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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년여  상  12주간 순 근 운동  신체 과 체 에 어 한 향  미치는 

지  하  해 실시 었다. 근　６개월　동안　규칙적  운동  하지 않았 , 질병  신체적 상 견  없

는 년여  34  상  12주간 순 근 운동  실시하 , 신체 검사  체 검사항목  평가

하 다. 결과에  신체 검사는 체 , 체지 , 허리  든 항복에  통계적  한 차  보 ,

체 측정에 는 악 과 제 리 리뛰 에  어느 정도  향상  보 는 했지만 통계적  한 차 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 악 , 앉아 몸 앞  히 , 차 몸 키 , 10m 복달리 , 20m 복 달리 에

는 통계적  한 차 가 나타난 것  보았  , 12주간  순 근 운동  년여  신체 과 

체 에  과  보여 비만 개 과 체 진  한 운동프 그   수  것  사료 다.

주제어 : 순 근 운동, 년여 , 12주, 신체조 , 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12-week circuit weight training on their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in middle aged women. A total of 34 subjects of did not have any 

physical abnormalities or diseases, and the subjects were 12-week circuit weight tra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 Body composition component examination showed that the body weight, body fat 

percentage and waist measurement showed difference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physical fitness 

component examination showed that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y, agility, and cardiovascular endurance 

showed difference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muscular strength and reflexes showed differences tha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ircuit weight-training had an effect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examination results over 12-week. Therefore, we consider that the circuit 

weight training is recommended to middle-age women to improve body fat percentage and physic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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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만은 유 , 환경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 되며, 특히 년기의　비만도가　 격히 증가

하게　된다. 평균 40세-60세까지를 년기라하며감각의

민성이나 체력의 하 등이 큰 특징이다[1]. 특히 여성

에게 년기는 신체 인 노화와 더불어폐경이 시작되어

생식능력을 상실하는 시기로써 체력의 하와내분비 기

능의 부정 변화로 인하여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

문에 폐경 후 건강 리에 한 심과 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2,3,4]. 한 폐경으로 인하여 심·뇌 계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우

울증 등의 험성 증가 할 수 있다. 심·뇌 계 질환

험성의 경우폐경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4.5배 정도

낮은데 반해, 폐경 이후에는 10년 내에남성과 같은 수

까지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한

연령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근력과 골 도의 계는 유

의한 상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이

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증가함에 따라 년여성의 삶의

질이 하되고[8], 만성질환으로 질행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년여성과 신체활동에 한 연구보고[9]에의하면

년여성에게 운동은 신체 , 정신 으로 정 인 효과를

주며, 으로 많이 하는 운동유형으로는 달리기,

걷기, 자 거타기, 에어로빅 스, 체 부하운동, 항운

동 등이 있다. 일반 으로 비만과 사성질환 등의 방

을 해서는 항성운동의 험성과 체 감량등에 한

부정 인 인식 때문에 과거의 연구들에서는유산소성 운

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10] 최근의 연구들에서

항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상 으로 비만

련 요인에 많은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1일 소비되는

에 지의 약 70-80%에 해당하는 기 사량이 항성

운동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운동방

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11]. 특히 항성 운동 순환

근력운동(Circuit weight-training)은 유산소운동의 지방

상화의 효과와 항성운동의 근육량 증가 효과를 모두

얻을수 있는 운동방법이며[12], 생활 체육 장의 헬스클

럽에서 체력 건강 증진을 한 운동으로 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어 참여 인구가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13].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순환운동을 통해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

력, 근지구력의기 체력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체

, 비만도, 체지방률, 체지방량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14], 다른 연구에서도 순환근력운동이 비만 여

성의 체력, 신체조성 심폐기능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15]으로 나타나 서킷 트 이닝이 년, 비만 여성의

체력이나 신체조성에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기본 체력기 과 포 인

실험 상자만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체력기 에

따른 향성과 년 여성에게 순환근력운동의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신체 , 체

력 감소의 특성을 가진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이 신체조성 기 체력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년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한 운동 로그램 작성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시에 거주 인 만 45-55세의

년여성들로 평소에 규칙 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

며, 질병 신체 이상 소견이 없는 34명으로 선정하

다. 한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차를 설명

하고 이해시켜 스스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약속 받았으

며 본실험에참가한 상자의신체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Age(yrs) Height(cm) Weight(kg)

N=34 45.62±10.62 154.29±10.69 58.04±18.86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검사항목  

