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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여대생 900명을 대상으로 물 섭취량과 커피 섭취량에 따른 건강체력 및 비만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측정은 건강체력요인 체력에 근력(악력, 배근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유연
성(앉아앞으로굽히기) 심폐지구력(하버드스텝)을 측정하였고, 체성분 측정기기 Inbody를 이용하여 신체조
성(세포내액, 세포외액,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근육량, 제지방량, 체지방량)과 비만(BMI, 체지방률, 복
부지방률, 비만도)의 각 항목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이원변량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체력과 비만에 대한 물과 커피 섭취량 집단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독립변인 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체력요인 중 체력요인은 물과 커피 섭취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조성(세포내액,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근육량, 제지방량)에서 물 
7잔 이상 섭취 집단이 1∼4잔 섭취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커피는 3∼4잔 섭취 집단이 미섭취 집
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만요인의 경우 물 섭취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커피의 경우 비만도에서 3∼4잔 섭취 집단이 미섭취 집단에 비하여 비만도가 높게 나타나, 커피는 물과 달
리 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차후 물과 커피와 같은 다양한 음료 섭취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진다면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수분 섭취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건강체력, 비만, 신체조성, 물 섭취, 커피 섭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health and obesity according to 
water and coffee intake. The study subject is 900 female college students. Physical fitness factors 
measured in this study were physical strength(grip strength, back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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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p), Flexibility(Sit & reach) and cardiopulmonary endurance(harvard step). The factors of body 
composition (intracellular fluid, extracellular fluid, protein, mineral, body water content, muscle mass, 
lean body mass, body fat mass) and obesity (BMI, body fat percentage, abdominal fat percentage, 
obesity) were measured with the Inbody equipment. SPSS program was used for all data analysis. 
Group differences were verified by two-way ANOVA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water and coffee intake on health and obesity. 
Therefore, the differenc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each independent variable was 
verifi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water intake and coffee 
intake,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composition (intracellular fluid, protein, minerals, 
body water, muscle mass and lean body mass). Water drinking group more than 7 cups had 
significantly higher body composition than the 1-4 cups water drinking group. In the case of coffee, 
the body composition of the 3 cup intak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e intake 
group. 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ne intake and 1-2 cup intake groups. Based on the 
study results, water intake was not related to obesity, but coffee was related. For further studies,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drinking various beverages such as water 
and coffee and that would be used to suggest a desirable way of water intak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better health.

Keywords :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obesity, body composition, water intake, coffee intake

