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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학회를 위해 활동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

고, 회원 여러분의 탁월한 학문적 성취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건용 총장대행님과 스포츠과학과 교수님,

2019년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국내 체육 분야에서 빙상 종목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혁신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의 제
정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운영되어 온 우리

나라 전문체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조화롭게 어울려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체육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지난 5월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생활체육

・학교체육・전문체육의 선진적 구조’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선진적 구조
로 첫째, 지역체육회가 중심이 된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순환적 스포츠 생태계 모델의 제안, 둘째, 독일의 학교체육과
같이 학교체육과 스프츠클럽 중심의 학교 밖의 생활체육과의 유기적 관계, 셋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접점에서 발생되는 파열음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통합과 상생해야 함 등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국외를 살펴보면 내년 2020년 7월에 도쿄에서 1964년에 이어 두 번째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

니다. 일본은 전문체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준비해오면서 많은 우수한 학교 및 생활체육 시설을 기반으
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습을 통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조화로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전문체육의 안착
을 가져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토대로 이번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를 ‘올림픽과 생활체육의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 정했고, 특히 기존의 체육학 내의 인문사회 분야의 관점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경
청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iv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끝으로 오늘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친애하는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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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사회체육학회장 및 학회 회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올림픽과 생활체육의 지속가능한 공존’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체육학회 학

술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우리 대학은 1910년 개교이래 2012년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국립종합

대학교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SeoulTech 3대 교육목표인 창의교육, 인문교육,
실천적 전공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 인류를 위해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세계속의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
지고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의 생활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그동안 엘리트선수들의 무대로만 여겨왔던 올림픽이 어떻게 하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
는지를 다양한 학문적 견해와 고견, 폭 넓은 문제들을 토론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김승재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본교 스포츠과학과 고재옥 교수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한국사회체육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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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 및 구매의도 분석
*신재호 고려대학교
Purpose: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써 e스포츠가 등장하였는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e스포츠를 ‘게

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라고 정의하였다. e스포츠는 현재
2018년 5월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협회를 최종 승인하면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시범종목인 e

스포츠 경기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여 관람 스포츠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신은서, 2018; 이기욱,

2019). 이렇게 발전하는 e스포츠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달리 게임기능과 여가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매우 간단
하게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개인의 관여수준에 따라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온 · 오프라인 커뮤니

티 등을 통해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서구원, 이영철, 이효례, 2006). 사회, 경

제적인 시점에서 보면 e스포츠의 소비자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인 광고매체와 스포츠 스폰
서십보다 노출 시간이 길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임하나, 2008).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박현정

(2010)은 스포츠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는 동기 및 관심정
도를 나타내는 소비자의 관여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스폰서십

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나 단순한 관여의 수준, 스폰서십 효과만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e스포츠 관여도 같은 상황
적 변수의 영향을 크게 다루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e스포츠 소비자들의 스폰서십 인식을 알아보기엔 부족했다. 본 연

구는 스포츠 관여도를 중심으로 새로이 발전하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하여 e스포츠 관여도의 시점으로 접근하고자 한

다. 또한 국내 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 및 구매의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여도
를 보이는 소비자들이 스폰서십 기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나아가 스폰서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Methods: 스포츠 경기장을 찾아온 관람객과 직접/간접적으로 e스포츠를 참여했던 만 15세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국내 e스포츠 리그(2019 HOT6 펍지 코리아 리그 페이즈 3)를 관전하는

참여자들과 e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잠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를 직접 체험하
거나 간접적으로 시청 · 방문한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관한 10문항과 스포츠 관여도 11문항, 스폰서십 인식 15문항, 제품 구매의도 5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 내용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 교수 1인, 전공 박사 3인으로부터 본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총 351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정한 패턴의 답을 하거나 결측치가 나타난 설문지 26개를 제외한 325
* wof0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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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Results: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요인과 구매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

설은 성별과 직업에 있어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나 직업에 있어서 e스포츠
스폰서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 · 간접 참여 빈도에 대한 e스포츠 스폰서십 인

