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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배출, 유산소 운동, 음식 및 물섭취가 생체전기 저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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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조성(body composition)은 비만(obesity)과 더불어 고혈압(hy-

pertension),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고지혈증(hyperlip-

idemia),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

tes),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동수행능력과 연관된다[1-6]. 따라서, 신체조성을 정확하게 정량화 

및 수치화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운동수행능력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인 비만예방 및 치료의 관점에서 정확한 신체조성의 측정이 

강조된다.

신체조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수중체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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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ody compositio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accurate measurement of body composition 
is vital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In this study, we assessed whether major factors such as urination, aerobic exercise, 
food, and water consump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body composition by segmental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METHOD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research was conducted on 32 healthy young males (n=18) and females (n=14). All par-
ticipants underwent body composition analysis in four different conditions (both pre- and post-urination, moderate-intensity aerobic 
exercise for 30 minutes, immediately after food and water consumption, 30, 60, and 120 minutes after each treatment), and segmental 
BIA was performed using Inbody720.

RESULTS: We found that after urination, body weight, skeletal muscle mass, and basal metabolic rate (BMR) significantly decreased. 
However, water intake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body fat mass, and body fat percentage. Furthermore, an acute 30-minutes 
aerobic exercise significantly decreased body weight, fat mass, and fat percentage, and increased skeletal muscle mass and BMR. In 
addition, impedance decreased immediately and increased 120 minutes after the acute aerobic exercise. Finally, food ingestion signifi-
cantly increased the body weight, skeletal muscle mass, and BMR.

CONCLUSIONS: Our study suggests that variables such as urination, exercise, food consumption, and water intake should be consid-
ered to accurately assess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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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hydrostatic underwater weighing), 피부두겹 측정법(skinfold 

thickness), 자기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근적외

선법(near-infrared interactance),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

gy x-ray analysis, DEXA)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고

가의 장비,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시간과 비용적으로 임상이나 현장

에서 사용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생체전기 저항

법(bioelectrcial impedance analysis, BIA)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며,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연령과 집단

의 건강 상태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 및 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8,9]. BIA는 신뢰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으며[10-

13], 신체조성 측정의 표준방법(gold standard)으로 알려진 DEXA와 높

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높은 정밀도를 증명하였다[14-16].

BIA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의 특성을 토대로 전기전

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분과 전해질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분함량이 적

고, 근육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아 지방조직의 양이 많을

수록 전기전도가 감소한다. 이는 많은 변수들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체수분을 측정하여 지방량

을 계산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 체내 수분 보유량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19]. 실제로 제지방량 및 체지방량의 변화

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의 차이로 인해 측정치

에 영향을 미치는 재현성의 문제가 있다.

BIA를 통해 신체조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수분과 전해

질 함량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식음료 섭취, 운동으로 인한 체액 변화, 피부 온도

와 생리 주기 등이 BIA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20-

22].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BIA 측정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BIA는 병원, 보건소,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측정된 체지방률, 골격근량 등의 신체조성은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따라

서 BIA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오차율을 줄이고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IA 측정의 주요 주의사항

인 식음료 섭취, 소변, 운동 후 신체조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현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대

부분은 임피던스와 체수분을 중점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전반적인 주요 신체조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 측정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

히 인지하고 있는 개인은 드물며,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사항들이 

무시된 채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A

를 통한 신체조성 측정 시 주의사항의 미준수가 주요 신체조성 결과

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정확한 

측정 방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주요 주의사항인 소변배출의 여

부, 물 섭취, 음식 섭취, 운동이 주요 신체조성인 체중(kg), 골격근량

(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임피던스(Ω), 기초대사율(basal Meta-

bolic Rate, BMR) 수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이 연구는 건강한 20대 성인(남: n =18, 여: n =14) 총 3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실험에 대한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

한 설명을 하였고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실험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는 I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7007971-201804-008).  

