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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근감소증 비만을 가지고 있는 고령여성의 규칙 인 운동을 통하여 비만 근감소증 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개선 사 질환들의 방을 한 효과 인 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

상자는 65세 이상의 여성고령자 근감소증 비만군(SG, n=10), 일반 비만군(OG, n=10)을 상으로 복합운동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fat은 SG에서 운동 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근육량에서는 SG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체력의변화 의자에 일어섰다앉기, 덤벨 들기에서도 SG가 운동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자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도 SG와 OG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뒤에서 손잡기는 SG가 사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분간 제자리 걷기

는 SG가 사 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IGF-1은 SG가 사 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근감소증, 비만, 신체조성, 기능 체력, 근단백질 호르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funtional fitness and muscle protein synthesis related hormone in sarcopenic obesity elderly

women.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0 obesity elderly women over 65 years ol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sarcopenic obesity group(n=10) and non-sarcopenic obesity group(n=10). The variables

of body composition and cardiovascular fitness were measured in all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12-week

combined exerci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sarcopenic obesity elderly women

(SG), % body fat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SG group, FFM and ASM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hair stand test and arm curl test, SG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SG group significantly changed in

chair sit-and-reach test, back scratch test, 2-minute step test. In the muscle protein synthesis related

hormone(growth hormone and IGF-1), SG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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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노인의 인구와 체인구에 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에 한 문제가 두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고령화율은 11.4% 고, 65세

이상 인구는 총 5,656천명이었다. 지 까지 진행되어온

격한 고령화는 향후 계속 으로 지속되어 2017년

14.0%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1]. 고령사

회는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활용문제 사

회 고립과소외문제 등제반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

다[2]. 이러한노인들에게서나타나는건강문제는노인들

의 86.7%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고,

30.8%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

다. 한 10.5%는 식사와 씻기 등 일상생활 등이 곤란한

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1.3%는 모든 일상 활동이

어렵다는 통계 결과는 노인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있다[3]. 사회의가장 한 역학 경향은 비

만과 노화이다(Roubenoff, 2004). 노인비만 유병율은 60

, 70 이상에서 각각 37%와 31.1%로 증가추세이며,

이 여성 노인은 41.4%와 38.1%로 높은 수 을 나타내

고 있다[4].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생리 변화는 다양하

게나타나는데, 특히연령증가에따른근육량 골 도

감소가 많이 발생하며, 골 도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골

다공증 골 에 한 연구가많이보고되었다[4]. 그러

나발생하는근감소증(sarcopenia)에 한연구는 50여년

골다공증의 연구들과 비슷한 정도로 매우 게 인용

되고 있다[5]. 한 근감소증에 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실질 으로 지출되는 사회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이해와 책이 필요한 상황이다[6]. 근감소증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반되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

소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근감소증의 개념은 Irwin

Rosenberg가 sarcopenia라는 단어를 도입하면서 사용되

었고[7], 근감소증의임상 진단방법의발달과그에따

른 임상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근감소증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감소증은 골다공증 비만과

다르게아직표 화된진단기 이없다. Baumgartner 등

[8]이 최 로근감소증진단기 을제시한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근감소증에 한생리 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임상 으로 사율, 산화능력, 근력

근 단백질의 동역학 등에 부정 향을 미치며 체지방

량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능력 등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체성분 변화로 인해 근감소증과

비만이동시에나타나는것을가리켜 sarcopenic obesity

라 하는데 이는 근감소증과 비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

강상문제들이동시에발생하기때문에노인에게있어서

더욱 험하다[9,10,11]. 재 고령자의 비만이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arcopenic obesity의 유병율

한지속 으로증가할것으로 상된다[12, 13]. 근감소

증과 비만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근육에

가장 요한 단백질 섭취가 감소하여 에 지 균형이 무

짐으로 체 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된다. 즉 노화로

인해 발생한 근감소증은 인슐린 항성을 높이고[14], 지

방량 증가로 염증인자를 증가시킴으로 사증후군발병

험을높인다는가설이설득력을얻고있다[15]. 근감소

증과비만 방 개선을 한가장직 인 재는운

동이며, 그 효과를증명하는 연구는 계속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비만 고령여성을 상으