식 차이는 기업이미지 인식과 신뢰 구축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접 참여를 한 참여자의 신뢰 구축 인식에

서만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접 · 간접 참여 시간에 대한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차이는 간접 참여를 한 참여자만
이 신뢰 구축 인식과 e스포츠 이벤트 기여 인식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매의도에서는 직접 · 간접 참여 빈도

와 시간 모두 간접 참여를 한 참여자의 구매의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e스포츠 관여도에 따라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기업 이미지, 신뢰 구축, 커뮤니케이션 수단, e스포츠 이벤트 기여)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e스포츠 이벤트 기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이미지와 신뢰 구축에 대해서는 e스

포츠 관여유형중 하나인 e스포츠 간접 관여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e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e스포츠 이벤트기여를 달성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e스포츠 참여자들의 관여
에 있어 효과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 구축는 간접 관여를 지닌 참여자들에게
만 그 효과가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e스포츠 관여도에 따라 e스포츠 제품 구매의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은 e스포츠 간접 관여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스폰서십 참여 기업들의 측면에서, e스포

츠에 대한 관람 · 시청을 통한 간접 참여자들이 직접 e스포츠 활동을 하는 직접 참여자들에 비해 e스포츠 스폰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더 높게 가지고 있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Conclusion: 이는 앞으로 e스포츠 스폰서십을 기획하는 기업들이 어떤 e스포츠 소비자의 관여유형에 따라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또한 초점을 맞춘 소비자들에게 어떤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여 e스포츠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Key Words：e스포츠, 관여도, 관여유형, 스폰서십 인식,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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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공운동 참가 여성노인의 재미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여인금 · *이재범 명지대학교
Purpose: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생리적, 사회적인 변화를 크게 겪게 되며 질병, 사회적인 역할 상실,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양옥남, 김혜경, 김미숙, 정순돌, 2008).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
명은 남자 79.4세, 여자 85.7세로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1.4년, 여자는 2.3년이 높고 유병기간을 제
외한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17). 이에 본 연구는 한방기공운동에 참가하는 여성노인의 재미요

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령, 학력, 운동경력 등의 배경변인
이 재미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하였고, 한방기공운동 재미 변인의 하위 요인인 한방기공운동 참여 후 체
력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가족지원, 대인 관계, 학습관련의 요인이 배경 변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며,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Methods: 본 연구에서는 한방기공운동 참가 여성노인의 재미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재미에 대한 측정도구는 최유석, 이상범(2018)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 노인의 조사에 맞
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의 문항은 체력 및 건강 5문항, 칭찬 및 즐거움 5문항, 가족지원

4문항, 대인관계 4문항, 학습관련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ɑ 0.915, 0.847,

0.826, 0.805, 0.939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냈다. 또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측정
도구는 Reivich와 Shatte의 RQT(The Resilience Quotient Test)에 근거하여 김주환(2011)이 계발한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자기조절능력 9문항,
대인관계능력 9문항, 긍정성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자기조절능력이

.874, 대인관계 능력이 .843, 긍정성이 .786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는 S시의 Y구와 G도
S시의 복지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운동교실의 참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al sampling)에 의해 연구의 대상을 표집 하였
다. 조사기간은 2019년 2월부터 4주간 실시되었으며, 140부가 연구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배경 변인인 연령, 학력
및 운동경력과 재미변인 및 회복탄력성 변인의 다원배치 분산분석(multi-way ANOVA)은 유의수준 .05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방기공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노인의 재미변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esults: 여성노인의 배경 변인에 따라 연령은 체력 및 건강 요인, 가족지원 요인, 대인관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
* jaebumlee@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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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냈다. 학력은 체력 및 건강 요인, 가족지원 요인, 학습관련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운동경력은

즐거움 요인, 가족지원 요인, 대인관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
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에타제곱(η2)을 보면, 연령에 따른 영향력은 재미변인에서 가족지원 요인, 대인관계 요인 순으
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 변인은 자기조절능력 요인, 긍정성 요인, 대인관계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영향력은 재미변인에서 학습관련 요인, 체력 및 건강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 변인에서는 대인관계 능력
요인, 자기조절능력 요인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운동경력은 재미변인에서 즐거움 요인, 대인관계 요인 순으로 나타났

