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를 위한 운동법
운동은 비만 중 치료에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육은 댜량의 영양분을 사용하면서 장기와 수족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며, 체지방은 필요시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하는 체지방의 두 성분 사이에 균형이 깨진 상태가 비만이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제일먼저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수분은 성인 남자의 경우 전체 체중의 60%, 성인여성의 경우75%정도이다. 그래서 비만관리
에 들어가면 초기에 체중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빠져나가는 것은 대부분이 수분이
다. 그 다음에 몸속의 지방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때 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관리를 하게
되면 지방보다 몸속의 근육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되고 날씬
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몸속의 지방성분은 그대로 있게 되어 오히려 체지방률이 증가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만치료에 실패하고 만다. 물론 운동만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의외로 적어서 예를 들어 70kg인 사
람이 20분간 조깅을 하면 약 160cal가 소모된다. 이것은 우유 한 컵의 열량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과 더불어 자신의 체력수준에 알맞은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비
만치료에 필수적이다.
+ 운동요법의 요령
비만이라고 하여도 사람마다 체력수준이 다르고 건강상태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운동을 일
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별 생각없이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운동 상해를
입고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운동요법은 환자의 나이, 능력, 육체적 상태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서 규칙적으
로 시행되어야 하며 식이요법과 병행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만환자를 위한 운
동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운동 빈도 운동소요 시간, 강도 및 진행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처방을 하게 되면 비만환자들은 운동처방을 통해
체중감소와 건강의 지표가 되는 심폐지구력 증가의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건강상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신의 최대 맥박수(220-나이)의
40~70% 범위에서 30~60분 정도를 주당 5~6회 정도 하는데, 대체로 비만한 사람들은 체중에
비해 다리의 근기능이 약하므로 강한 충격이 가는 운동보다 충격이 낮은 운동을 선택하여야
안전하다. 그리고 운동은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대근육근을
50%이상 사용하고 지속성이 있으면서 리듬적인 것이 가장 좋다. 운동은 지속적인 유산소운동
이어야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단거리달리기 같은 무산소운동이나 운동시간이 너무 짧으
면 글리코겐만 소모되어 피로만 쌓일 뿐 지방량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라는 면에서는 극히 미미하지만 기초 대사량이 증가
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예를 들자면 주당5회 정도 할 경우에는 매번 10분 정도 스트레칭
체조를 하고 번갈아가며 하루는 가벼운 조깅, 하루는 고정식 자전거를 타거나 체력과 관절의
상태가 좋으면 수영, 에어로빅, 구기운동 등을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따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효과를 낼
수 있다. 요령은 매일걷기를 최대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행선
지에서 멀리 주차를 한다든지, 한정거장은 걸어간 뒤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
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주의할 점은 속보로 걸어 숨이
차야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땀이 약간 날 정도면 더욱 좋다.

+ 나에게 맞는 운동 종목의 선택 요령은?
비만을 치료하는데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
이 많다, 그 이유는 시간의 제한, 지루함, 불쾌감, 불충분한 자가 훈련, 느린 체중 감소 및 부
상 때문이다. 특히 운동 상해의 원인은 나쁜 훈련 방법, 유연성의 결여, 근력의 불균형, 주의
집중의 결여에서 나타난다. 특히 비만증에서의 부상은 정상 체중인에 비해서 체중부하운동때
잘 받게 되는데 이는 발 디딜 때마다 체중으로 인하여 허리나 무릎, 발목 등에 충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종목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은
하여야 흥미도 느낄 수 있어 오래도록 할 수 있다.
+ 비만치료에 효과적인 운동
걷기 - 아무데서나 할 수 있음. 조깅에 비해 체중부하로 인한 관절의 무리가 적다. 단점은 다
른 운동에 비해 같은 야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조깅-매우 간편하
다. 걷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단시간에 원하는 정도의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은 체중부
하가 가해져 불편함과 부상이 문제될 수 있음.
싸이클 - 체중부하로 인한 관절의 무리가 적다. 목적하는 운동 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설치에 돈이 들고 쉽게 지루해 지고, 다리에 국한된 불쾌감이 있을 수 있다.
에어로빅 - 사교성이 있고 재미있다. 단점은 그룹 활동이라 개개인의 체력에 맞출 수 없다.
무릎이나 다리의 부상이 자주 발생.
수영 - 체중부하로 인한 관절의 무리가 적고 발열에 의한 불쾌감이 적다. 단점은 수영능력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고 비만 자들이 누출을 거북해 함. 아령 등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가벼
운 것으로 많은 수를 반복하게 한다. 무거운 것으로 적은 횟수를 하는 것은 근력강화에는 도
움이 되지만 지방 감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줄넘기 - 유산소적인 면보다 무산소적인 면이 많다. 호흡이 가쁘지 않게 무리하지 말고 천천
히 시행하게 하여야 하며 관절을 다치지 않게 마루나 부드러운 땅에서 하도록 한다.
골프-필드에 나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골프 연습장에서의 연습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다.
테니스, 탁구, 배구, 축구, 배드민턴, 구기종목 운동신경과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