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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의 저강도 혈류제한 저항성운동과 중강도 저항성운동이 마른 

비만 여성의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김남욱 MS1,†, 이동민 MS1,†, 이세원 PhD2,3 

1인천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인천대학교 체육학부, 3인천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서  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 kg/m2 이하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지만, 체지방률이 28%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마른 

비만으로 정의하며[1,2], 특히 젊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4]. 실제로 마른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외형상 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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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effects of 5 weeks resistance training protocols (i.e., 
low-load blood flow restriction resistance training and moderate-load resistance training) especially on blood lipids, muscle strength, 
anaerobic power and body composition in young normal weight obese women.

METHODS: Twenty-nine young normal weight obese women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blood flow restriction resis-
tance training (BFR-RT, n=9), resistance training (RT, n=10) and non-training control (CON, n=10). BFR-RT group fitted a pneumatic 
cuff over the upper and lower extremities by using Kaatsu Nano equipment to apply the same pressures with each systolic blood pres-
sure. The subjects in the BFR-RT group performed the training with 40% of 1RM and the RT group executed the resistance training 
with their 60-70% of 1RM. Both groups had performed the resistance training protocols twice per week for 5 weeks, and each training 
protocol consisted of bench press, barbell row, squat, and lunge.

RESULTS: There were no changes in body weight, fat mass, BMI and %body fat in all groups after interventions for 5 weeks. However, 
the anaerobic power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BFR-RT and RT groups compared to the CON group. Interestingly, only in the 
RT group, muscle mass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ervention.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oderate-intensity RT is better than low-intensity BFR-RT to improve muscle 
mass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young normal weight obes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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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 않지만,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5]. 또한 BMI가 정상범위라도 체지방률이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에 비해 혈압(blood pressure), 공복혈당(fasting glucose, FG), 저

밀도지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증가하며, 복부지방의 과다한 축적은 염증반응을 일

으켜 체내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여 고인슐린혈증(hyperinsulinemia)

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등의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3,6].

최근 비만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운동요법 중 하나

로 저항성 운동(resistance train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7-11]. 주기적인 

저항성 운동은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성장호르몬(growth hor-

mone, GH), 인슐린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등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체내 근육합성을 촉진하여 근육량 및 근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12,13].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저항성 

운동을 권고하고 있으며[7],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은 혈압,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LDL-C, 중성지방(triglycerides, 

TG)의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7,14]. 저항성 운동

은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근육량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의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개선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

라고 강조되고 있다[15].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 따르면 근비대(muscle hypertrophy)를 위한 운동 강도로 

최대반복횟수(one-repetition maximum, 1RM)의 70-85%의 저항성 운

동을 제안하고 있으며[15], 고강도 저항성 운동(high-intensity resistance 

training)이 운동 초기 단계에서 IGF-1, GH 등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

키고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를 향상시켜 근비대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다[16-18]. 그러나 체력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

에게 고강도 저항성 운동은 근육, 인대 및 관절에 많은 기계적 스트레

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 요소가 

높고 중도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을 비롯한 초심자들에게 적용하

기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19,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을 

통한 동화 호르몬 반응(anabolic hormonal response)은 1RM의 40% 이

상의 운동강도일 때 발현이 되며[21], 1RM의 50-65%로 수행하는 중강

도 저항성 운동(moderate-intensity resistance training)이 고강도 저항

성 운동만큼 근력 및 근육량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2,23]. 

Alegre et al. [23]의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1RM 50%

의 중강도 하지 저항성 운동을 수행한 결과 1RM 80%의 고강도 운동

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Bartholomew et al. [24]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운동강도가 

낮아질수록 운동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어, 체력 수

준이 낮은 마른 비만 여성에게는 저항성 운동 수행시 안정성과 더불어 

운동 지속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중강도 저항성 운동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최근 여성을 비롯한 근력 운동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도 부상의 위

험 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근비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으로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blood flow restriction-resistance training, BFR-RT)의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혈류 제한 운동은 상·하지에 압력 커프를 착용

하고, 동·정맥의 혈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운동 

형태로[25],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시 근육내 국소적인 저산소(hypox-

ia) 환경이 체내 젖산 축적 및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등의 

대사적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킴으로써 GH를 자극하여 근비대 및 근

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6-30]. 또한 Drummond et al. [31]

의 연구에 따르면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후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

이 56% 증가되었으며, p70 ribosomal S6 kinase 1과 ribosomal protein 

S6의 인산화를 증가시켜 운동 중 mTOR의 신호경로를 활성화하기 때

문에 근섬유내 단백질 합성개시(translation initiation)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운동강도 측면에서도 혈류 제한 저항성 운

동은 비교적 낮은 강도(1RM 20%)로 일반적인 고강도 저항성 운동 만

큼의 근비대 및 근력 향상을 촉진시켜 체력수준이 낮은 노인, 여성 및 

어린이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권장되고 있다[25,32,33].