2.2.1 신체 검사

상자의 신체구성성분을 알아보기 하여 사 /사후

롤 나 어 신장(Height)을 측정하 다. 한 체성분분석

기 Inbody 430(Inbody, KOREA)을 이용한 체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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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weeks 5-12weeks

warm-up

(10min)
warm-up ▶warking & P.T jump▶stretching▶ stretching of each part(body)

circuit

weighttraining

(40min)

part event number/set intensity part event number/set intensity

chest
push-up

(informal)
15/3 22-25RM chest

push-up

(formal)
15/3 18-20RM

back
dumble bent

over row
15/2 22-25RM back

kettlebell bent

over row
15/2 18-20RM

shoulder Front raise 15/3 22-25RM shoulder kettlebell raise 15/3 18-20RM

trunk

l

Knee-up 15/2 22-25RM

trunk

leg raise 15/2 18-20RM

side bend 15/3 22-25RM side plank 15/3 18-20RM

crunch 15/3 22-25RM
superman back

exercise
15/3 18-20RM

lower body

back-lunge 15/3 22-25RM

lower body

kettlebell

back-lunge
15/3 18-20RM

wide squat 15/2 22-25RM squat(kettlebell) 15/3 18-20RM

calf raise 15/2 22-25RM calf raise 15/3 18-20RM

cool-down

(10min)
cool-down and stretching

<Table 3> Exercise program

과 체지방률(body fat percent)을 측정하 으며, 자를

이용하여 허리둘 를 측정하 다.

2.2.2 체 검사

기 체력검사 한 사 /사후로 나 어, 검사 10분

간 충분히 스트 칭을 실시하 으며, 부 별 피로를 가

증시키지 않기 해 악력(grip),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sit and reach), 교차윗몸일으키기(cross sit-up), 제자리

멀리뛰기(standing board jump), 10m왕복달리기(shuttle

run 10m), 20m왕복오래달리기(shuttle run 20m) 측정순

서로 측정하 으며, 정확한 측정을 하여 종목 간 충분

한 휴식시간을 두어 상자의 안정 상태 여부를 확인 후

측정을 실시하 다<Table 2>.

production

company
objective

Body

composition

analyzer

Inbody 430

Inbody

(KOREA)
Body composition test

NFA

(National

Fitness

Award)

system

Inbody

(KOREA)

physical fitness test(grip strength,

sit and reach, cross sit up,

standing borad jump, shuttle

run(10m,20m)and so on)

<Table 2> Measuring devices

2.3 운동프 그

실험 상자는 12주간 주당 일 회 60분 순환근력운동

로그램을 수행하 으며, 로그램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하 다.

2.4 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PC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 ·후간의변인 별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고, independent t -test를 실시하 다.

유의수 은 a=.05로 설정 하 다.

3. 연 결과

3.1 신체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으로 인한 신체구성성분 체

의 변화는 사 검사 시 58.04±7.40kg에서 사후검사 시

57.16±7.02kg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0.88kg 감소하

으며(p<.05), 체지방률은 사 검사 시 36.20±6.06%에서

사후검사 시 31.62±6.12%으로 4.58% 통계 으로유의하

게 감소하 다(p<.05). 한 허리둘 는 사 검사 시

82.50±7.91cm에서 사후검사 시 80.29±7.90cm으로 2.21cm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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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composition result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 vs. post at p<.05

3.2 체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으로 인한 기 체력검사　

악력의 변화는 사 검사 시 24.56±4.36kg에서 사후검사

시 25.30±4.23kg으로 0.74kg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사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그러나 상 악력은 사 검사 시 42.63±7.54%에서 사후

검사 시 44.54±7.52%으로 1.91% 통계 으로유의하게 증

가하 다(p<.05)[Fig. 2].

10

15

20

25

30

35

40

45

50

grip strength relative grip strength

pre

post

*

[Fig. 2] Physical fitness results １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 vs. post at p<.05

한 상자들의유연성은사 검사 시 14.92±6.51cm

에서 사후검사 시 18.46±5.85cm으로3.54cm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5), 근지구력 한 사 검사

시 12.82±12.83회에서 사후검사 시 17.38±14.24회로 4.56

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 상자들의

민첩성은 사 검사 시 16.03±1.90sec에서 사후검사 시

15.29±1.45sec로 0.74sec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Fig. 3].

