침착되어지는

된다[47].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아직 올리브유 섭취수준에 따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노화에 의해 소실되고, 환경적인 요인, 유전, 영

근지구력의 변화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체활동과 올

양,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62]. 장기간의 운동

리브유 섭취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

부재는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골형성은 조락하게 되어 건강상의 문제

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8]. 초등학생 연령대의 성장기 아동에

가 나타나게 된다[63]. 따라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게 있어 체력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신체활동은 이러한

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운동은 골격

체력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49]. Ha & Baek [50]은 초등학생

근의 반복적인 수축으로 골의 피질량과 혈류량을 증가시켜 원활하게

을 대상으로 16주간의 복합운동을 통하여 체력요소 중, 근지구력에서

혈액순환을 유지시킨다[64]. 운동은 뼈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

비만집단의 유의한 증가결과를 보고하였다.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향

지만 이러한 행위가 규칙적으로 수행되어지지 않거나 신체활동량이

상되어지는 체력인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주고, 근골격계

적은 경우 뼈조직이 뼈생성 및 분해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감소하게

의 손상 위험률을 감소시켜 주며[51], 신체부위별 운동 시 저항무게를

된다[65]. 유산소성운동과 저항성운동의 수행은 지방조직보다 제지방

다양하게 증감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운동부위 또한 여러 부위

조직 중 근육량의 증가현상을 통한 체력상승에 의하여 골밀도 향상에

를 이용하여 점진적 저항으로부터 나타나는 손상된 부위의 근육을 강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66].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Byun & Kim

화시켜 줌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52],

[67]은 12주간의 음악줄넘기 실시를 통하여 요추부위 및 대퇴경부의

본 연구는 피험자의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부상위

골밀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시하게

험이 적은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와 탄성밴드운동을 적용시켰으나 유

되면 골질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Cho & Kim [68]

연성 항목에서는 그룹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 저항성 운동은 요부 신전근력 및 균형능력 향상을 통하여 골밀도

한편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혈중 콜레스테롤은 혈중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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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체중부하운동은 골밀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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