로 운동효과를 규명한 연구결과만 제시하 을 뿐, 근감

소증 동반유무를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16,17,18,19,

20,21]. 그러나 근감소증과 근감소증을 동반한비만 고령

자를 상으로 운동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있지만

[20,22,23,24], 근감소증비만에 한진단기 , 임상 의

미, 작용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 지지 않은 시 에

서비만여성고령자를 상으로근감소증의동반유무에

따른 운동효과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속하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 비만 여성 고

령자에 한운동효과에 한연구는매우의미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근감소증을 동반한 비만 고령자와 일반

비만 고령자를 비교하여 고령자들에게 운동의 필요성과

요성에 한인식이사회 으로부각되는데기여할수

있는 운동 재 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B 역시 D보건소와의업무 조를통해서모집한 65

세 이상비만여성고령자 본연구참여를수락한자로

구성하 다. 상자 선정에 있어서 의학 문진을 실시

한후본연구내용에 하여이해하고자발 참여를희

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의서에 서약을 받고 연구를 진행

하 다. 연구에참여하는 상자들은 문의의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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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능 정을받은자로최근 1년이내에규칙 인운

동경험이없는자를 상으로하 다. 상자분류는근

감소증을가지고 있는 비만군(sarcopenic obesity group;

SG) 10명, 일반 인 비만군(non-sarcopenic obesity

group; OG) 10명으로 총 20명으로 하 으며, 운동시작

인원 3회 이상 결석을 하거나 운동강도에 맞지 않게

운동하는 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

선별조건으로는 PAR-Q와 문진을 통하여 치매, 뇌졸 ,

킨슨병 등의 인지기능과 련된 질환이 있는 자, 정형

외과 질환이나심장 련질환이있는자는 상자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SG(n=10) NG(n=10)

Age(year) 67.90±1.73 69.60±3.31

Height(cm) 154.34±0.05 155.45±0.06

Weight(kg) 51.64±3.25 64.84±9.33

BMI(kg/m2) 21.72±1.73 27.08±3.22

%fat(%) 42.24±2.68 39.23±3.33

FFM(kg) 29.76±0.98 39.19±4.31

ASM(kg) 10.64±0.57 14.37±0.55

Values are means±SD, SG; sarcopenic obesity group, NG;
non-sarcopenic obesity group, BMI; body mass index, FFM; fat
free mass, ASM;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2.2 측정항목  

2.2.1 비만과 근감  비만 정

비만은 체지방률 35% 이상을 비만으로 정하 으며,

이는 Baumgatrner 등[25]과 Aubertin-Leheudre 등[26]이

연구한노인비만기 을참고하 다. 근감소증비만 정

방법으로는 신장당 사지근육량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ASM, kg)/height(m2)]을 용하 고[25,

27, 28], 성인 참조군의 -2SD 미만을확인하기 해 Kim

등[13]이 제시한 한국 성인여성 참조군 ASM(kg)/

height(m2)를 근거로 5.14 kg/m2 미만일때를근감소증으

로로 정하 다. 근감소증 비만은 근감소증과 비만

정조건에 2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하 다.

2.2.2 신체적 특  측정

신장, 체 은 체성분분석기(Venus 5.5, Inbodyl, Korea)

를 이용하 으며, 체질량지수는 체 (kg)/신장(m2)으로

산출하 으며, 신체조성(%fat, FFM, ASM)은

DEXA(Technical Insights Co., USA)로 측정하 다. 측

정오차를최소화하기 해 상자들은측정당일최소 4

시간 에는 음식과 음료수 섭취 활발한 신체활동은

제한하 다.

2.2.3 운동 프로그램

운동 로그램은탄성밴드를이용한 항운동과노인

을 한 새천년건강 체조를 이용한 유산소운동을 함께

복합 으로 실시하 다. 운동강도는 ACSM/AHA에서

추천한 노인들의 운동자각도인 Borg RPE scale을 이용

하여 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구성하 으며 운동강도

는 RPE 9-13, 본운동은 RPE 13-15의 강도로복합운동을

실시하 다.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8회를 같은 동작으로

잡아당겨보았을때, 8회째느낌을 RPE 15(hard)로 설정

하 다. Taaffe가[29] 추천한 8-12RM으로 1-2sets 실시

하여, 12RM에도달하 을때, 8RM이될수있도록 항

을 증가시켜서 실시하 다. 새천년 건강 체조에 해서

는사 교육과동작을익힐수있는충분한시간을가지

도록하 으며, 그 이후새천년건강체조를실시하 다.

