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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저항운동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운동자각도, 대사 및 

호르몬 반응

박정수¹, 곽효범1, 김창선2, 박동호¹

¹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서 론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면

서[1], 비만관리와 건강증진 및 미용을 목적으로 저항운동을 실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저항운동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개선은 수행되

는 저항운동의 세트, 반복횟수 및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2] 일반적

으로 저항운동에 의한 근육량의 증가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항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장기간 트레이닝의 누적 효과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일회성 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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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hysiological, metabolic, and hormonal responses after 65% 
of repetition maximum (RM) in males and females.

METHODS: Males (n=8, 20.0±2.1 years) and Females (n=8, ages 18.5-0.8 years) participated in a resistance session. The resistance 
exercise (RE) session included 3 sets of seven exercises, 10 repetitions at 65% 1RM intensity with 105 seconds rest periods. Serum free 
fatty acids (FFA), glucose, growth hormone (GH), estradiol (E), testosterone (T), cortisol (C) and capillary lactat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pre-exercise, post-exercise, 30 minutes, and 60 minutes into recovery. Respiratory variables (EPOC and RER) were also mea-
sured after RE session every 5 minutes until 60 minutes. 

RESULTS: The relative strength (strength/muscle mass) of the upper bod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 (75.3% of 
male), lower leg strength (89.1% of male)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etween sex.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GH, T, C, and E 
hormone responses including FFA and glucose except lactate (interaction effect, p=.020) after resistance exercise. Only GH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sexes immediately after RE.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 acute bout of RE session included 3 sets of seven exercises, 10 repetitions at 65% 1RM 
intensity with 105 seconds rest periods can stimulate the metabolism (FFA, glucose and lactate) and GH excluding sex hormones (T 
and E) including C.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sex difference in the lactate response to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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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성장호르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동화작용 호르

몬이 주를 이룬다[3-6]. 일회성 저항운동에 따른 대사반응을 비교한 연구

에서는 서키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성 사이클링 운동보다 저항운동에서 

더 높은 운동 후 산소섭취량(post-exercise oxygen consumption, EPOC)이 

발생하고[7], 동일한 칼로리를 소비하는 조건에서도 유산소운동보다 저항

운동에서 더 높은 EPOC가 유발되며, 동일한 일량의 저항운동에서도 강

도가 올라갈수록 EPOC의 크기는 증가한다[8-10]. 

여성은 남성과 달리 체지방, 호르몬 및 운동수행력에 대한 생리적 차

이뿐만 아니라 골반 넓이, 신장, 체중과 같은 해부학적 및 체격 차이를 

지니고 있다[11]. 더욱이, 생리주기에 따라 저항운동 자극에 대한 인체 

대사 반응뿐만 아니라 호르몬 반응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Matsuo et 

al. [12]의 연구에 의하면, 배란기의 EPOC, 기초대사율(resting metabolic 

ratio, RMR), 운동 후 총에너지소비(Postexercise Total Energy Expendi-

ture, PTEE)가 여포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운동 후 호흡교환율(rest-

ing exchange ratio, RER)은 배란기가 여포기보다 낮게 나타나며, 저항

운동 후 성장호르몬 반응에서는 난포기에 비해 황체기에서 더 크게 나

타났다[13].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형태의 운동을 

하더라도 성별뿐 아니라 월경주기에 따른 대사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의 월경주기가 고

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어 결과해석에 대한 제한점이 되

었다. 더욱이, 일회성 저항 운동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

에서는 남녀의 최대하 운동과 최대 운동 시 근육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변인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들 호르몬 반응뿐만 아니라 

대사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월경주기(여포기: 월경 후 1-10일 사

이)를 고려하여 남녀의 일회성 저항운동에 따른 호르몬 및 대사 반응

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I시의 활동적인 남녀 대학생 각각 8명 총 1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비흡연자이며, 과거 6개월부터 현

재까지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조깅과 근력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대상자는 실험 48시간 전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24시간 전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 및 12시간 동안 음식물 섭

취를 제한하였다. 실험환경은 21-23°C, 동일 시간에 측정하였다.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에 맞춰 여포기 초기단계에 측정하여 월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가외변수를 최소화하였다(Table 1).