연구 대상자 중 제외 기준(exclusion criteria)에 따라 금속 임플란트, 맥

박 조정기 착용, 체액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자들은 제외하였다. 소변 배출, 물 섭취, 유산소 운동, 음식 섭취에 따

른 신체조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모든 참여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4회 방문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기본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절차

연구 대상자들은 4가지 주의사항인 소변 배출의 여부, 물 섭취, 식

사, 운동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실험실에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총 4회 

방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 전 48시간 이내에 알코올 섭취, 24

시간 이내에 과도한 운동을 금하였다. BIA의 경우 Inbody 720 (Bio-

space, Seoul,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신장은 신장계(Samhwa,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IA는 부위별 임피던스 측

정법(direct segmental multi-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을 통해 신체조성을 측정하였다. 부위별 생체전기 저항법은 인체의 팔, 

다리, 그리고 몸통의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하고, 각 부위의 체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kHz-1 MHz의 다주파수를 사용

하여 측정하며, 8개의 전극에 손과 발을 접촉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23].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측정 시 가벼운 옷차림을 요구하였으며,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n Age (yr) Height (cm) Weight (kg)

Male 18 23.28±0.65 175.44±0.94 77.76±1.82
Female 14 21.79±0.69 163.57±1.55 58.81±2.01

Values are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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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전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측정 전 전용 전해질 물티슈로 손

과 발을 세척한 후 건조한 뒤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도

식화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1) 소변 배출 전후에 따른 신체조성 측정

소변 배출 전후에 따른 신체조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

에게 물 섭취 금지, 운동 금지,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

였으며, 소변 배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조성을 측정한 뒤 소변 

배출 후 신체조성을 재측정하였다(Fig. 1A). 

2) 물 섭취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 측정

물 섭취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 배

출, 운동 금지,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물 섭취

의 경우 체중 1 kg 당 7.14 mL의 물을 섭취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물 

섭취 전 안정 시 신체조성을 측정하고 섭취 직후, 30분, 60분, 120분 후

에 신체조성을 각각 재측정하였다(Fig. 1B). 

3) 운동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 측정

운동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배출, 물 

섭취 금지,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안정 시 신체

조성을 측정한 뒤 심박 센서(H7 Heart Rate Sensor, Polar, Finland)를 

착용하였다. 이후 트레드밀(Quarkb2, COSMED, Germany)을 이용하

여 중강도 운동(HR max 60-70%)을 30분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운

동이 끝난 직후, 30분, 60분, 120분 후에 신체조성을 각각 재측정하였

다(Fig. 1B). 

4) 음식 섭취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 측정

음식 섭취 여부에 따른 신체조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배

출, 운동 금지,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안정 시 

신체조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총 열량 755 kcal, 탄수화

물 87 g (26%), 나트륨 1,110 mg (56%), 당류 10 g (10%), 지방 39 g (76%), 

포화지방 55 mg (18%), 단백질 15 g (27%)의 영양성분으로 구성된 음식

을 섭취하였고(제시된 %는 하루 권장 영양성분 비율), 음식 섭취 직후, 

30분, 60분, 120분 후에 신체조성을 각각 재측정하였다(Fig. 1B). 

3. 자료처리

모든 데이터는 기준선(baseline)에서 각 시점에 대한 변화율로 값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오차(SEM)로 표시되었다. 모

든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9.1.1. version (La Jolla, California, 

USA)을 사용하였다. 소변 전과 후 변화율을 평가하기 위해 delta score 

(△% = (post-pre)/pre ×100)를 산출하였다. 물 섭취, 음식 섭취, 운동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평가하기 위해 delta score (△% = (time 

point-baseline)/baseline ×100)로 산출하였다. 소변 전후에 따른 체중

(kg), 골격근량(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BMR (kcal), 임피던스

(Ω)의 값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변인은 모두 

변화율(Δ%)로 표기하였다. 물 섭취, 음식 섭취, 운동의 실험 처치 후에 

시간에 따른 체중(kg), 골격근량(kg), 체지방량(kg), 체지방률(%), BMR 

(kcal), 임피던스(Ω)의 값은 일원반복 분산분석(one-way repeated mea-

sure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은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

A

B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EX, exercise; Pre, before; Post, after; I.M, immediately; 30 min, After 30 minutes; 60 
min, After 60 minutes; 120 min, After 120 minutes. 

Water ingestion

Aerobic EX (30 min)

Food inges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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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유의수준은 기준선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소변 배출 전후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소변 배출 전후의 경우, 체지방량, 체지방률, 임피던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중, 골격근량, BMR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2). 체중의 경우 소변 배출 전과 비교하여 배출 후에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 .0001). 골격근량의 경우 소변 배출 전과 비교하

여 배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2). BMR의 경우 소변 배출 전

과 비교하여 배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 

2. 물 섭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물 섭취의 경우 기준점과 비교하여 골격근량, BMR, 임피던스는 어

떠한 시점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중, 체지방량, 체지

방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3). 체중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섭취 직후, 30분 후, 60분 후, 120분 후 시점과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 .0001). 체지방량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섭취 직후(p< .0001)만 유

Fig. 2. Changes in body composition before and after urination. Pre, before; Post, after; **p<.01, ****p<.0001 compared to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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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fter a water ingestion. I.M, immediately; 30 min, After 30 minutes; 60 min, After 60 minutes; 120 min, After 120 min-
utes. ****p<.0001 compared to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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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체지방률 역시 기준점과 비교하여 섭취 직후에

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9). 

