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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의 복합운동이 비만 장병의 혈중지질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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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정상적 혹은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된다[1]. 비만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역학 데이터(epidemiological data)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비만률이 각각 18%와 21%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었다[2].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3]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률은 남성 39.7%, 여성 26.0%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만

인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성 비만률이 여성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칼로리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비만의 주요 특징인 

지방 조직 비대화는 다양한 유형의 adipokines 분비를 통해 체내 각 기

관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심리적 요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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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5 weeks combined exercise on blood lipid profil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obese military recruits.

METHODS: Twenty-eight obese recruits were randomly assigned for exercise (n=14) and control (n=14) group. All groups performed 
a basic military training for 5 weeks. Additionally, exercise group conducted combined exercise consisting of twice a day, in the morn-
ing and afternoon, 3 days per week for 5 week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following; The body weight and BMI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groups, in which rate of 
change showed higher in exercise group than control group (p<.001). In all group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LDL-C were sig-
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baseline (p<.001) whereas only HDL-C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xercise group (p<.01). In the 
7 items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while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compared to baseline (p<.01).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a 5 weeks combined exercise program during basic military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body composition, lipid profil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obese rec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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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결국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4]. 특히, 지방 조

직의 비대화는 혈중 지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혈액 내 총 콜레

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low-density li-

poprotein cholesterol, LDL-C),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및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의 항상성

은 비만 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비만인은 정상인과 비교하

여 TC, TG 및 LDL-C 수치가 높은 반면에 낮은 HDL-C 수치를 보이는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을 나타낸다[5]. 

한편, 신체활동 증가 및 좌업 활동 감소, 칼로리 섭취 제한 등과 같은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변화는 비만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주요 요인

으로 제안된다. 운동은 라이프스타일 중재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며 

비약물적인 치료법으로 비만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

적이다. 운동 유형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감소, 혈중 지질 

개선 및 비만과 관련된 염증 반응의 긍정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비

만에 동반되는 다양한 이차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

행연구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은 체중 및 BMI를 감소시킴으로써 비만

의 주요 특징인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고[6], 16주간 점증적인 저항성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

시키고 LDL-C 수준을 낮춤으로써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이밖에도 국내 연구에서, 비만 노인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유형의 규칙적인 운동 중재는, 이들의 

신체조성 및 혈중 지질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11]. 

또한, 비만은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 및 정서장애를 초래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비

만인은 신체적 기능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편견

과 차별을 겪어야 한다[12]는 점을 고려할 때, 비만은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 36 (SF-36), Health Utility Index, EuroQol-5 dimension (EQ-

5D) 등이 있다. 일반 건강수준 측정 도구로서 SF-36은 보건 정책에 대

한 평가 연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임상연구에서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들을 측정하는 데 사

용[13]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비만인은 신체적 기능, 신

체통증, 일반적 건강 인식, 체력척도의 점수가 현저하게 낮으며[14], 비

만의 척도인 BMI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및 신체적 통증과 정

서적인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반면, 

신체활동의 증가와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한 관련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Kim et al. [16]은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의 증가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보다 큰 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17]. 

그러나 아직까지 비만 개선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운동의 효

과 연구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운동 중재에 따른 심리적 요인 변화

를 함께 관찰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만의 주요 

특징인 이상지질혈증이 개인의 직업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이 보고[18,19]되는 현 시점에서 특수한 환경에 노

출된 비만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하다.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 부족 및 불규칙적인 생활패턴이 

비만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비만의 개선과 관리를 저해

하는 주요 장벽임을 감안할 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식사 및 수면 

등의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며 심리적 부담 

또한 크게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비만 장병들의 신체

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는 비만 장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특별한 근골격계 질환이 없고 6개월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외견상 건강한 장병으로, 사전에 실험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28명을 선정하였다. 

비만의 판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참고하여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합운동군(EXE, n =14)과 

대조군(CON, n =14)으로 무선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군 의무사령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AFMC-15065-

IRB-15-054)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피로도를 

감안하여 참여 중단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랐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복합운동프로그램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운동그룹은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체력단련 시간을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이, 저항성 

운동 및 유산소성 운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Group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EXE (n=14) 20.35±0.63 180.21±5.83 100.15±6.15 30.57±1.72
CON (n=14) 20.21±0.89 179.27±3.34 99.26±6.71 31.05±1.41

EXE, combine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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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후 2회에 걸쳐 근력운동 모델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산소 

운동은 비만 장병의 각 개인별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

로 최대산소섭취량의 60-70%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여 트레드밀 또는 

연병장에서 빠르게 걷기운동을 주 3회, 하루 30분씩 실시하였다.