1. 서 론 

  1980년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성별, 연
령별에 따라 체력과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에 관련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1, 2], 후반에 이
르러서는 건강체력(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과 비만과 관련된 보고들이 다수 발표되었다[3, 
4]. 2000년 초에 이르러 Cho & Nam[5]은 여대
생의 건강체력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운동선수
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일반인들의 건
강유지와 비만 해소를 위한 연구들로 변화되었다. 
심지어 체질과 건강체력과 비만에 관련된 연구들
도 보고되기 시작했다[6, 7, 8, 9]. 현재에 이르러
서는 건강유지와 비만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운동
[10]과 식이방법[11] 그리고 여러 음료[12, 13, 
1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건강체력과 비만에 대한 물과 커피 섭
취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물은 인체
의 55%∼70%를 구성하고 있으며 신체 내 영양
분 운반, 신호전달, 체온 조절 및 노폐물 배출 등
의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수분의 섭취는 물, 음료 또는 
식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절반을 음식으로, 나머지 
절반을 액체로 섭취하고 있음을 보고했다[15].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성인의 경우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을 2L 이상
으로 권고하고 있다. 물이 부족할 경우 건강위협
과 직결될 수 있어 중요한 요소로써 취급되어야 
하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흔하기 때문인
지 다른 영양소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물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험이 부
족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16]. 그러나 지
금까지 물은 여러 학자에 의해 운동과 건강과 관
련하여 조금씩 연구되었다. Lieberman[17]의 연
구에 따르면 인체가 어느 정도까지 탈수가 진행
되었을 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Ganio et al.[18]는 
운동선수에게 탈수를 유발하는 운동을 제시하여 
의도적으로 탈수 현상을 일으켰을 때 정신적으로
는 긴장, 불안과 피로를 증가시켰으며 작업기억력
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 했다. Laura 
et al.[19]는 건강한 20대부터 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후 물 섭취가 심장 미주신경반
사를 가속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Kim & Ryu[20]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물 섭취량이 혈색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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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쳐 꾸준한 물 섭취는 빈혈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체액 내 면
역성분이 증가하여 면역기능 또한 향상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cKay, Belous & 
Temple[21]은 정상 체중과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물 섭취를 늘릴 경우, 에너지 섭취 억제 효과는 
과체중으로 분류된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물 섭취와 식욕에 관한 
연구는 Andreade et al.[22]에 따르면 평균 연령 
22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분섭취가 통제될 때 
에너지 섭취량보다 식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등 건강과 관련된 수분섭취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
는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을 갖고 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건강체력과 비만에 관련된 연구들
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커피의 
소비량은 세계 6위로 연간 1인당 353 잔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23]. 한국 식품 안전 연구원에 의
하면 커피의 주성분은 카페인으로, 인류가 오랜 
기간 사용한 약리성 물질이자 맛 성분이며 커피
뿐만 아니라 녹차, 콜라, 코코아 등의 기호식품 
속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 흥분제, 강심제, 이뇨제 등
의 약리 작용 효과가 있으나 과복용할 경우 불
안,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등을 동반할 수 있
으며 지속적일 경우 중독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의 권장섭취량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2.5 mg/kg(체
중)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24]. 커피 섭취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Ahn et al.[25]는 고카페인 음료
를 통해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여 카페인을 
섭취하였을 경우 청소년이 우울 증상 및 자살 충
동에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Kim[26]은 여대생의 커피 섭취 형태에 대한 실
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Kim, Kim & Lee[27]
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카페인 투여는 무산소성 
파워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Choi, Cho & 
Lee[28]의 카페인 섭취가 남자 대학교 축구선수
의 유·무산소성 운동능력과 등속성 근기능을 향상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Koo, Shin, 
Song & Huh[29]는 일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
로 커피를 섭취한 기간과 무산소성 운동능력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Kim, 

Kim & Park[30]은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커피 소비 수준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Park & Lee[31]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을 대상으
로 커피 섭취 유형이 비만과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건강체력과 비만 요인에 선행 연구로는, 
Cho[32]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운동군과 비운동군
으로 분류하여 신체구성 요인과 건강체력 간 관
련성을 규명하였고, Na et al.[33]은 여대생을 대
상으로 체격, 체력 그리고 체성분과의 관계를 제
시하였다. 또한 Ko[34]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조성, 기초대사량, 비만 그리고 체
력의 관계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주로 선행연구
는 물의 경우 경기력 향상과 질병치료 등의 선수
나 환자의 특수한 목적의 실험연구로 이뤄졌지만, 
커피의 경우 일반인의 기호, 비만 관련 등의 조
사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 동안 수분섭취 형태 
즉 물의 섭취와 커피 섭취량에 따라 건강체력 및 
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M대학의 운동선수 생활
을 하지 않는 일반 여대생 900명을 편의표집방식
으로 추출하여 하루 동안의 물 섭취량과 커피 섭
취량을 자기평가기입법의 설문 조사하여, 물 한컵 
기준 200cc 섭취량별 1∼2컵(a) 집단, 3∼4컵(b), 
5∼6컵(c), 7컵 이상(d) 집단과 커피 섭취량별 섭
취하지 않는(a’) 집단, 1∼2잔(b’), 3∼4잔(c’)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요인에 대한 평균은 <Table 1>과 같다.