3. 30분간의 유산소 운동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운동의 경우 기준점과 비교하여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

률, BMR, 임피던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4). 체중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 30분, 60분, 120분 후 시점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01). 골격근량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p=.0142)에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체지방량은 기준점과 비교

하여 운동 직후(p< .0001), 30분(p=.0011), 60분(p=.0068)에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체지방률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p< .0001), 

30분(p=.0055), 60분(p=.0342) 시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MR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운동 직후(p=.0076)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120

분(p=.0356)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임피던스는 운동 직후(p=  

.0013)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반면 120분(p=.0299)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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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fter a 30 minutes of aerobic exercise I.M, immediately; 30 min, After 30 minutes; 60 min, After 60 minutes; 120 min, 
After 120 minutes. *p<.05, **p<.01, ****p<.0001 compared to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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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fter a food ingestion. I.M, immediately; 30 min, After 30 minutes; 60 min, After 60 minutes; 120 min, After 120 min-
utes. *p<.05 , **p<.01, ***p<.001, ****p<.0001 compared to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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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

식사의 경우 기준점과 비교하여 체지방량, 체지방률, 임피던스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중, 골격근량, BMR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5). 체중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모든 시점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p< .0001). 골격근량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식사 직

후(p=.0399), 60분(p=.0098), 120분(p=.0007) 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BMR은 기준점과 비교하여 식사 직후(p=.0296), 30분(p=.0382) 

60분(p=.0142), 120분(p=.0011)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건강한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간과하

기 쉬운 대표적인 BIA의 주의사항을 어겼을 시, 주요 신체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시간 추적을 통해 발생한 오차

가 지속되는 시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변배출 전후에 따른 주요 신체조성 변화에서 체중, 골

격근량, BMR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체중의 경우 체내의 소변

이 체외로 배출됨에 따라 체중의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임피던스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격근량의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변이 체내의 수분량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소변 배출이 체수분 소

실로 이어져 골격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 임피던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체중에 

대한 예측방정식에 의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 없이 골격근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체중의 감소에 따라 상대적인 근육량의 감

소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되며, BMR의 경우 근육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소된 근육량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위별 생체전기 저항법은 1 kHz-1 MHz의 주파수를 통해 신

체조성이 측정되는 방법으로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체수분 추정에 

적절한 주파수인 50 kHz의 임피던스 결과를 사용하였다[24-27]. 본 연

구 결과에서 임피던스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주파수에 따라 체내 수분에 대한 민감도가 상

이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주파수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확한 신체조성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변 배출 

후 측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물 섭취 시 주요 신체조성의 변화에서는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임피던스의 경우 물 섭취 후 120분까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1 L의 물을 섭취하였으나 임피던스 값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Evans et al. [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

중의 경우 섭취 직후부터 120분 뒤까지 유의하게 증가된 상태를 나타

냈으며, 이는 수분 섭취에 따라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 섭취 후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섭취 시점과 비교하여 직후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Androutsos et al. [28]의 연구에서 물 섭취 직후 체지방 및 체지방률의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분 

이외의 어떠한 음식섭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섭취가 체지방량, 

또는 체지방률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 섭취 후, 120분

까지 체중의 증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섭취한 물을 체수분으로 인식

하지 못하고 섭취한 물은 여전히 위장 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즉, BIA를 통한 신체조성의 측정 시 다른 신체조성 변화보다 체

중의 변화를 통해 추정되는 지방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체

조성을 예측하는 방정식에서 체중이 지방량을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물 섭취 후 2시간까지 체중의 증가를 유도

하고, 섭취 직후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

서 정확한 신체조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물 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운동의 경우, 약 120분 이상 유의하게 감소된 체중을 나타냈다. 이는 

