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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도, 복싱, 태권도, 레슬링 등과 같은 체급경기에서 선수들은 체급을 낮추어 유

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 가능한 한계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ACSM(1983)에서는 체중감량의 한계를 체중의 5-8%(3-5kg) 라 하 으나 단시간

에 급속히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체수분의 지나친 감소로 인해 운동지속시간과 순

환혈액이 감소되고 심장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 다(민경선, 1994). 시합을 앞

두고 체중감량을 위해 선수들은 일정기간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점차적으로 줄

이는 점감식을 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수분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으로 발한량을 늘

려 체중을 감량하게 된다. 제한된 식이는 체내 단백질 합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

수화물 섭취의 부족으로 지방의 이용을 증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체수분과 단백질

로 구성되는 제지방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Donnelly, 1993; Forbes, 1994). 또한 체

중감량으로 인한 탈수는 세포내액과 세포외 액의 변화를 가져와서 근육 막전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Na, K) 균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 다

(Sjogaard, 1985; 이선장, 1997). Na는 세포외 액에서 가장 풍부한 양이온(90-95%)

이며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장의 Na 수준은 혈장량과 혈압 뿐만 

아니라 세포내액과 외액에도 향을 미친다(Marieb, 1996). K는 세포내의 양이온으



로서 대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포함하여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 기능

에 필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단시간의 체중감량은 제지방량과 체수분의 지나친 감소를 초래

하게 되는데 복싱 선수들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싱 

선수를 대상으로 4%, 6% 체중감량시 체성분 및 전해질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피험자는 체중감량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급 대학 복싱 선수 6명을 대상

으로 하 다. 실험 대상자들은 최근 2개월 동안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상적 질환이 없

는 건강한 자로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매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한 자들로 하 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나이(세) 신장(cm) 체중(kg) 운동경력(년)

n=6 20.5±1.3 168.9±4.3  60.34±5.48 5.31±2.17

   

2. 실험내용 및 방법

  1) 체중감량 방법

체중 감량은 각각 자기 체중의 6%를 목표로 설정하 다. 감량 방법은 Singer 등 (1968), 

Houston 등 (1981), Serfass 등 (1984)과 미국대학 스포츠 의학회 (ACSM, 1983) 등의 선행연구

에서 체급경기 선수들이 식이 및 수분섭취의 제한과 운동발한을 이용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있다

는 보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감량은 7일 동안은 점감식으로, 나머지 7일 동안은 절식에 의한 

섭취 에너지 제한과 운동발한 및 운동에 의한 소비에너지의 증대를 이용하 으며 모두 동일한 감



량방법을 적용하 다.

① 체중조절시의 감량식은 한국인 향 권장량(1995)에 의한 식품분석표의 열량치를 기준으로 

하여 식품표를 작성하 다. 작성한 식품표의 열량비율은 감량시작 1일째는 단백질 11.5%, 지방 

24.1%, 탄수화물 64.3%로서 총 2,141Cal을 섭취하도록 하 으며, 제 2일째에는 단백질 12.7% 지방 

31.1%, 탄수화물 55.0%로 총 1,902Cal, 제 3일째에는 단백질 14.1% 지방 18.7%, 탄수화물 67.6%로 총 

1,712Cal을 섭취하도록 하 다. 4일째부터는 총 열량, 지방을  감소시키면서 단백질 비율을 증가시켜 식단

을 작성하 는데, 감량 마지막 날인 7일째는 단백질 35.2%, 지방 9.7%, 탄수화물 55.2%로 총 677cal을 섭

취하도록 하 다.     

8일째부터는 2일 동안의 예비식(첫날 죽, 다음날 미음)후 단식하도록 하 다.

② 운동발한은 평상시 실시하는 훈련을 통한 방법으로 감량을 하 는데, 땀복을 착용한 후 오

전 1시간(2km 달리기, 기초체력 훈련), 오후 2시간의 전문기술 훈련을 실시하 다. 체중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1회 계측하 다. 체중감량 기간 중의 음료수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거른 후 끓여

서 마시게 하 으며 용량이 1ml 단위로 표시된 100ml beaker를 물 컵으로 사용하여 숙소 및 연

습장 등에서 마실 때마다 마신 양을 정확하게 개인별 카드에 기록하게 하 다.

   2) 채혈방법 및 측정 항목   

채혈은 체중감량 전과 체중의 4% 감량이 및 체중의 6% 감량 시에 8시간 이상 공복 시킨 후 새벽 

(06:30-07:00) 운동전 안정 시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전정맥(anticubital vein)에서 약 5ml의 

채혈을 하여 항응고처리된 EDTA tube에 넣어 그 즉시 3000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74℃에 동결 

보존하 다가 Electrolyte(Na, Cl, K) 분석에 이용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체중감량 전․중(4% 감량이)․후(6% 감량이) 간의 혈청 전해질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하 다.