으며, 회복탄력성 변인에서는 대인관계 능력 요인, 긍정성 요인, 자기조절 능력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미변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재미변인의 5개 하위요인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과 인과적 관계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미 변인의 하위요인은 회복탄력성 변인과의 전체적 영향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서는 대인관
계, 가족지원, 학습관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한방기공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노인들의 연령, 학력, 운동경력에

따라 재미와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한 운동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

이 수행하는 한방기공운동의 재미요인이 노년의 삶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에 유의미한 관계

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으로서 한방기공운동이 과학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이며, 여성노인들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건강을 유지, 회복,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전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Key Words：한방기공운동, 여성노인, 재미,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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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tadiums: A development process
t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League spectators' support for
club green policies
Hosoon Cho · *Seong Ok Lyu Korea University

Purpose: Environmental issue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lives and sport industries pay

much attention to sustainability. Spor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through constructing
facilities and waste disposal during the event, but it has begun environmental initiatives to decrease its

impact. Whil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sport facility sustainability,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designed to better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responsible behavior. In the sport
places even sustainable facilities, spectators behave only waste consumption oriented behaviors. They do

not have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far from conserv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kinds of sportscape physical factors positively influence spectators’ place attachment

and which attachment variables lead environmentally responsibility behavior and support for club green
policies that intend behavior with sport spectating.

Methods: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survey to gather data. This research utilized Korea Baseball Or-

ganization (KBO) League spectators who were older than 20-year-old and visited ball park at least once last
twelve months. This research instrument was generated with the variables of sportscape, place attachmen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and support. The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four dimensions of sportscape (accessibility, seating, display, food), two dimensions of place attachment (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two dimension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general ERB,

site-specific ERB), and one dimension of support. Constructs variable questions were answered sevenpoint Likert response format with points used to measure items. Th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ssessed
using SPSS 18. A set of hypothesis for this study was tested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echniques with AMOS 18. Two-step (measurement and structural model) approach used to analyze study
data.

Results: This study was examined the measurement model to test interrelationship underlying pat-

terns among a few latent constructs. The measurement model indicated a satisfactory fit to data. Chisquare (c2)/degree of freedom ratio (604.894/288=2.100, p<0.005). Chi-square (c2)/degree of freedom ratio
* watchdog8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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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structural model
Path

Regression Weights

Standard Error

t-value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Accessibility → Place Dependence
Accessibility → Place Identity
Seating → Place Dependence
Seating → Place Identity
Display → Place Dependence
Display → Place Identity
Food → Place Dependence
Food → Place Identity

.026
.012
.013
.119
.428
.206
.013
.168

.051
.066
.064
.082
.071
.085
.067
.085

.511
.176
.206
1.447
6.025*
2.429*
.189
1.969*

Not Supported
Not Supported
Not Supported
Not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Not Supported
Supported

H2-1
H2-2
H2-3
H2-4

Place Dependence → General ERB
Place Dependence → Site-specific ERB
Place Identity → General ERB
Place Identity → Site-specific ERB

.204
.476
.323
.081

.065
.059
.057
.041

3.123*
8.004*
5.683*
1.975*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H3-1
H3-2

General ERB → Support
Site-specific ERB → Support

.626
.637

.081
.097

7.763*
6.556*

Supported
Supported

* indicates 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05

of this study presents for reference. The measurement model revealed adequate fit indicies (i.e., IFI=0.93,

TLI=0.91, CFI=0.93, and RMSEA=0.062). The composite reliability scores for nine different latent variables
demonstrated acceptable levels with coefficients in 0.6. The t-value of all indicator coefficients ranged

from 7.134 to 16.887. They were acceptable convergent validity. Also discriminant validity is deemed satisfactory.

The structural model was examined using a path analysis. Several fit indices (IFI=0.897, TLI=0.880,

CFI=0.896, and RMSEA=0.074) also demonstrated acceptable. Table 1 demonstrates result of structural
model.