새천년건강체조의총운동시간은약 6분으로유산소운

동이되기 해서 1회를 1세트로하여 2세트실시하 으

며, 세트사이는 1분간호흡고르기와가벼운스트 칭을

실시하여 불완 휴식을 실시하 다. 운동은 12주간, 주

3회, 비 정리운동 10분, 본 운동 30-40분으로 총

50-60분간실시하 다. 운동 로그램은상․하체와몸통

을 모두 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Table 2>와

같다.

2.2.4 능적 체력(Functional fitness)

Rikli & Jones(2001)의 측정항목을참고하여측정하

다. 구체 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자에 일어섰다 않기(chair stand test)

하체 근력을평가하기 해실시하며, 의자에앉은뒤

발은평평하게놓은뒤, 팔은 X자모양으로가슴에놓고,

시작신호와함께일어선다음다시앉는다. 일어서는것

을 1회로 30 동안빠르고정확하게반복하는횟수를측

정하 다.



한 합학회논 지 제7  제3호188

<Table 2> Exercise program

Order type

warm up
- breathing, walking
- static stretching

main
Band
exercise

- lat pull down
- shoulder shrugs
- lateral shoulder
raises
- chest press
- trunk rotation
- triceps extension
- biceps curl

- wrist rotation
- boxers
- side bend
- hip flexion
- hip abduction
- hip adduction
- leg extension
- leg flexion
- ankle dorsi
- ankle plantar
- ankle flexion

Sae-cheon-nyeon Gymnastics

cool down
- breathing, walking
- static stretching

2) 덤벨 들기(arm curl test)

상체 근력을 평가하기 해 실시하 으며, 의자에 앉

은 자세로 arm curl 동작(2kg 덤벨)을 30 동안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한 횟수를 기록하 다.

3) 의자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hair sit- and-

reach test)

하체 유연성을 평가하기 해 실시하 으며, 의자의

끝부분에앉아서 한쪽다리는뻗고 다른발은 편하게 세

운 다음 뻗는 발의 발목을 략 90° 구부려 뒤꿈치를 바

닥에붙인다. 양 손가락끝을겹쳐서최 한내려온만큼

에서 2 정지 후 cm로 2회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

하여 기록하 다.

4) 등 뒤에서 손잡기(back scratch test)

상체 유연성평가를 해실시하 다. 방법은서서한

손은 머리 뒤로 넘겨 손바닥이 등에 닿도록 하고, 다른

쪽손은팔꿈치를등뒤로굽 손바닥을보이도록하여

측정한다. 2회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하여 기록하

다.

5) 2분간 제자리 걷기(2-minute step test)

심폐지구력 평가를 해 실시하 으며 2분 동안제자

리에서 각 무릎이 슬개골(patella)과 장골(long bone) 사

이의 간지 까지올라온횟수를 측정하 으며, 시작이

란 신호와 함께 오른쪽 무릎이 지정된 높이에 이르 을

때를 1회로 2분간 실시 횟수를 측정하 다.

2.2.5 혈액 검사

채 은운동 과12주운동후 완주정맥에서약8㎖

씩 채 하 다. 성장호르몬은 ELISA Kit (Mediagnost,

Germany)를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법으로 매뉴얼에 따

라 분석하 으며, IGF-1은 방사선면역측정법(RIA:

Radio-immunoassay)을 이용하 으며, 검사시약은

IGF-I-D-RIA-CR로써 분석방법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

다.

2.3 료처리

본연구에서얻은자료는 SPSS Windows Ver 19.0 통

계 package를 이용하여, 모든 측정항목에 해 평균과

표 편차(means±SD)를 산출하 고, 그룹과 시기 간 상

호작용효과를 보기 해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d ANOVA)과 그룹내운동

․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해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 수 (α)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신체조  변화

운동 ․후의신체조성의변화는 <Table 3>과 같다.