2. 측정항목 및 변인

1) 신체조성

신장과 체중은 각각 신장계(SECA 214, USA)와 체중계(KASS,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지방률(%)은 피부두겹법을 사용하여 가

슴, 복부, 대퇴, 상완삼두근, 견갑골 하부, 장골능 상부, 액와중앙 7부위

를 측정한 후 Jackson & Pollock [14]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안정시대사율 및 VO2max의 측정

안정시대사율(resting metabolic rate, RMR)은 MetaMax 3B (Potable 

Gas Analyzer, Metasoft I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MR 측정은 

12시간의 공복상태에서 오전 8시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실험실 환경을 

어둡게 조성한 후 누운 상태에서 소음을 최소화하여 30분간 측정하였

고, 측정 마지막 5분의 평균치 값을 RMR로 제시하였다.

VO2max의 측정 역시 MetaMax 3B (Potable Gas Analyzer, Metasoft 

II, USA)를 사용하였다. 이동식 가스분석기를 사용한 이유는 VO2max 

측정과 RMR 측정시 VO2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VO2max 

측정을 위해 준비운동으로 우선 가벼운 느낌의 속도로 3분간 걸은 후, 

6%의 경사에서 4.8 km/h로 시작하여 2분 간격으로 1.2 km/h씩 속도를 

증가시켜 참여자가 all-out될 때까지 진행하였다(KISS-프로토콜). 대사

적 자료는 20초마다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측정된 호흡 변수들은 호

기량(VE; l/min), 이산화탄소 배출량(VCO2; l/min), 산소 섭취량(VO2 

mL/kg/min), 호흡교환율(RER),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등가환

기(VE/VO2와 VE/VCO2) 등이었다.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는 매 단계의 마지막 20초에 기록되었다. VO2max의 결

정은 최대심박수(220-나이) ± 5 bpm, RER >1.15, RPE >17 및 운동강도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VO2가 항정상태를 이루는 조건 중 마지막 조건

을 포함한 3가지 조건 중 2개가 추가로 성립될 때로 하였다. 

3) One-Repetition Maximum (1-RM) 측정 

1-RM 측정은 Earle에 의한 직접 측정법을 활용하였으며[15], 일반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가지 근력 운동종목(벤치프레스, 스쿼트, 렛풀

다운, 레그컬, 암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숄더프레스)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Gender Male (n=8) Female (n=8)

Age (yr) 20.0±2.14 18.5±0.76
Height (cm) 176.6±5.36 162.0±2.97
Weight (kg) 71.9±7.90 56.8±4.76
Body Fat Ratio (%) 13.5±4.50 27.7±3.41
Muscle weight (kg) 34.84±3.46 22.16±1.31
Free Fat Mass (kg) 60.57±5.12 41.71±1.94
RMR (mL/kg/min) 4.18±0.36 4.07±0.48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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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운동처치, 채혈시기 및 방법

저항운동 강도는 65% 1RM으로 실시하였으며, 저항운동의 운동내

용은 Table 2와 같다. 

운동 순서는 벤치프레스, 스쿼트, 렛풀다운, 레그컬,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숄더프레스 순으로 실시하였다. 참고로 저항운동의 처치는 

Drummond et al. [7]의 연구를 토대로 7가지 운동을 10회 3세트 실시하

였으며, 105초의 휴식시간을 준 상태에서 서키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생리학적 변인으로는 운동 직후의 RPE와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EPOC

와 RER은 운동이 끝난 후 6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구

간의 5분 평균값을 기록하여 측정하였고 채혈 시기는 Fig. 1과 같다. 운

동 전(Pre-ex.)의 채혈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혈을 실시하였고, 운동 종

료 직후(Post-ex.)부터는 카테터를 이용하여 채혈을 실시하였다. 카테터

를 이용한 이유는 운동종료 직후 EPOC 측정 시 추가적인 채혈로 인한 

대사량의 증가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카테터를 이

용할 때 생리식염수 주입 후 30초간 대기한 다음 채혈을 실시함으로써 

생리식염수의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액 희석을 최소화하였다.