2.2. 건강체력 및 비만요인 측정 

  본 연구는 건강체력 요인에서는 근력, 근지구
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체조성을 측정하였고, 
신체조성 중 비만요인을 분리하였다.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근력(악력·배근력, kg)
  근력 중 악력은 스메들리식 악력계(T.K.K 
5401,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어선 자
세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엄지를 제외한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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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tors M(SE)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Physical 
Strength

Muscular strength
Grip strength(kg) 24.7(.14)
Back strength(kg) 47.8(.46)

Muscular endurance Sit-up(n/min) 30.7(.35)
Flexibility Sit & reach(cm) 17.6(.29)
Cardiovascular endurance Harvard step(PEI) 95.5(.48)

Body 
Composition

(kg)

Intracellular fluid 17.6(.06)
Extracellular fluid 10.9(.03)
Protein 7.6(.02)
Mineral 2.8(.01)
Body water 28.6(.09)
Muscle mass 36.7(.12)
Lean body mass 39.1(.13)
Fat mass 15.8(.20)

Obesity

BMI(kg/m2) 20.9(.08)
Body Fat(%) 28.1(.17)
Abdominal fatness(%) .821(.001)
Degree of obesity 98.9(.39)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락의 제 2관절이 측정계를 잡았을 때 90°가 되
도록 넓이를 조절한 후 최대 악력을 좌, 우 교대
로 2회씩 측정 후 최고치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 
팔꿈치나 허리 등을 굽히지 않으며 어깨가 올라
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근력 중 배근력은 배근
력계(T.K.K 5402,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발판에 발을 나란하게 하여 올라선 후 고리 
걸린 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을 곧게 피며 최대한
으로 당기는 힘을 2회 측정 후 최고치를 이용하
였다. 측정 시 무릎이나 팔이 굽혀지거나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n/min)
  근지구력의 측정항목은 윗몸일으키기로 바닥에 
누워 발바닥을 땅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을 직각
으로 세운 채 두 손은 머리나 목 뒤, 또는 가슴
에 교차하여 얹고 보조자가 발을 지지해준 상태
에서 1분간 측정하였다. 복근이 아닌 엉덩이의 
반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유연성(좌전굴, cm)
  유연성의 측정항목은 좌전굴로,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은 후, 발바닥은 
측정 상자 측면에 표시에 맞춰 평평하게 닿을 수 
있게 하며 오금이 바닥에 닿도록 무릎이 굽혀지
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양손을 측정자를 따

라 앞으로 뻗도록 하여 2회 측정 후 최고치를 이
용하였다. 측정 시 무릎이 굽혀지거나 몸의 반동
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심폐지구력(Harvard step-test, PEI)
  심폐지구력의 측정항목은 신체효율지수(PEI)로 
Step-test 중 Harvard step-test를 사용하여 산출
하였다. 5분동안 50cm 높이의 상자에서 2초에 1
회의 속도로 승강운동을 반복한 후 휴식기 동안
의 심박수를 3회 측정하여 PEI를 산출하였다. 심
박수는 1분∼1분 30초, 2분∼2분 30초, 3분∼3분 
30초 사이를 측정하였으며 평가공식은 다음과 같
다. 

신체효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PEI) 
PEI=[운동시간(초)/2*(회복기 3회 측정 심박수의 

합)]*100 

신체조성 및 비만요인(InBody 720)
  본 연구에서 신체조성 및 비만요인은 체성분분
석기(InBody 72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
조성(kg)은 세포내액, 세포외액,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근육량, 제지방량, 체지방량을 측정하
였으며, 비만요인으로는 BMI, 체지방률, 복부지
방률, 비만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 맨발로 발
바닥을 전극에 맞추어 발판에 올라선 후 손잡이



Vol. 37, No. 4 (2020) 여대생의 건강체력과 비만에 대한 물과 커피 섭취량과의 관계   5

- 653 -

Variables
Water intake (cup/day)

1∼2(a) 3∼4(b) 5∼6(c) 7∼(d) F(p) post-hoc

Physique
Height 161.2(.36) 161.7(.28) 161.3(.32) 162.8(.60) 1.942(.102)
Weight 54.1 (.56) 54.2 (.36) 55.1 (.49) 56.3 (.87) 2.146(.073)