3. 측정 및 분석 방법

대상자들의 신장은 신장자동측정기(Jenix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중, 제지방, 체지방, 체지방률은 생체전기저항법(Bioelec-

tric impedance analysis, BIA)을 이용한 Inbody 720 (Biospace Co., Ko-

rea)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신장 측정 후 체성분 분석기

의 발판 위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채, 양손으로 전극 손잡이를 잡

은 후 팔을 적정 각도로 넓히도록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

여 체성분 측정은 동일한 시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혈액 분석

혈액검사는 기초 군사훈련 전과 5주간의 훈련 후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 측정하였고, 12시간의 공복상태를 확인한 후 오전 8-10시에 실시

하였다. 채혈에 앞서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편안한 자세로 

약 1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후 앉은 자세에서 약 10 mL를 

전완정맥에서 채혈하였으며, 채혈된 sample은 항응고제로 처리된 tube

에 담아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분리하고 냉동 보

관하였다. 채혈을 통한 분석인자 TC, TG, HDL-C, LDL-C 농도 측정은 

B 의료기관에 의뢰하였고, enzymatic method (Hitachi, Japan)로 분석

하였다. 

2) 건강관련 삶의 질(SF-36)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은 So et al. [20]의 연구에서 실시한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F-36)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SF-36은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기능, 신체통증, 신체역할 제한, 감정

역할 제한,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활력/피로, 일반적인 건강의 8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만 장병들로서 이

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역할 제한 영역은 제외

하고 나머지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계산은 Likert 척도로 

하여 각 문항을 합산하였다. 문항에 따라 1점부터 최고 6점까지 점수

를 주었으며, Ware et al. [21]이 제시한 방법대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

였다. 점수화한 각 문항을 항목별로 합산하고 합산된 점수를 100점으

로 환산하였다.

4. 자료처리

모든 실험 data는 SPS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모든 변인의 평

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 중 실시

한 복합운동이 혈중지질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집단 및 시기 간 종속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은 이원반복

측정변량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상

호작용 또는 주효과 검증에서 유의성이 나타날 경우 각 집단 내 시기

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그리고 각 시기에서 집단 간 차이는 inde-

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유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체성분 변화

5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체중의 그룹과 시기 간의 

반복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3, Fig. 1과 같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주효과 검증에서 각 그룹 내의 시기 간 차이 검

증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p< .001)를 보이

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군은 baseline에 비하여 약 6.36% 

Table 2. Combined exercise program 

Indoor Outdoor

Morning

Aerobic exercise (15') Resistance exercise (15’) Aerobic exercise (15’) Resistance exercise (15’)
1.5 km running Squat 

Jumping Lunge 
Burpee Test
Sargent Jump
Plank exercise

-

Squat 
Jumping Lunge 
Burpee test
Sargent Jump
Plank exercise

Afternoon

Aerobic exercise (20’) Resistance exercise (15’)

Undress battle order/Full combat gear

1.5 km running
Skipping rope
20 m shuttle run

Squat 
Jumping Lunge 
Burpee Test
Sargent Jump
Plank exercise 
Spider Push-up
Mountain Cl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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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약 4.86%가량 감소하였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BMI)에서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그룹 내의 시기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운동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p< .001)를 나타내었으며, 운동

군의 감소는 약 6.21%로 대조군 4.41%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2. 혈중지질 농도

5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혈중변인에 대한 그룹과 시

기 간의 반복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모든 혈중 지질 및 

글루코스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각 그룹  

내 시기 간 차이에 대한 주효과 검증에서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및 글루코스 농도는 운동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 HDL은 운동군이 baseline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Table 3. Th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5 weeks

Variables Group Baseline After △% Source p

Body weight (kg) Exercise 100.15±6.15 93.78±5.85### 6.36 G .957
T .000

Control 99.26±6.71 94.43±5.27### 4.86 G×T .092
BMI (kg/m2) Exercise 31.05±1.41 29.12±1.45### 6.21 G .742

T .000
Control 30.57±1.72 29.22±1.55### 4.41 G×T .052

G, group; T, time; G×T, group×time. 
###p<.001 vs. baseline.   

Fig. 1. The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between baseline and after 5 weeks an intervention. ###p<.001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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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blood lipid between 
baseline and after 5 weeks an intervention. ##p<.01; 
###p<.001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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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증가하였고, 나머지 총 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은 운

동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기

에 따른 변화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운동군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3. 건강관련 삶의 질(SF-36)

5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그룹과 시기 간의 반복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7개 영역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군

과 대조군 모두 시기에 따른 주효과 검증에서 baseline에 비하여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01), 건강관련 삶의 질 변화에 있어 운동군

은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큰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비만 장병을 대상으로 5주간의 

복합운동이 혈중지질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

로써, 비만 개선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패턴 및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 동시에 심리적 건강의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비만으로 동반되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 저하와 더불어 비만

을 치료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감안할 때, 비만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절실히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전반적인 상태개선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체중 감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조절과 다양한 형태

의 운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체중 감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은 비만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및 사회적 건

강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만인에게 있어 성공적인 체중 감소는 적어도 10%의 지속적인 감

량으로 정의되지만, 체중 감소가 5% 미만이라도 혈당 및 심혈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체중 감량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유익한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본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체중 및 BMI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운동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더 큰 감소량을 보임으로써 복합운동프로그램 중재의 효

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군사훈련에 따른 규칙적

인 생활패턴과 동시에 보조적이고 추가적인 전략으로써의 운동 중재

가 비만장병의 신체조성 개선에 더 긍정적 영향[23]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써, 비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6주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의 유의한 개선과 

더불어 심폐지구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24]와 비만인

의 체중, 체지방률 및 복부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편향적인 저항

성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보다 복합운동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

가[25] 보고되고 있다. 