혈액분석으로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s, FFA)은 생화

학 분석기(Hitachi 7150, Kangjian,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젖산

은 젖산분석기(YS1500 Accuspor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장

호르몬은 125I tray에 standard (A-F), control I, II, sample을 각각 100 

μL씩 분리하여 모든 well GH Ab를 100 μL씩 나누어 담고, well에 bead

를 넣은 후 gamma counter를 이용하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코티솔

은 cortisol anti-body coated tube에 200 μL의 standard와 sample 그리

고 cortisol I125를 1 mL씩 넣어 섞고 37°C 수조에서 45분간 반응시킨 

뒤 감마선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테스토스테론은 ethy1 ace-

tate와 hexame를 3:2 비율로 각 tube에 6 mL씩 넣고 섞은 후 상층 5 mL

를 유리튜브에 옮겨 자연증발시켰다. 이후 diluent buffer를 2.5 mL씩 넣

고 다시 antiestrogen을 100 μL씩 첨가한 뒤 125I 100 μL의 17B-Estradi-

ol과 100 μL의 secondary antibody를 첨가하였다. 혼합된 샘플을 4°C, 

1,0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감마선 계측기를 이용하여 침전물

에 대한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별

(남 vs. 여)에 따른 관찰변인들의 시간적(운동 전, 운동 직후, 회복기 30

분 및 회복기 1시간 그리고 회복기 60분 동안 5분 간격의 12시점) 변화

양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two-way ANOVA (성별에 따른 시간

적 변화)를 이용하였다. 사후분석으로는 Bonferroni를 이용하며, 통계

적 유의 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1RM 및 저항운동 중 생리학적 변인의 반응 

1RM 측정은 Earle에 의한 직접 측정법을 활용하였으며[15],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가지 근력 운동종목(벤치프레스, 스쿼트, 

렛풀다운, 레그컬,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숄더프레스)으로 선정

하였고, 이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7가지 저항운동 직후 평균 심박수는 남성이 140.07± 4.95 beat/min, 

여성은 128.30 ± 4.95 beat/min으로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벤치프레스의 심박수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5). 저항운동 후 운동자각도(RPE)

의 평균은 남성(14.45 ± 0.29)이 여성(13.16 ± 0.29)에 비해 약 1.29 point 높

게 나타났다(p=.007). 또한 랫풀다운(p=.047), 암컬(p=.003), 트라이셉

스 익스테션(p=.000), 숄더프레스(p=.029)의 RPE는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2. 저항운동 후 대사관련 변인의 반응 

Fig. 2는 호흡관련 성별 대사와 관련된 차이를 보기 위해 운동 후 에

너지소비를 대변하는 EPOC와 에너지형태를 대변하는 RER을 5분 간

격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POC와 RER 모두 상호작용효

과와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 따른 주효과만 

나타났다. 이들 변인 모두 저항운동 5분 후 가장 높았다가 15분까지 다

소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 The scheme of blood sampling.

Table 2. Contents of resistance exercises      

Exercise Type Methods Contents Time (min)

Resistance Exercise 65% 1RM, 10 rep., 3 set, 105 seconds rest 
 between sets

Warm-up & Stretching 
Bench press, Squat, Lat pull down, Leg curl, Arm curl, 
 Triceps extension, Shoulder press

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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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istance Exercise Capacity in male and female      

Exercise Type Gender Male (n=8) Female (n=8) p

Resistance Capacity Bench Press (kg) 59.81±2.93 24.01±2.22M .000
Squat (kg) 228.94±7.58 143.42±9.67M .001
Lat Pull Down (kg) 81.91±2.95 41.33±1.46M .000
Leg Curl (kg) 68.52±2.77 40.03±1.56M .000
Arm Curl (kg) 28.39±1.56 11.50±0.79M .000
Triceps Extension (kg) 64.06±2.80 31.03±2.37M .021
Shoulder Press (kg) 59.87±3.87 21.67±2.52M .000

Values are means and SD.       
M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le.  

Fig. 3은 저항운동 후 남녀의 대사와 관련된 혈액 반응에 대한 시기

별(운동 전, 운동 직후, 회복 30분, 회복 60분) 변화를 제시하였다. 글루

코스는 성별과 시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p =.284) 및 성별 주효과

(p =.471)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p =  

.001). 사후분석결과, 남성의 경우는 운동 직후의 글루코스 농도가 회

복기 60분보다(p=.016) 유의하게 높은 반면 여성은 운동 직후가 안정 

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5)(Fig. 3A). 

FFA 역시 성별과 시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p=.107) 및 성별 주효과

(p=.095)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p< .001). 