마른 비만 여성은 체중의 감소보다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위하여 저항성 운동이 권장되며, 체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상의 위

험에 따른 적절한 저항성 운동법 및 강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

인 중강도 저항성 운동과 저강도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은 마른 비만

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지만, 이 

두가지 운동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마른 비만 여성에게 5주간의 혈류제한 저강도 저항성운동(low-

intensity blood flow restiction resistance training)과 일반적인 중강도 

저항성 운동(traditional moderate-intensity resistance training)을 적용

하여 운동의 효과와 더불어 운동 전 후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혈중 지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I시에 위치한 I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젊은 여

성을 대상으로 BMI가 18.5-25 kg/m2로 정상 범위에 속하면서 체지방

률이 28% 이상인 마른 비만자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보인 

30명을 선정하였다. 처치방법에 따라 저강도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BFR-RT) 그룹, 중강도 저항성 운동(RT) 그룹, 운동을 하지 않는 통제

(control, CON) 그룹에 각 10명씩 세 그룹으로 무선 할당(random as-

signment) 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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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30명 중 저강도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그룹에서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는 사전 및 사후 검사와 5주간의 그룹별 중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I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

친 후 수행되었다(7007971-201904-006-01).

2. 연구 절차 

1)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는 사전, 사후 측정 전에 최소 9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에 참여하였다. 측정 후 1주간

의 운동 적응 기간을 통해 적응을 마친 뒤 그룹을 무선 할당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통제 그룹에 할당된 연구 참여자는 연구 기간 

동안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

며, 운동 그룹에 할당된 연구 참여자는 5주간의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활동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연

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신체계측

신장은 신장계(삼화계기,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맨발로 선 자세

에서 계측하였으며, 신체 조성은 생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

ance analysis, BIA)을 이용한 체성분분석기(Inbody 720, Biospace,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9시간 전부터 운동

을 제한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측정하였다. 체성분 분석을 통하

여 측정된 근육량(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BMI (kg/m²)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3)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및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

혈류제한 저항성운동 그룹은 운동 전 의자에 편히 앉은 자세로 

Kaatsu Nano (Kaatsu Global, Huntington, USA)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

압을 조절할 수 있는 폭 50 mm의 탄성 재질의 커프를 양쪽 상지 또는 

하지 근위부에 착용하도록 하였다(Fig. 1). 공기 주입 전 커프의 초기 압

력은 상지 20 mmHg, 하지 40 mmHg를 유지하여 착용하였다. 혈류 제

한 저항성 운동 시 고강도의 혈류 압박(200 mmHg 이상)이 중강도

(-150 mmHg or 수축기 혈압의 130%)보다 근육 내 대사물질을 증가시

키는데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압박은 혈관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었다[34]. 앞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 사전 

측정한 각각의 수축기 혈압 수준으로 압력을 증가시킨 후 안정성을 확

보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 중 세트 간 휴식 시 커프의 공기는 유

지하고, 운동과 운동 사이의 휴식 시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였으며, 선

행 연구의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운동 종료 후 즉시 커프의 공기를 제

거하였다[28]. Karabulut et al. [34]의 연구를 참조하여 운동강도를 설정

하였으며 운동 초심자의 개인차에 따라 반복횟수의 제한점을 설정하

여 실패지점까지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

동 그룹은 1RM의 40% 강도로 14-18회 총 3세트를 실시하였으며, 중강

도 저항성 운동 그룹은 1RM의 60-70% 강도로 8-12회 총 3세트를 5주 

동안 주 2회 운동을 실시하였다. 상체 운동으로는 벤치프레스(bench 

press), 바벨 로우(barbell row)를 실시하였으며, 하체 운동으로는 스쿼

트(squat), 런지(lunge)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과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4) 혈중 지질 측정

혈중 지질 검사는 finger tip 방식으로 채혈하여 Cholestech LDX 

(Alere, Oslo, Norway) 장비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최

소 9시간 금식한 상태로 검지 손가락 끝에서 약 35 μL의 혈액을 채취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ON (n=10) BFR-RT (n=9) RT (n=10) p-value