0

2

4

6

8

10

12

14

16

18

20

sit and reach(cm) cross sit-up(times) 10m_shuttle run(sec) 20m_shuttle run(set)

pre post

*
*

*

*

[Fig. 3] Physical fitness results 2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 vs. post at p<.05

상자들의 순발력은 사 검사 시 111.38±24.56cm에

서 사후검사 시 113.97±25.31cm 로 2.59cm회 증가하 으

나, 통계 으로 사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4. 논

다른 연령 에 비해 년기는 지방 축 의 정도가 높

고 부분 운동　부족과　 양의　과잉 섭취로 총지방량

이 증가하며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체지방을 일 수

있다[16]. 이와 련 있는 선행연구를살펴보면 8주간순

환운동을 실시하 을 때 운동 /후에 체 이　통계 으

로 유의한감소를 나타냈으며[17], 고령의 여성들에게 복

합운동을 12주간 실시한 연구에서는 복부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감소하 다[18,19,20]. 한 순환운동에 한

연구에서는 체지방률이 운동 /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21], WHR의 경우 년비만여성들 에게 순환운동을

실시하 을 때 비만 지표에 정 인 향을 미치며[22],

복합운동 연구에서도 운동 /후에 복부지방률에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23]. 한 이충일[24]은 비

만여성에게　서킷 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체 , 체지방

률, 체지방량의　유의한 감소 결과를 보 고，Wilmore

등[25]도 서킷 트 이닝을 실시하 을 때　운동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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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방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 하 다．　본 연

구에서도 체 , 체지방률, 허리둘 의 측정　결과, 모든

측정　신체조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

며(p<.05)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고한 선행연구와 같

이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이 신체조성을 개선하는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력운동은 년여성들에게도 근력 근 횡단면 을

증가시키며 감소된 기 체력 운동기능을향상에 도움

을 다. 이와 련하여 이석인[26]도 웨이트 트 이닝과

서킷 트 이닝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근력이 증가

한 것으로 보고하 다. 이충일[27]와 Wilmore 등[25]도

서킷 트 이닝이 근력을 유의하게 증가하게한다고 하

다. 반면, 김숙희와 조 철[28]은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

과 악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 으며, 김갑구[29]의 연

구에 의하면 웨이트 트 이닝과 서킷트 이닝 집단에서

운동　 /후 악력을 비교한 결과， 웨이트 트 이닝, 서

킷 웨이트트 이닝 집단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 으나　

서킷 웨이트트 이닝 집단이 좀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 다. 한 엄우섭과 조기경[30]의 연구와 김문희와 김

기범[31]의 연구에서 서킷 트 이닝 후 유연성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박 섭[32]은　12주간 년비만여

성을　 상으로　운동을 실시한결과，교차윗몸일으키기

의　횟수가 증가하 다. 장재훈[19]의 연구도　운동 /후

에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김갑구[29]의 연구에 의하면 서킷트 이닝 후 일반 성인

의 변화에서도 운동 /후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김분희와 김기범[31]의 연구에서도 서킷트 이닝

후 년여성에서도 운동 /후 유의하게 근지구력이 증

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이종오[33]는 12주간 서킷트

이닝 후 성인여성에게서 순발력과　민첩성의 유의한 증

가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윤호 [34]은 서킷 웨이

트트 이닝을 10주간 실시하 을 때 최 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한 Wilmore[25],

Katch et al.[16], Getman과 Pollock[35]은 서킷 웨이트트

이닝을실시한 사람들에게서　유산소성능력이 향상되

었다고 보고하 으며, 박경민[17]의 8주간순환운동 연구

에서 심폐지구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악력과 순발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는 않았지만, 운동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상 악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심

폐지구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p<.05)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이 신체조성 기 체력을 정

으로개선하는데일정수 의효과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5. 결

본 연구는 년여성　 상자들에게　12주간의 순환근

력운동이　신체구성(체 , 체지방률, 허리둘 ) 기

체력(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

력)의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은 년여성의 체 , 체지방

률, 허리둘 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5).

2.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은 년여성의 근력(상 악

력), 유연성(윗몸앞으로굽히기), 근지구력(교차윗몸

일으키기), 민첩성(10m왕복달리기), 심폐지구력

(20m왕복오래달리기)을유의하게증가시켰다(p<.05).

3.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은 년여성의 근력(악력),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12주간의 순환근력운동이 년여

성의 근력(악력)과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을 제외한 신

체조성(체 , 체지방률, 허리둘 )과 기 체력(상 악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년여성들의 비만 개선과 체력증진을 한 운

동 로그램으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

나 실험 상자를 시에 거주하는 상자로 제한한 것

과 체력조건 유 인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 양

상태 식습 을 직 통제하지 못한 , 실험기간

상자의 개인 생활을 완 히 통제 하지 못했다는

에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련 연구에

서는 이 들을 보완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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