인체의 발한기전 즉, 운동 후 높아진 심부온도를 낮추기 위한 열 발산 

과정에서 체수분의 손실로 체중의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

격근량은 운동 직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임피던스는 유의하게 감

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생체조직의 경우 각각 고유의 전기 저항률을 가

지고 있으며, 인체를 흐르는 전류는 수분이나 전해질을 많이 포함한 혈

액 및 근육조직(약 72-73%) 등에서 흐르기 쉬우며 수분이나 전해질을 거

의 포함하지 않는 지방조직 에서는 전류의 전도성이 낮다는 원리에 의

거하여 임피던스는 체수분량이나 제지방 조직량을 반영한다. 우리 몸

은 운동 시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분

이 근육으로 이동하는 혈류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운동

의 경우 근육조직의 수분 증가로 전도성이 높아진 근육은 운동 직후 증

가하고 임피던스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BMR의 경우 운동 직후 증가하고 120분에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

과를 나타내며 근육량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찬가지

로 증가한 골격근량에 대한 기초대사율의 증가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120분 지점에서 임피던스의 유

의한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는 Liang et al. [18]의 연구에

서 중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에서 운동 직후 임피던스의 감소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운동 이외의 실험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분 섭

취가 제한됨에 따라 탈수현상, 즉 체수분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임피던스의 유의한 감소에 따른 골격근량

의 일시적인 증가와 체수분의 손실에 따른 체지방량, 체지방률의 운동 

직후 일시적인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강도의 운동을 

한 후 약 120분 후까지 체중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일시적인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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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량의 증가,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의 경우 약 60분 후까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운동은 체수분의 손실로 인해 정확한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데 오차 범위를 증가시키므로 중강도의 운동을 실시

한 경우 최소 2시간 이후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의 경우 체중이 섭취 120분 후까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식물을 섭취함에 따라 섭취한 음식물만큼의 무게가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골격근의 경우 음식섭취 직후, 30분 후, 120분 후에 유

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나 임피던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Chumlea et al. [29]의 연구에서는 식사 후 임피던스의 변화는 없

었으며, Gallagher et al. [20]의 연구에서는 임피던스의 감소가 일어나

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BIA 장비, 관찰 

기간의 정도, 식사의 양과 구성, 소화 속도 등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행연구와 본 연구사이의 불일치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사 후 임피던스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체중의 증가와 함께 골격근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인체의 몸통 

부분이 약 50%가량 제지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관의 경우 

몸통에 해당되므로 식사 후 소화기관으로의 혈류량이 집중적으로 공

급되게 된다. 이에 따라 소화관의 운동성 활동, 분비 활동, 흡수 활동 

증가와 함께 혈류량이 증가되어 골격근량의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추

정되며 증가된 체중에 따라 소변과 마찬가지로 체중에 대한 예측방정

식에 의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 없이 골격근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체중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인 근육량의 증

가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섭취와는 상반되는 결

과로 물 섭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식섭취보다 소화작용에 대한 부담

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BMR의 경우 음

식섭취 120분 후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증가된 골격근량에 따라 BMR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Androutsos et al. [28]의 연구에서는 식사 후 2시간까지 유의하게 임

피던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임피던스에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는 부위별 생체

전기 저항법을 사용하여 인체를 5개의 독립된 분절로 나누어 각 분절

의 저항을 합하여 나타낸 수치로, 소화기관이 위치한 몸통을 제외한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의 경우 혈류량이 몸통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혈류량이 공급되게 되고 이에 따라 나머지 분절의 

저항값이 증가하여 전체 임피던스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음식 섭취 후 신체조성을 측정하면 체중, 골격

근량, BMR은 120분 후까지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확한 신체조

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공복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측정방

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성인 남, 여 대상자 중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체중 당 정해진 양으로 통제된 

물 섭취와는 달리 음식 섭취의 경우 체중을 고려한 칼로리(kcal) 및 음

식물의 양을 통제하지 못했다.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BIA의 대표적인 주의사

항의 준수여부가 주요 신체조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요약하면, 생체전기 저항법 측정 시 소변 배출 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음료 섭취 및 운동의 경우 2시간까지 측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최소 2시간 이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신체조성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위별 생체전기 저항법의 주의사항의 준수여부는 신체조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역학 연구뿐만 아니

라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에서 정확한 신체조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주

의사항을 엄수하여 정확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측

정자의 소변 배출여부, 식음료 섭취 및 운동 여부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신체조성의 결과를 토대로 신체조성 결과의 오차범위 예

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주의사항 준수 여부

에 따른 차이 규명을 위해 대규모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여성의 

월경주기 및 식사량의 정확한 통제 상황에서 BIA의 주의사항을 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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