%fat은 시기간에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며(p<.05), SG

에서운동후유의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p<.05). 제

지방량에서는 시기 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SG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사지근육량에서는시기간에유의한것으로나

타났으며(p<.001), SG에서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p<.001).

3.2 능적 체력  변화

기능 체력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의자에 일

어섰다 앉기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1),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01).

SG는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사후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덤벨 들기는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01). SG는 사후에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p<.001). 의자에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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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body composition

Variable group Pre Post t-value F-value

% fat
(%)

SG 42.24±2.66 40.19±2.77 14.949*** time 4.184*

OG 39.23±3.33 39.24±3.40 .061 group 1.114

t-value 2.230* .684 time×group 1.134

FFM
(kg)

SG 29.76±0.98 30.50±0.87 13.173*** time 88.188***

OG 39.19±4.32 39.36±4.19 1.566 group .218

t-value 6.733*** 6.547*** time×group 086

ASM
(kg)

SG 10.65±0.57 11.09±0.62 8.201*** time 379.485***

OG 14.37±0.55 14.59±0.60 2.756* group 3.119

t-value 14.837*** 12.819*** time×group .388

Values are means±SD, SG; sarcopenic obesity group, OG; non-sarcopenic obesity group,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Comparisons of functional fitness test

Variable group Pre Post t-value F-value

chair stand test
(stands/30sec)

SG 8.60±1.43 12.10±1.91 7.334*** time .010

OG 10.60±1.43 10.20±1.40 1.809 group 9.907**

t-value 3.128** 2.536* time×group 15.680***

arm curl test
(reps/30sec)

SG 13.30±1.34 15.70±0.95 6.000*** time 5.233*

OG 13.60±1.96 12.90±2.33 2.333* group 2.420

t-value 0.400 3.518** time×group 8.046**

chair sit-and-reach test
(cm)

SG 9.00±0.89 11.57±1.23 7.902*** time .606

OG 9.95±1.18 10.01±1.57 .380 group 11.258**

t-value 2.038 2.476* time×group 10.254**

back scratch test
(cm)

SG -14.44±3.38 -12.27±3.03 11.163*** time 7.215*

OG -15.69±2.88 -16.12±2.67 2.473* group .840

t-value .889 3.017** time×group 1.875

2-minute step test
(steps/2-min)

SG 77.80±6.60 82.70±5.12 7.653*** time 2.099

OG 83.90±5.88 82.00±5.89 2.029 group .648

t-value 2.183* .284 time×group 3.328

Values are means±SD, SG; sarcopenic obesity group, OG; non-sarcopenic obesity group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mparisons of muscle protein synthesis related hormone
Variable group Pre Post t-value F-value

GH SG 0.37±0.30 1.52±1.38 2.741* time .399

OG 0.80±0.39 0.79±0.39 1.327 group 5.656*

t-value 2.768* 1.616 time×group 5.896*

IGF-1 SG 121.45±49.19 162.29±61.74 7.951*** time 1.603

OG 125.84±37.05 126.93±37.27 .808 group 2.662

t-value .225 1.857 time×group 2.430

Values are means±SD, GH; growth hormon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type 1, SG; sarcopenic obesity group, OG; non-sarcopenic
obesity group, *: p < .05, **: p < .01, ***: p < .001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1). SG와 OG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등 뒤에서

손잡기는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SG는 사후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2분간 제자리 걷기는 SG가 사 에 비해 사후

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3 근단 질 련 합  호 몬  변화

근단백질 련합성호르몬의변화는<Table 5>와 같

다. 성장호르몬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SG는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IGF-1은 SG가 사 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001).

4. 논

근감소증을가지고있는비만여성고령자와일반 인

비만 여성고령자들을 상으로 복합운동을 실시하여 신

체조성, 기능 체력 근단백질합성 련 호르몬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합학회논 지 제7  제3호190

비만 여성고령자를 24주간 운동 재 없이 찰한 결

과 체지방, 근육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노인을 상으로 24주간주 3회유산소운동을 실시하면

제지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30], 비만과 정상체 여

성 고령자를 상으로 12주간 항성 운동을 실시한 연

구결과 강도와 상 없이 체 , 근육량, 체지방률에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31, 32].