Age (yr) 21.9±0.5 22.3±1.0 21.5±0.8 .753
Height (cm) 157.6±1.4 162±1.8 161±1.3 .100
Weight (kg) 53.1±1.6 58.7±2.0 54.6±1.9 .109
SBP (mmHg) 105. 5± 4.0 110.7±1.6 100.4±4.2 .156
DBP (mmHg) 57.5±2.1 67.0±3.6 57.4±2.7 .037*

Values are Mean±SE; BFR-RT, blood flow restriction-resistance training;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RT, resistance training; SBP, systolic blood pressure. 
*p<.05.

A B

Fig. 1. Fitting of Kaatsu Nano band in upper (A) and lower (B) extrem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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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측정 장비에 혈액이 담긴 키트를 삽입한 후 분석을 하였다. 제

조업체의 프로토콜에 따라 5분 후 중성지방(TG), 고밀도지단백질

(HDL-C), 저밀도지단백질(LDL-C), 총콜레스테롤(TC) 수치가 자동 산

출되었다[35].

5) 근력

근력은 SH5001 Hydraulic Hand Dynamometer (Saehan, Seoul, Ko-

rea) 장비를 사용하여 악력을 측정하여 이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기

립하여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편안한 자세로 선채, 측정하는 손을 

전방 15°로 악력계를 파지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전에 충분한 손목 

스트레칭을 통하여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전 측정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1분의 간격을 두고 주로 쓰는 손을 2회 측정하여 더 

높게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6) 무산소성 파워

무산소성 파워는 실험실 테스트의 하나인 윈게이트(Wingate test)로 

실시하였으며, 측정 장비는 Wingate 894E (Monark, Vansbro, Sweden) 

모델을 사용하였다. 윈게이트 테스트 전 고관절과 대퇴 근육을 충분

한 스트레칭으로 이완시켰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테스트를 시작하

였다. 측정 전 연구참여자는 안장에 올라가 무릎이 완전하게 펴진 페

달 위치에서 무릎 각도가 약 1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장의 높이를 조

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검사 프로토콜은 2분간 60 rpm의 속

도로 warm-up 후 체중당 0.075 kp로 설정된 운동 부하로 30초 동안 무

산소성 운동 능력을 측정하였다[36].

7) One-Repetition Maximum (1RM)

1RM은 참여자들의 1주간의 운동 적응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벤치프

레스, 바벨 로우, 스쿼트, 런지 각각의 1RM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 방법을 통해 1RM 측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고려하여, O'Connor et al. [37]이 

제시한 아래와 같은 간접 측정 공식을 사용하여 1RM을 추정하였다.

1RM=반복 가능한 중량+(0.025×반복 가능한 중량×실제 반복 횟수)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version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세 그룹(저강도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 그룹, 중강도 저항성 

운동 그룹과 통제 그룹)의 신체 조성, 근력 및 무산소성 파워 그리고 혈

중 지질은 평균(mean) ±표준 오차(standard error, SE)로 제시하였고, 

사전 검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일원 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을 나타내지 않은 변

인들은 비모수 검정 방법인 Kruskal-Wallis test를 통하여 검정하였으

며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통하여 종

속 변인 별 중재에 따른 집단과 시기 간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룹의 주 효과, 시기의 주 효과 및 시기와 그룹의 상호 작용이 유의하

게 나타난 경우 Bonferroni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운동 처치 후 신체 조성에 대한 변화

신체 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중,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의 시

기 간, 그룹 간 그리고 그룹과 시기 간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Fig. 2A-D), 근육량에서 측정 시기 간 주 효과가 나타났으

며(p=.000), 그룹과 시기 간 상호 작용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Fig. 2E, 

p=.028). 운동 중재 후 RT그룹에서 근육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p=.000). 

2. 운동 처치 후 혈중 지질의 변화

혈중 지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TC, TG, LDL-C의 시기 간, 그룹 간, 

그리고 그룹과 시기 간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Fig. 3A-C), HDL-C에서 측정 시기 간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p=.005), 

그룹과 시기 간 상호 작용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p=.039). 운동 중재 

후 RT 그룹에서 HDL-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3D, 

p=.001).