시기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남성은 운동 직후 회복기 30분보다 

유의하게(p< .001)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운동 직후가 회복기 30분

(p=.01)과 60분(p=.024)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Fig. 3B).

젖산은  성별과  시기에  대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p=.020). 사후분석결과,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운동 직후에서 회복

기 30분 시기의 감소 패턴의 차이로 기인하였다(p=.006). 다시 말하면, 

남성의 경우 운동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젖산(6.0 mmol/L)이 회복 30

Table 4. Heart rate and RPE response during resistance exercise in male and female      

Variables
HR RPE

Male Female p Male Female p

Bench press 136.88±8.74 118.88±16.28M .015 14.00±1.20 13.25±0.71 .149
Squat 145.13±13.87 139.00±17.70 .454 14.75±1.16 14.25±0.71 .317
Lat Pull down 143.00±14.09 135.38±14.85 .310 14.25±1.39 12.88±1.13M .047
Leg Curl 135.38±14.11 123.38±13.87 .108 14.00±0.93 13.13±1.13 .112
Arm Curl 142.25±14.88 128.50±17.15 .109 14.63±1.30 12.75±0.71M .003
Triceps Extension 138.25±14.55 125.13±13.53 .083 14.63±1.06 12.25±1.04M .000
Shoulder Press 139.63±16.41 127.88±16.82 .179 14.88±1.25 13.63±0.7M .029
Average 140.07±4.95 128.30±4.95 .179 14.45±0.29 13.16±0.29M .007

Values are means and SD.      
M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ale.  

Fig. 2. (A) EPOC, (B) RER for 60 minutes after resistance exercise. Values are means and SD.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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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후 2.56 mmol/L로 약 58%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반면 여성은 운동 

직후 증가한 젖산(4.44 mmol/L)이 회복 30분에 2.33 mmol/L (47%)로 

감소하였으나 감소 정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패턴의 차이로 기인하였다(Fig. 3C).  

3. 저항운동 후 호르몬 반응

Fig. 4는 저항운동 후 남성과 여성의 성장호르몬, 코티솔, 테스토스

테론, 에스트라디올의 시기(운동 전, 운동 직후, 회복 30분, 회복 60분)

에 따른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성장호르몬은 성별과 시기에 의한 상

호작용효과 및 성별에 의한 주효과도 없었으나 운동시기에 의한 주효

과가 있었다(p=.003). 사후분석결과, 남녀 모두 운동 직후가 회복 30분

(p=.019)과 회복 60분(p=.018)보다 높았고, 회복 30분이 회복 60분보다 

높았다(p=.028). 반면에 회복 60분 후에 안정 시보다 낮았다(p=.029).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상호작용효과 및 시기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 

마찬가지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것(p=.003) 외에 성별과 시기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및 시

기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 코티솔은 성별과 시기에 의한 상호작용효

과뿐만 아니라 성별과 시기 각각에 대한 주효과도 없었다. 

Fig. 4. The responses of GH, testosterone, estradiol and cortisol over time points. Values are means and SEM. B, Baseline; P, immediately post-exercise; 30 
minutes, 30 minutes after resistance exercise; 60 minutes, 60 minutes after resistance exercis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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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항운동 시 성별에 

따른 생리적, 대사적 및 호르몬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었다. 저항운동이 끝난 후 생리학적 변인(RPE, HR 등), 대사관련 변인

으로는 호흡변인(EPOC, RER)과 혈액변인(글루코스, 유리지방산, 젖

산)을 분석하였고, 호르몬 관련 변인(성장호르몬, 코티솔, 테스토스테

론, 에스트라디올)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1. 성별 저항운동에 대한 근력 및 생리적 반응

Fig. 5에서처럼 부위별 근력을 근육량(kg)으로 나누었을 때 단순히 성

별의 절대 근력의 비교와는 달리 상체의 triceps extension (p=.981)과 하

체의 squat 비율(p =.52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Fig. 6에서처럼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여 성별비교를 하였을 때 상체근

력의 비율(근력/근육량)은 유의한 성별 차이(p=.002)가 나타났으나 하

체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378). 예를 들면, 근육

량으로 나누지 않은 절대 근력으로 성별 근력 차이를 비교했을 때 상

하체 각각 남성의 47.1%와 58.4%에 해당하였으나 근육량으로 나눈 상

댓값으로 비교하면 상하체는 각각 남성의 75.3%와 89.1%로 크게 증가

한다. 