Physical 
Strength

Grip strength(kg) 24.6(.29) 24.5(.23) 24.7(.28) 25.1(.37) .744(.526)
Back strength(kg) 47.4(.93) 47.2(.76) 47.6(.94) 49.9(1.32) 1.132(.335)
Sit-up(n/min) 29.9(.79) 30.4(.58) 31.4(.67) 30.8(.96) .774(.509)
Sit & reach(cm) 17.3(.59) 17.4(.50) 17.8(.54) 18.3(.86) .439(.725)
Harvard step(PEI) 94.4(.97) 95.3(.78) 96.0(1.05) 97.3(1.28) 1.028(.379)

Body 
Composition

(kg)

Intracellular fluid 17.53(.13) 17.52(.09) 17.74(.11) 18.18(.19) 4.295(.005) a, b<d
Extracellular fluid 10.83(.08) 10.85(.06) 10.95(.06) 11.17(.14) 2.552(.054)
Protein 7.58(.05) 7.57(.04) 7.67(.04) 7.85(.08) 4.091(.007) a, b<d
Mineral 2.81(.02) 2.82(.01) 2.85(.01) 2.92(.02) 3.793(.010) a, b<d
Body water 28.44(.21) 28.38(.15) 28.70(.18) 29.44(.30) 3.960(.008) a, b<d
Muscle mass 36.42(.27) 36.43(.20) 36.85(.23) 37.78(.39) 4.211(.006) a, b<d
Lean body mass 38.78(.28) 38.79(.21) 39.23(.24) 40.20(.41) 4.092(.007) a, b<d
Fat mass 15.43(.46) 15.64(.28) 16.05(.44) 16.23(.68) .606(.611)

Obesity

BMI(kg/m2) 20.71(.19) 20.74(.11) 21.10(.19) 21.27(.27) 1.970(.117)
Body Fat(%) 27.76(.37) 28.25(.26) 28.31(.38) 28.16(.53) .448(.719)
Abdominal fatness(%) .81(.00) .82(.00) .82(.00) .82(.00) .543(.653)
Degree of obesity 94.69(.81) 98.26(.59) 100.19(.88) 100.2(1.1) 2.340(.072)

Table 2. The difference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obesity on water intake

에도 위치한 전극을 손으로 쥐게 한 후 기계음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측정하였다.

2.6. 자료처리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였다. 기술통계
를 통하여 모든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
차를 구하였다. 건강체력 및 비만에 대한 하루 
물 섭취량과 커피 섭취량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
지만,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아 각 독립변인 별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에 검
증은 각 독립변인별 ANOVA을 실시하였다. 집
단 간 사후검증은 Scheffe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3.1. 물 섭취량에 따른 건강체력 및 비만 차이

  여대생의 하루 물 섭취량에 따른 체격 키, 몸
무게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섭취량이 
많을수록 몸무게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건강체력
요인에 있어 체력요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은 물의 섭취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조성의 세포내액(a<d 

p=.027, b<d p=.010), 단백질(a<d p=.031, b<d 
p=.014), 무기질(a<d p=.030, b<d p=.025), 체수
분(a<d p=.043, b<d p=.012), 근육량(a<d 
p=.025, b<d p=.012), 제지방량(a<d p=.027, 
b<d p=.014)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
증 결과 하루 물 7잔 이상 마시는 집단(d)이 1∼
2잔(a), 3∼4잔(b) 마시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만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2. 커피섭취량에 따른 건강체력 및 비만의 차이

  하루 커피 섭취량에 따른 체격요인 키와 몸무
게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
강체력요인 중 체력요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은 커피섭취량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지 않았으나, 신체조성 요인 중 
세포내액(p=.022), 단백질(p=.023), 무기질
(p=.024), 체수분(p=.032), 근육량(p=.026), 제지
방량(p=.025)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커피를 3∼4잔 섭취하는 집
단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
하게 높았다. 또한, 비만요인 비만도의 경우 커피
를 3∼4잔 마시는 집단이 마시지 않는 집단
(p=.012)과 1∼2잔 마시는 집단(p=.013)에 비하
여 유의미하게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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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ffee intake(cup/day)

none(a) 1∼2(b) 3∼4(c) F(p) post-hoc

Physique
Height(cm) 161.5(.27) 161.7(.23) 161.7(.93) .279(.757)
Weight(kg) 54.5(.41) 54.6(.32) 57.6(1.3) 2.934(.054)