이처럼선행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비만여성고령자

들은신체활동의부족이나좌업생활등으로인해신체조

성에부정 향을미칠수있지만, 운동을통해서나타

나는 신체 인 변화의 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근 축형 비만 여성고령자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근력과 근지구력 감소는 신체활동의

감소로일어나며, 연령증가로인한노화과정에서호흡계,

골격계, 심 계에의한기능 하로뚜렷하게나타난다

[33]. 기능 체력은피로감없이일상생활을독립 으로

안 하게수행할 수있는 신체능력을가지고 있는것을

의미한다[34, 35]. 그러므로 고령자가 자립해서일상생활

을하는데필요한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이동성과같

은 체력 요소를 한 수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이 근력은 근감소증과 련이 있으므로 고령자에

게 가장 요한 체력요소 의 하나다[35]. 노인들의 근

력감소는기능 체력감소에 향을미치며, 항 트

이닝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가시킴으로서 낙상과 골

을 방할수있으며, 기 체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경우 항성 트 이

닝은어느운동 로그램을구성하고실시하는데있어서

도 요한 요인이다[36]. 본 연구에서는 SG에서 기능

체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업생활

등으로인해서근기능이많이상실됨에따라일상생활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해 보완해 수 있는 운동

로그램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 부분

항운동은 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 지만

운동 시고령자의운동 상해발생 험이높아최근에는

험성이낮고장소의제약을받지않는탄성밴드(elastic

band)의 장 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서 고령자들이 쉽

게운동강도를조 함으로서상해 험이상 으로

어더효과 인운동방법이며, 근력 유연성향상에효

과 인것으로나타나선행연구들의결과를지지한다[34,

37, 38].

한편노화는 growth hormone(GH)/IGF-I, testosterone,

estrogen, cortisol 생산 감수성변화와 계가있다고알

려져있다. 이러한호르몬은근단백질 사의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에서 흔

히 찰되는 GH/IGF-I의 감소는내장지방의증가와근

육량감소, 골 도감소와연 있다고잘알려있다[39].

그러므로 GH 치료는 근감소증 환자에게 매우 효과 인

치료법일수있으나많은선행연구에서근육량이증가하

지만 근력 증가에 해서 보고된 바는 없다[40, 41].

cortisol의 농도가 증가된 형 인 고코티솔 증

의 표질환인 쿠싱 증후군 환자에서도 역시 GH/IGF-I

결핍환자에서 찰되는근육량감소가특징 으로 찰

된다. 선행연구에의하면노인들의아침 cortisol 농

도는 변화가 없지만 녁에는 cortisol 농도가 증가

가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는 hypothalamo-

pituitary- adrenal axis(HPA axis)의 회복력의 감소와

연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서 나

타나는 상 고코티졸 증은 근감소증 발생 원인

하나로 보고 있다[42]. 이와 같이 노인의 근감소증에

여되는 일반 인 호르몬은 testosterone, cortisol이 여

한다.

이상과 같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활동량 감소

와 여가시간 활용의감소등노인들의신체 능력의 감

소와함께골격근량의지속 인감소로이른바근감소증

이발생하며, 이는근육량감소로이어져근력감소로인

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며 심리 인 무능력으로

인하여체지방이증가하여근감소증을동반한비만을유

발하게 된다. 특히, 근감소증을 동반한 비만은 우리나라

노인에게서뚜렷하게나타남에따라본연구에서실시한

복합운동 로그램은 근감소증을 동반한 비만을 가지고

있는고령여성에게있어규칙 인운동을통하여비만과

근감소증 방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비만 개선

방을 한 효과 인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연구는 근감소증을동반한비만 일반 obesity를

가지고 있는 고령여성들을 상으로 복합운동 로그램

을 용함으로서 신체조성, 기능 체력 근단백질 합

성 련호르몬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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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로 인해 비활동 이고 제한 인

삶을살고있는비만고령자들에게있어서 사증후군과

성인병 등 다양한 합병증 방에 합한 운동 로그램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사회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노인질환

련 만성질환 등을 사 에 방함으로서 의료비 지출도

어들 것으로 기 된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고령자들의운동의필요성과 요성에 한인식이

사회 으로부각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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