Ⅲ. 연구결과

1. 체중조절 기간에 따른 체중의 변화

  체중조절 시작후 초기 60.34±5.48km이었던 체중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10~11일째  4%  



감소율을 보 으며 14일째 6%의 근사치인 5.8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표 2, 그림 1).  

 표 2.  체중조절 기간중의 체중변화

항목 초기 10일 11일 13일 14일

체중 60.34±5.48 58.01±6.02 57.82±5.83 56.92±6.00 56.81±5.76

변화율 -2.33(3.86%) -2.52(4.18%) -3.42(5.67%) -3.53(5.85%)

 Values are mean ± SD.

그림 1. 체중조절 기간에 따른 체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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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조절 전․후의 신체조성의 변화

  체중조절 전․후의 신체조성에서 % Fat와 Fat Ut는 4% 감량 시와 6% 감량 시에 초기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3, 그림 2). 한편 체중감량에 따

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 Fat나 Fat Wt의 변화와는 달리 LBM과 TBW에 있어서는 체중감량

전에 비해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05). 초기에 비해 LBM은 4% 감량 시와 6% 감량 

시에 각각 2.10kg, 3.08kg 줄어들었고 TBW은 4% 감량시와 6% 감량시에 각각 1.87kg, 2.57kg 

줄어들었다(표 3, 그림 3).

 표 3.  체중조절 전․후 신체조성   



항목 초기 4% 감량후 6% 감량후 P-value

% Fat 12.02±2.33 11.80±1.60 11.97±1.23 0.973

(%) -0.22 -0.05

Fat Wt 7.25±1.46 6.82±0.80 6.80±0.68 0.635

(kg) -0.43 -0.45

LBM 53.10±1.63 50.99±1.44 50.02±2.07 0.041*

(kg) -2.10* -3.08 초기-4%감량

TBW 36.82±1.09 34.96±1.69 34.26±1.69 0.015*

(kg) -1.87* -2.57** 초기-4%감량, 초기-6%감량

 Values are mean ± SD.  ** p<.01, ***p<.01.
 Wt; weight, LBM; lean body mass, TBW; total body water

그림 2. 체중감량에 따른 %fat 및 fat wt.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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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중감량에 따른 LBM 및 TBW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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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중조절 전․후 혈청 전해질 검사 

  

  체중감량이 진행됨에 따라 혈청 전해질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Na와 Cl은 점차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 146.20±2.38mEq/L이었던 Na는 6% 체중감량후 140.57±2.19mEq/L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p<.05; 표 4, 그림 4), 초기 99.53±1.62mEq/L이었던 Cl은 6% 체중

감량후 97.13±1.09mEq/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1; 표 4, 그림 6). 반면 K는 초기 4.47

±0.34mEq/L에서 차츰 증가하여 4% 및 6% 감량시에 각각 5.56±0.48mEq/L, 

5.70±0.48mEq/L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01; 표 4, 그림 5). 



 표 4.  체중조절 전▪후 전해질 변화   

항목 초기 4% 감량후 6% 감량후 P-value

Na 146.20±2.38 142.83±2.56 140.57±2.19 .01*

(mEq/L) -3.37 -5.63* 초기-6%감량

K 4.47±0.34 5.56±0.48 5.70±0.48 .001**

(mEq/L) +1.09* +1.23** 초기-4%감량, 초기-6%감량

Cl 99.53±1.62 97.83±1.38 97.13±1.09 <.001***

(mEq/L) -1.7** -2.4** 초기-4%감량, 초기-6%감량

 Values are mean ± SD.  *p<.05, ** p<.01, ***p<.01.

그림 4. 체중감량에 따른 혈청 N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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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중감량에 따른 혈청 K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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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체중감량에 따른 혈청 Cl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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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복싱 선수를 대상으로 4%, 6% 급속한 체중감량시 체성분과 혈중 전해질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지방량과 체지방율은 감량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지방량과 체수분은 감량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감소하 다

(p<.05, p<.05). 제지방량은 초기에 비해 3.08kg, 체수분은 초기에 비해 2.57kg 각각 

줄어들었다.

 셋째, 혈중 전해질인 Na, K, Cl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p<.001). Na와 Cl은 각각 5.63mEq/L, 2.4mEq/L 감소하 고 K는 초기에 비

해 1.23mEq/L 증가하 다.

 결론적으로,  체중감량시 지방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 으나 이보다 체수분과 제지

방량의 감소에 기인한 체중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다한 체수분의 

손실은 땀의 주성분인 Na, CL(K도 포함되지만 Na와 CL에 비해 작다)의 손실도 초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전해질은 인체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생체 

내에서의 생화학적 대사에 필수요소로서 일정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인체 향상성 유

지에 실패하게 된다. 복싱선수의 경우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게임시 심각한 부상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체중감량보다는 인체가 적응 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체중조절에 들어가야 되며, 너무 많은 체중 감량의 경우는 체급을 

올려 인체의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복싱선수로서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 아

울러 계체량후 시합 때까지의  주어진 시간동안 회복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음

식물 섭취도 경기력 향상에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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