Physical 
Strength

Grip strength(kg) 24.6(.22) 24.7(.19) 25.7(.87) 1.148(.318)
Back strength(kg) 48.1(.77) 47.4(.63) 50.5(1.68) .940(.391)
Sit-up(n/min) 30.3(.59) 30.8(.46) 31.2(1.49) .284(.753)
Sit & reach(cm) 17.6(.46) 17.4(.40) 20.1(1.69) 1.562(.210)
Harvard step(PEI) 95.5(.77) 95.8(.67) 91.9(1.67) 1.228(.293)

Body 
Composition 

(kg)

Intracellular fluid 17.55(.10) 17.70(.08) 18.44(.32) 3.994(.019) a<c
Extracellular fluid 10.88(.06) 10.92(.05) 11.38(.20) 2.914(.055)
Protein 7.59(.04) 7.65(.03) 7.97(.14) 3.961(.019) a<c
Mineral 2.82(.01) 2.85(.01) 2.97(.05) 3.831(.022) a<c
Body water 28.46(.16) 28.66(.13) 29.83(.52) 3.503(.031) a<c
Muscle mass 36.49(.20) 36.78(.16) 38.29(.67) 3.781(.023) a<c
Lean body mass 38.86(.21) 39.16(.17) 40.78(.71) 3.791(.023) a<c
Fat mass 16.01(.37) 15.64(.25) 14.77(.67) .784(.457)

Obesity

BMI(kg/m2) 20.86(.14) 20.85(.11) 21.92(.50) 2.88(.057)
Body Fat(%) 28.23(.29) 27.98(.23) 28.84(.85) 574(.564)
Abdominal fatness(%) .822(.002) .819(.001) .826(.00) 1.001(.368)
Degree of obesity 98.55(.64) 98.68(.51) 104.68(2.4) 4.605(.010) a, b<c

Table 3. The difference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obesity on coffee intake

4.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여대생 900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물과 커피를 섭취하는 양에 따라 건강체력 
및 비만에 관련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물과 커피의 섭취량에 따른 건강체
력 및 비만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아, 물 섭취량별 커피 섭취량 간 차이와 커피 섭
취량 별 물 섭취량 간 건강체력 및 비만요인에 
대한 차이는 알 수 없었지만, 각 독립변인 별 즉 
물의 섭취량별, 커피 섭취량별에 따른 건강체력과 
비만요인 간 차이는 알 수 있었다(Fig 1). 
  Cho[32]는 여대생을 운동군과 비운동군으로 
분류하여 신체구성 요인과 건강체력 간 관련성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여대생의 건강
체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체지방량과 근질량
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체중 및 BMI의 차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Ko[34]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조성, 기초대사
량, 비만 그리고 체력의 관계구조모형을 파악하고
자 하였는데 신체조성은 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만과 체력은 부적인 관계구조를 나타낸
다고 보고했다. 신체활동의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에 의한 비만은 현재 이르러 질병으로 분류(코드 