근력은 근육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16], 남성 268명과 여

성 200명을 상대로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에서 남성의 상지근육 비

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42.9% vs. 39.7%). 동일한 운동량의 

트레이닝을 실시한 남녀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이두 단면적을 보였다[16].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

에게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10배 정도 높으며[17], 상체 근육은 하

체 근육에 비해 더 많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8].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저항훈련에 따른 상체의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력발달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직도 일치

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O’Hagan et al. [19]과 

Abe et al. [20]의 연구에서는 저항훈련 후 남성에게서 절대 근력의 향

상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상대 근력의 향상은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난다고 제안한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되었다[20,21]. 한편, 하지의 경우는 동일한 저항훈련 후 절

대근력과 상대근력의 개선 정도(%)뿐 아니라 근력에서도 남녀의 차이

가 없었다는 보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22,24]. 본 연구는 일회성 저

항운동에 대한 성별 반응을 검토한 것으로, 저항훈련에 따른 개선 정

도를 평가할 수 없으나 Dreyer et al. [17]과 Kadi et al. [18]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상체 상대근력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체의 상대근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은 심박수의 경우, 대표적인 상체운동인 벤

치프레스를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RPE의 경우는 대

표적인 상체 운동인 벤치프레스를 제외하고 랫풀다운, 암컬, 트라이셉

스 익스텐션, 숄더 프레스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하체운동인 스쿼트와 레그컬에서는 심박수와 운동자각도 모두 

Fig. 5. Ratio (strength/muscle mass) of male and female muscle strength of 7 exercises. P, press; LPD, lat pull down; Ext, extension.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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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벤치프레스의 경우 심박수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RPE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체근육을 

상체근육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25]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대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체와 달리 실시 빈도가 낮은 상체의 고강도 운

동의 경우, 남성에 비해 벤치프레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에 심

박수의 경우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벤치프

레스 강도는 낮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운동이기에 RPE는 상대

적으로 높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의 저항운동 강도 설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1RM 

측정방법과 함께 상체 및 하체의 저항운동의 숙련 정도에 따른 1RM 

차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저항운동에 대한 대사변인의 반응

본 연구에서 저항운동에 대한 대사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호흡변인

인 EPOC, RER과 혈액변인인 글루코스, 유리지방산 및 젖산을 비교하였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젖산을 제외한 호흡변인과 나머지 혈액변인 모

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저항운동 후 강도와 EPOC의 크기는 비례하는데[26], 동일한 상대

적 강도의 운동에서 체중과 체지방을 고려한 EPOC 측정에서도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높은 EPOC를 보였다(Fig. 2)[27]. 이는 남성이 더 높은 

강도의 운동 수행을 하거나 성별 특징에 따라 EPOC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65% 1RM 저항운동 후 

EPOC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 한편, 고강도 근력 운동 후 증가된 젖산을 완충하기 위해 사

용된 중탄산염을 체내에 보충하기 위하여 세포와 체액에 존재하는 이

산화탄소가 이용되며, 이 과정에서 산소섭취는 영향을 받지 않고 호흡

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소하게 되어 RER (VCO2/VO2)이 낮아

진다[1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RER이 낮

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항운동 후 혈중 대사반응에서 젖산을 제외한 글루코스와 유리지

방산은 시기에 따른 주효과만 나타났다(p< .05). 운동 직후 글루코스

와 유리지방산 모두 여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주효

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3,6,28,29]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의 농도는 탄수

화물과 지방대사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무산소 역치 이하의 최대하 운

동을 지속할수록 유리지방산의 농도는 높아지고 증가된 유리지방산

의 영향으로 탄수화물의 사용은 줄어든다[30]. 본 연구에서는 저항운

동이 처치되었고 남녀 모두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이 운동 직후 증가

하였다가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회복기 30분과 60분 후에 더 크

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의 차이는 성별 차이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 중 에너지 선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우 높은 체지방률과 카테

콜라민의 민감도가 높아 지방 산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에 더 의존하

는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에너지 생성을 위해 탄수화물에 더 

의존한다[28,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

도 본 연구에서의 저항운동 후 심박수와 RPE 등의 반응 결과를 토대

로 유추해 볼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

였고 그 결과 여성의 지방 대사가 운동 직후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

나 회복기 30분과 60분에 더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글루코스 

사용률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회복기 30분과 60분

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젖산의 경우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