Table 4. The chang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ategory Items Group Baseline After △% Source p

Functional Status

Physical Function
EXE 85.23±13.18 88.09±10.99# 3.3 G .866

T .000
CON 85.71±10.89 87.04±9.82# 1.5 G×T .750

Role Limitation-Physical
EXE 84.28±15.17 87.14±12.81# 3.4 G .402

T .002
CON 88.92±14.56 91.42±13.36 2.8 G×T .817

Social Function
EXE 90.71±11.41 93.57±11.50# 3.1 G .498

T .005
CON 92.85±9.13 96.42±7.44# 3.8 G×T .737

Well-Being

Mental Health
EXE 71.71±17.15 77.71±15.96# 8.4 G .220

T .000
CON 79.42±15.11 84.28±13.98 6.1 G×T .697

Vitality
EXE 53.50±12.04 73.92±13.47## 38 G .012

T .000
CON 57.64±16.59 68.52±14.93 18 G×T .030

Bodily Pain
EXE 72.07±22.11 84.41±16.50## 17 G .678

T .000
CON 77.92±15.83 83.76±12.44# 7.4 G×T .092

Overall Evaluation of Health General Health
EXE 52.66±16.21 65.00±17.13### 23 G .213

T .000
CON 60.71±12.82 67.47±14.84# 11 G×T .129

G, group; T, time; G×T, group×time. 
#p<.05, ##p<.01, ###p<.001 vs.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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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관련하여 혈중 지질의 증가된 수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

험인자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 변화에 대한 운동의 효

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운동은 지질 대사, 혈중 중성지

방 농도 및 콜레스테롤의 관리를 위한 비약물치료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26,27].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비만의 전반적인 상태개선

을 위한 운동의 효과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LDL-C 감소와 HDL-C 증가에 기여할 수 있

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12주간의 규칙적

인 운동은 비만 여성의 HDL-C 수준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 및 인슐

린 저항성을 감소[28]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8주간의 복합운동프

로그램 중재는 과체중 중년 남성의 혈중 지질 LDL-C, TG의 감소, 

HDL-C 증가 및 신체조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본 

연구결과,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실시한 복합운동 프로그

램의 중재는 운동군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인 생활패턴과 

규칙적인 운동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특히 대조군의 혈중 지질 개선

에 비하여 운동군이 평균적으로 더 큰 개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복

합운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써, 

12주간의 규칙적인 복합트레이닝이 비만 대학생의 총 콜레스테롤 변화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HDL-C의 증가와 중성지방의 감소를 가져온

다는 연구[30], 8주간의 복합운동 트레이닝이 비만 남성의 혈중지질 

TC, LDL-C, TG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31]. Coll-Risco et al. [32]은 8주간의 복합운동은 신체조성, 혈중지

질 및 혈당 수치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비약물적 전략

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atalina-Romero et al. [18]은 

직업 스트레스와 이상지질혈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업 스

트레스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TG, LDL-C, 

HDL-C 및 TC 수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체내 지

방 축적의 생리적 반응과 더불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비만

장병들에게 운동을 통한 혈중지질의 개선은 생리적 기능의 향상은 물

론이거니와 정서적 건강의 증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체중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비만인의 신체적 기능, 신체 이

미지 및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유발

[33]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만과 관련된 사회 ·정신적 부작용은 건

강관련 삶의 질 저하를 촉진시킬 수 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태도 및 적절한 수준의 

신체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으로써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

되고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은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신체적, 사회

적, 정서적 건강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높

은 BMI 수치가 정신 건강 및 기능 장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34]임을 감안할 때, 규칙적인 운동을 통

한 BMI 개선은 비만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Heesch et al. [35]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 수준이 높

고 규칙적인 운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에 긍정

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운동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36]. 아직까지 비만

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운동 프로그램 중재가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므로 다각

적인 논의를 제시할 수 없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 효

과는 몇몇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o et al. [20]은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기공 운동이 신체기능, 신체역할 제

한, 일반적인 건강, 사회적 기능, 활력/피로, 신체통증의 6개 영역에 유

의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12주간의 필라테스 운동은 

비만 여대생의 신체적 건강, 활력, 정서역할 제한 및 일반적 건강을 개

선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또한 대사증후군 환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주간의 유산소 운동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

한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 기능, 

일반적 건강 및 만족감에 유의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이밖에도 염증성 장 질환자[39] 및 암 환자[40]를 대상으로 한 10

주 또는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은 이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5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중재는 신체기능, 일반적 건강, 활력, 사회적 기

능, 신체역할 제한, 정신건강 및 신체 통증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활력과 일반적 건강 영역

은 대조군의 향상도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약 2배 이상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 론

종합해보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실시한 복합운동프

로그램은 비만 장병의 체중 및 BMI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혈중 지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고, 건강관련 삶의 질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의 습관화 및 

운동의 실천은 비만의 전반적인 상태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여

겨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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