E66)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
인의 비만인 전체인구의 34.1%, 청소년은 과체중
이 28%에 이르고 있다[31]. 그러나 실제 비만인
보다 정상군이 신체 이미지와 건강유지 관리를 
위하여 체중조절에 운동과 식이, 영양제 섭취 등
의 여러 형태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35], 심지어 다양한 음료 등을 통하여 체중조절
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녹차뿐만 아니라 
Choi et al.[13]에 따르면 감귤 음료나 감식초
[10]가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물과 비만, 체중감량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하면 약 30000개, 다음 791000여 
개, 구글은 14억 9000만여 개, 커피와 비만 키워
드는 네이버 14000여 개, 다음 241000여 개, 구
글 4억 1400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물과 
커피는 이미 체중조절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대생의 경우 
물의 섭취량과 비만과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과 커피를 체중조절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물의 질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차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Zhang et al.[36]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물의 평균
섭취량은 체액 분포에 대한 균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한국 
여대생의 경우에는 하루 물을 7잔 이상 섭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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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gnificant variables of health fitness, obesity according to water·coffee intake.
Groups of water intake : 1~2 cup/day; a, 3~4 cup/day; b, 5~6 cup/day; c, 7 cup/day; d, 
Groups of coffee intake : none; a, 1~2 cup/day ; b, 3~4cup/day; c, significant variables of water 
: Intracellular fluid(ICF), Protein, Mineral, Body water, Muscle mass, Lean body mass (a, b<d), 
significant variables of coffee : Intracellular fluid(ICF), Protein, Mineral, Body water, Muscle mass, 
Lean body mass (a<c), obesity(a, b<c), * p<.05

경우 1∼4컵을 마시는 사람보다 세포내액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세포외액과의 2:1 비율에
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신체조성 중 단백질, 무기질, 체수분량, 근육량, 
제지방량 등은 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Yoo et al.[37]의 노인의 수
분 섭취량이 낮은 경우 근감소증 발병 확률이 증
가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Kim, Kim & 
Lee[27]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에게 직접 투
여한 카페인은 무산소성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Koo, Shin, Song & Huh[29]는 일반 남성들에게 
커피를 통하여 카페인 섭취하게 한 결과 무산소
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들은 카
페인의 투여방법과 연구대상에 따라 무산소성 능
력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
을 때 커피 섭취량에 따른 체력요인에서 특별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또한, Batmanghelidj[38]는 
카페인이 ATP의 소모를 억지로 증가시킴으로써 
지구성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일
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 커피를 3∼4잔 섭취한 집단

이 섭취하지 않거나 1∼2잔 섭취한 집단보다 비
만도가 높았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는 Park & 
Lee[3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커피 섭
취 빈도가 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를 
하루 2회 이상 섭취 시 미섭취자에 비해 비만 발
생 위험도가 30％ 이상 증가하였고 복부비만 발
생 위험도는 미섭취자에 비해 섭취자의 위험을 
27％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성인 여성만 살펴
봤을 때는 하루 2회 이상의 커피 섭취는 비만 발
생위험을 42%, 복부비만 위험을 34% 높이는 것
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본 연구의 비만도가 커피
를 3∼4잔 마시는 집단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집
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
하게 적정량이 넘는 커피 섭취는 비만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았다. 반면, 커피 섭취가 복부비만 
발생에 있어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도 보고
되었는데 Kim, Kim & Park[30]이 연구한 2007
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과 커피 소비 수준과의 관계 연구
에서는 커피를 1잔 이상 마시는 집단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집단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대
한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Kim & Y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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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량과 
대사 증후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오히려 
하루에 3∼4잔의 커피 소비가 성인의 대사증후군 
발병률과 반비례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커피 섭
취량과 비만에 관련된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는 
대상의 특성 즉, 성별, 연령별, 질병유무, 신체활
동량 및 식습관 그리고 비만요인과 더불어 마시
는 커피의 종류(유형) 및 성분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결과 건강체력과 비만에 대하여 물과 
커피의 섭취량은 상호작용 효과가 아니라 각 요
인별 효과임을 알았다. 물과 커피 섭취량은 건강
체력 중 체력요인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
폐지구력 등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여대생의 신체
조성에는 차이를 나타내어, 건강과 관련이 있었
다. 여대생의 경우 제지방량, 근육량 등 건강과 
관련된 신체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동안 최
소한 5잔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고 커피의 경
우 3∼4잔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정하였다. 그러
나 커피는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물과 달리 
비만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만에 예민도가 
높은 여대생의 경우 하루 커피 섭취량과 커피유
형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후 여대생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대별, 신체활동량과 식습관을 
고려한 커피 섭취의 유형 또는 물의 질과 양의 
조절 등을 통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건강과 관련
된 요인의 계량적이고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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