는 남성의 경우 운동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젖산(6.0 mmol/L)이 회복 

30분 후 약 58%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여성은 운동 직후 증

가한 젖산(4.44 mmol/L)의 감소폭(47%)이 적게 나타나는 패턴의 차이

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의 운동

강도의 차이, 근육량의 차이 및 성별 특성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즉, 

운동강도의 증가에 따른 무산소해당작용의 증가는 당 분해 및 젖산 

농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성별 심박수 및 

RPE의 반응을 고려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 강도가 높았고 

이로 인하여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젖산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쪽다리를 이용한 근력 운동에 비해 양쪽다리를 이용한 근력 

운동에서 젖산 농도는 더 크게 증가한다[32]. 즉, 젖산 농도의 증가는 

근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운동강도가 동일하더라

도 여성에 비해 근육량이 많은 남성에게서 젖산의 농도가 더 높게 증

가할 수 있다. 셋째, 젖산과 유리지방산은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서 젖산은 지방산화와 역상관이 있다는 점[33]에서 운동 직후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유리지방산의 농도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이것

이 여성에게서 운동 직후 젖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회복기 동안 젖산 농도

의 빠른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증가된 젖산이 주로 심장과 근육에

서의 에너지원으로 산화된다는 점[34]에서 근육량이 많은 남성에게서 

이러한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남녀의 패

턴 차이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저항운동에 대한 호르몬의 반응 

성장호르몬은 상호작용효과와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시기(p=.06)에 따라 운동 직후 증가하였다가 회복 1시간까지 안정 

시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코티솔은 상호작용효과뿐만 아니라 시기 

및 성별에 대한 주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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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은 총 운동량이 많고 세트간 휴식 시간이 짧을 때 그리

고 70-80% RM 강도의 저항운동 프로토콜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38]. Krammer et al. [36]의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30세)과 노인 남성(62세)을 대상으로 스쿼트를 포함한 8가지 종

목의 운동을 각 10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약 75% 1RM)로 4세트, 90초

간의 세트 간 휴식을 취하는 저항운동을 처치하였고, 트레이닝 처치 

전과 후의 일회성 반응과 10주간의 장기간 트레이닝 처치 후의 호르몬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은 10주간의 트레이

닝 처치 전에는 운동 직후보다는 회복기 30분 후에 가장 크게 증가하

였으나 10주간의 처치 후 일회성 반응은 회복기 30분보다 운동 직후에

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최

소 6개월 이상 주당 2회 이상 조깅이나 근력운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20대 남녀 대학생들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로 

Krammer et al. [36]의 10주간 훈련 후 일회성 반응의 결과를 보고한 대

상자들의 특성과 유사하다. 반면에 Krammer et al. [36]의 연구에서는 

코티솔의 경우, 휴식기 30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상반되는 것이었다. 코티솔은 대표적

인 스트레스성 호르몬으로[39] 유산소운동에 비해 근력운동 시 농도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40]. 남성과 여성 모두 고강도 저항운동으

로 코티솔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CTH: 부신피질에서 코티솔 방출

을 자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 자극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호

르몬들의 증가 유무는 참여자의 훈련정도, 처치되는 세트 수와 운동량

의 수준, 운동강도 및 세트 간 휴식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41,42]. 

그 예로, McCaulley et al. [43]의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21.8 ±1.9세)을 

대상으로 근비대집단(75% 1RM, 4세트, 10회 반복, 세트 간 90초 휴식), 

근력집단(90% 1RM, 11세트, 3회 반복, 세트 간 5분 휴식), 파워집단(최

대파워부하로 8세트, 6회 반복, 세트 간 3분휴식) 및 통제집단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회성 back squat 운동을 처치한 후 코티솔의 변

화를 관찰한 결과, 근비대집단을 제외하고 오히려 나머지 집단 모두 유

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코티솔의 유의한 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행한 세트 수, 강도 

및 세트 간 휴식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Krammer et al. [36]의 연구와 McCaulley et al. [43] 연구의 근비대집단

에서는 75% 1RM으로 4세트, 세트당 10회 반복, 세트 간 90초의 휴식

을 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65% 1RM으로 3세트, 세트당 10회 반복, 