3. 운동 처치 후 근력 및 무산소성 파워의 변화

근력 및 무산소성 파워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근력에서 측정 시기 간 

Table 2. Specific resistance exercise program for traditional and blood flow restriction

Exercise Type Intensity Repetition Set

BFR-RT Upper Bench press, Barbell row 1RM 40% 14-18 3
Lower Squat, Lunge

RT Upper Bench press, Barbell row 1RM 60-70% 8-12 3
Lower Squat, Lunge

1RM, 1 repetition maximum; BFR-RT, blood flow restriction-resistance training; RT, resistan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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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효과가 나타났으나(p=.005), 그룹 간 및 그룹과 시기 간 상호 작용

에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 중재 후 BFR-RT 그룹(p=.010)과 

RT 그룹(p=.021) 내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A).

무산소성 파워에서 측정 시기 간(p=.000), 그룹 간(p=.009), 그룹과 

시기 간 상호 작용에서 주 효과가 나타났다(p =.006). 운동 중재 후 

BFR-RT 그룹(p=.000)과 RT그룹(p=.000) 내 무산소성 파워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B).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5주간

의 운동 중재 후 CON 그룹과 비교하여 BFR-RT 그룹(p=.04), RT 그룹

(p=.01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B).

논  의

본 연구는 20대 마른 비만 여성에게 5주 동안 혈류 제한 저강도 저

항성 운동과 일반적인 중강도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후 신체 조성, 근

Fig. 2. Changes in body composition variables after interventions for 5 weeks in normal obese young women. CON, control; BFR-RT, blood flow restriction 
resistance training; RT, resistance training. ***p<.001 compared to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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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blood lipid parameters after interventions for 5 weeks in normal obese young women. CON, control; BFR-RT, blood flow restriction resis-
tance training; RT, resistance training. ***p<.001 compared to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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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무산소성 파워를 측정하여 저항성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고, 혈중 

지질의 변화를 측정하여 운동 전 후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5주간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체중, BMI, 체지방

량, 체지방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RT 그룹에서만 

근육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마른 비만의 경우 체중에 비해 체지방

이 높고 제지방량이 낮아 일반적인 체중의 감량보다 제지방량을 증가

시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38]. 

이러한 관점에서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

은 낮지만[39],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안정 시 기초대사량을 높이므로 

총 에너지 소비량 증가 효과를 통해 체지방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40].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저항성 운동을 처치

한 결과 BMI, LDL-C, TG, FG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41], 1년 동안 

비만 여성에게 중강도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제지방량의 증가와 

함께 염증 단백질인 C-reactive protein과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adiponectin)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42]. 한편 혈류 제

한의 운동 방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근육 1RM 25-50%의 비

교적 낮은 강도에서 근육량의 증가가 관찰되었다[26,43-45]. Manoel et 

al. [46]은 12주간의 혈류 제한 운동(1RM 20%)과 고강도 저항성 운동

(1RM 80%)를 처치한 결과, 혈류 제한 운동 그룹의 경우 대퇴부의 근육 

횡단 면적이 3.2%만 증가한 반면, 고강도 저항성 운동은 5.9% 증가하

여 고강도 저항성운동이 근비대에 더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

기간의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은 일반적인 저강도 저항성 운

동에 비해 근육의 횡단 면적 증가에 효과적이지만, 고강도 저항성 운

동 보다 근육의 횡단 면적을 증가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되었다

[46,47]. 본 연구는 비록 5주간의 단기간이지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운동 초기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일반적인 중강도 운동이 

혈류 제한 저강도 운동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비만 초기에 체내 과도한 지방조직의 축적과 혈중 지질 수준의 증가

는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48]. 5주간의 운동 중재 후 모든 그룹에서 TG, 

LDL-C, 그리고 TC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HDL-C의 경우 RT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지질혈증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며[49], 

특히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TC의  감소와 

HDL-C의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뿐 아니라 심혈관

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권고된다[50,51]. 본 연구에서 BFR-RT 그룹의 

근육량과 HDL-C이 증가하지 않은 반면, RT 그룹에서 근육량의 증가

와 HDL-C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HDL-C은 근

육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52], 12주간의 저항성 운동을 통하

여 HDL-C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53]. 본 연구에 참여

한 20대 마른 비만 여성의 경우, LDL-C와 TG의 농도가 건강한 성인에 

해당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혈중 지질 개선 

정도가 미약하지만,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

육량의 증가는 HDL-C의 향상과 상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두 운동 방법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저강도 저항성 운동 그룹을 추가하여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과 혈류 제한성 저항성 운동을 같은 강도로 혈중지질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근력과 무산소성 파워를 직접적으로 감