세트 간 105초의 휴식시간을 처치하였기에 실제 강도는 65% 1RM보다

도 낮았고, 운동량에서도 기존의 연구들(4세트 vs. 3세트)보다 낮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코티솔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드라디올 모두 성별 차이만 존재할 뿐 

상호작용효과와 시기 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호르몬의 성

별 차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나 일회성 처치 반응에 따

른 호르몬 반응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20

대 남녀를 대상으로 80% 1RM으로 3세트, 세트당 최대반복횟수, 2분

간의 세트 간 휴식시간을 처치한 Weiss et al. [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안정 시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여성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반면 일

회성 근력운동 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

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Krammer et al. [36]의 연구와 McCaulley et 

al. [43] 연구의 근비대집단에서 실시한 75% 1RM으로 4세트, 세트당 10

회반복, 세트 간 90초의 휴식을 취한 연구들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처치한 운동강도(% 1RM과 세

트 간 휴식시간)와 운동량(세트 수 및 반복횟수)에서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은 일회성 및 장기간

의 근력 운동에 대한 결과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에스트라디올의 

증가 유무는 생리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4]. Nakamura et al. [44]

의 연구에 의하면, 2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 여포기(배란 후 4-7일 

사이)와 중기 여포기(배란 후 7-10일 사이)로 구분하여, 75-80% 1RM으

로 3세트, 10회 반복 저항운동을 처치하였고, 동일한 운동처치에도 불

구하고 초기 여포성기에서는 운동 직후, 회복기 30분 및 60분 모두 증

가하지 않았으나 중기 여포기에서만 운동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에스트라디올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

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아마도 최소 두 가

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와 중기 여포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운동 처치 방법(운동강도, 운동량 등)의 

차이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Nakamura et al. [44]의 연구에서

는 75-80% 1RM이라는 점에서 강도가 높고 3세트를 처치하였으나 세

트마다 참여자가 10회 반복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조자의 도움으로 반

복횟수를 완성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항운동 시 성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건강혜택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65% 1RM 

이상의 강도(예: 70-80% 1RM)에서 최소 3세트 이상을 실시하되 반복

횟수는 최대반복횟수를 처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녀

의 성 호르몬의 유의한 증가를 위한 최소한의 운동강도(% 1RM 및 세

트 간 휴식시간 등) 및 운동량(세트 수 및 반복횟수 등)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참

여 대상자의 표본 크기가 작아 성별에 따른 생리적 변인, 대사 및 호르

몬의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통계적 검정력이 낮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샘플 표본 크기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늘려서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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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여성의 상하체 절대근력은 각각 남성의 47.1%와 58.4%에 해당하였으

나 근육량으로 나눈 상대근력 비교에서는 상하체 각각 남성의 75.3% 

(p=.002)와 89.1% (p=.378)에 해당하였다. 저항운동 후 RPE는 벤치프

레스를 제외하고 랫풀다운,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숄더 프레스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하체운동인 스쿼트와 레

그컬에서는 심박수와 운동자각도 모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남성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 상체의 경우, 최대근력 측정 시 

여성에게서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저항운동 후 성별 대사반응과 관련하여, EPOC와 RER 그리고 혈중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 모두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젖산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성별에 따른 근육

량의 차이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녀 모두 65% 1RM을 처

치하였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강도로 수행했을 가능성 역시 배

제할 수 없다. 

저항운동에 대한 호르몬 반응에서는 성장호르몬의 경우, 남녀 모두 

운동 직후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나 코티솔에서는 유의한 증가나 감소

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은 모든 시기

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처

치한 일회성 저항운동(7가지 운동, 3세트, 65% 1RM의 강도에서 10회 

반복, 세트 간 105초 휴식)은 성장호르몬의 분비와 인체대사(FFA, 글

루코스 및 젖산 등)를 자극할 수 있으나 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젖산은 저항운동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저항운동 시 성장호르몬을 포함한 성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건강혜택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65% 1RM 이상의 

강도(예: 70-80% 1RM)에서 최소 3세트 이상을 실시하되 반복횟수는 

최대반복횟수를 처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녀의 성호

르몬의 유의한 증가를 위한 최소한의 운동강도(% 1RM 및 세트 간 휴

식시간 등) 및 운동량(세트 수 및 반복횟수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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