소시키며 근육 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54-56]. 무산소성 

파워와 근력의 저하는 순발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낙상과 같은 

사고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수행능력 외 일상 생활에서도 중

요한 요인이다[57,58]. 5주간의 운동 중재 후 BFR-RT그룹과 RT그룹 내

에서 근력과 무산소파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무산소성 파워의 

경우 CON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두 그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 Laurentino et al. [59]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 대

학생 남성을 대상으로 48주간 총 16시간에 걸쳐 1RM의 20-30% 혈류 

제한 운동 그룹과 70-80% 일반적인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두 그

룹 모두 하지 근력을 증가시켰으며 1RM의 30% 강도로 7주간 총 20시

Fig. 4. Changes in muscle strength and anaerobic power after interventions for 5 weeks in normal obese young women. CON, control; BFR-RT, blood flow 
restriction resistance training; RT, resistance training. *p<.05, **p<.01, ***p<.001 compared to pre-; #p<.05 Compared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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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젊은 성인 남성 그룹의 근육 

횡단면적과 함께 상지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60]. 그

러나 Kacin et al. [61]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주

간의 총 16시간 혈류 제한성 저강도 저항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대퇴

근육횡단면적이 3.4% 향상되었지만 근력은 향상되지 않았다[61]. 

Loenneke et al. [62]의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 메타분석(meta-

analysis) 연구에 따르면 저강도 혈류 저항성 운동은 일반 저항성 운동

과는 달리 10주 이상 장기간 실시하였을 때 근신경계적응(neural adap-

tations)이 활성화되어 근력이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중재 후 

그룹 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룹과 시기간 상호효과는 발견되지 않았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10주 이상의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과 일반적인 중강도 저항성 운동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포함한 이전의 선행연구들

이 1RM 20-40%의 강도로도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이 근비대

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28,61,63]. 그러나 혈류 제한 저강

도 저항성 운동과 무산소성 파워와의 상관성을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 그룹에서 5

주 운동 중재 후 근육량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무산소성 파워는 유의

하게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의 향상은 순발력 및 근파워를 

향상시키며, 운동수행능력을 대변하는 요소로 무산소성 파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64,65].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혈류 제

한성 저강도 운동은 마른 비만과 같은 체력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운동초기 1RM 40%의 비교적 낮은 강도로도 무산소성 파워를 향상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5주간 운동 처치 후 일반적인 중강도 저항성 운동 집단

에서만 근육량과 HDL-C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두 

운동 방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저강도 저항성 운동 그룹을 추가하여 두 운동 방법간 수평비

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혈류 제한 압박 

강도는 연구 대상자 개인의 수축기 혈압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100 mmHg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압박 강도로도 근력

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66], 수축기 혈압의 130%의 중강도로 수행

하는 것이 200 mmHg 이상의 강한 압박 방법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되었지만[34], 혈류 제한 저항성운동을 통한 근육량 및 근력의 증가는 

200 mmHg 이상의 강한 압박강도에서 더 높은 증가량을 보였다[43]. 

또한 Kim et al. [33]의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의 200%의 혈류압박 강도

를 유지하고 1RM 30%의 혈류 제한성 운동을 처치한 결과, 근육손상

의 지표인 creatine kinase 혈중 농도가 정상범위를 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여 고강도 압박방법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하지

만 체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른 비만을 대상으로는 운동초기 안

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be et al. [26]의 연구에서는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에 적응 기간을 충분히 두어 주 단위로 압박강

도(1주 160 mmHg, 2주 240 mmHg)를 단계별로 상승시켰다. 추후 연

구에서는 체력수준이 낮은 마른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압박강도를 안

정 시 수축기 혈압 강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수축기 혈압의 2배 이상

의 강도로 증가시켜 혈류 제한 저항성 운동을 수행하여 운동의 효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젊은 성인 마른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5주간의 혈류 제한

성 저강도 저항성 운동과 중강도 저항성 운동과의 효과 차이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혈류 제한성 저강도 저항성 운동이 신체조

성, 혈중지질, 근력을 개선하지 못하였지만, 무산소성 파워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그에 비해 중강도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 HDL-C, 무산소

성 파워가 유의하게 향상되어 마른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5주간의 운

동 중재 시 중강도 저항성 운동이 혈류 제한 저강도 저항성 운동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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