Conclusion: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among sportscape, place at-

tachmen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and support for green policies. In particular, to assess

spectator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at enhance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mportant
to operators who manage the environmental policies. Promoting environmental responsible behavior

seems to be the finest way in destination sustainability and effects support on policy of club. KBO spectators have showed that display of sportscape impacts place attachment (place dependence and place attachment), and food dimension of sportscape positively influences place identity. Place attachment positively affect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fluences
support for club green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stadium, marketing and management operators should establish specif-

ic programs to enhance place attachment for the destination that can perform environmentally respon-

sible behavior. To approach awareness to persuade spectators recommended. Clubs would better make
plans about general awareness campaign, what way is toward environmental responsible behavior in the

ball park in detail, inducing use of reusable materials, and compensating meaningful actions. Good use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7

of display could inform pro-environmental behaviors and policies effectively. Also promoting with social

networks is another chance to widen good behaviors and policies to a lot of people. They have to make

policies to collect trash with rules in designated places, separate trash, and compensate spectators who
use re-usable containers.

Key Words：sportscape, place attachment,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ehavi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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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프로그램 참가노인의 신체활동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박성혜 · *이재범 명지대학교
Purpose: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수반한 문제들은 각각

의 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풀어야할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
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초 고령화 시대(super-aging)의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725만 7,288명으로서 10년 전에 비해 3.8% 증가하여 전체인구 5,175만 명

중 14%가 넘어서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마지
막 과정이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은퇴에서 오는 경제적 능
력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약화나 단절, 무관심,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고독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김옥희, 2013; 김덕중, 오태한, 2019; 이민숙,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신체활동 경험
과 사회적 지지에 관하여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해보고자 실시하였다.

Methods: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체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지각하는 내용에 대해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진
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의 본성, 의미, 본질적인 구조를 밝혀주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 맥락에 대해 인간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여 철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eidman, 1988).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mery, 1983). 참가
자는 건강백세운동에 6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인 6명과 남성노인 2명이며 심층면담은 2019년 2월부터 3월까

지 이루어졌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Giorgi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전사, 주제별 코드화, 범주화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Results: 연구의 과정은 4단계의 분석 틀을 통해 총체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내용 파악, 의미 단위의 분절, 학문적 언

어로 변형하기, 전환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는 분석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상황적 구조 진술과 일반적 구조 진
술에서는 총 90개의 의미 단위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 5개의 구성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합 분석된

결과는 70개의 의미단위를 통해 17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발견 되었으며, 5개의 구성요소로 최종 통합되었다. 구성요
소의 첫 번째는 건강중재의 체험으로서 체력 및 건강의 변화, 건강 환경에 대한 통제력, 생활의 활력소, 스트레스 해소
등 4가지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신체활동 학습에 대한 교육적 체험으로서 신체활동
* jaebumlee@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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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의 필요, 생활 속의 다양한 신체활동, 운동 안전에 대한 체험 등 3가지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신

체활동 프로그램 지도자의 역할로서 지도자의 역량, 지도자의 칭찬과 즐거움의 2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장비와 시설, 환경에 대한 체험으로서 운동 장비 필요성 체험, 시설과 장비 부족의 아쉬움, 주

변 환경의 만족과 불만족 등 3가지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건강운동프로그램에 관련한 사회적 지지에 대
한 하위 구성요소이며, 관계형성의 변화, 가족의 지원, 정부단체의 지원 등 3가지로 최종 확인되었다.

Conclusion: 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의 건강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해결에 대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건강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노인의 신
체활동 체험에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중재 체험, 교육적 체험, 지도자 역량, 장비와 시설, 환경의 체험,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정부 시책 프로그램인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
체활동 경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 건강증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Key Words：건강운동프로그램, 노인, 신체활동,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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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법 해외사레 연구
정태린 ·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Purpose: 스포츠 분야의 약물오남용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면서, 각 국가별로 도핑방지 정책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일본 등 12개국은 1990년 이후 별도의 반도핑법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중국, 미국도 반도핑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도핑방지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도핑 방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Methods: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의 반도핑법의 원문을 수집·비교, 분석하여 도핑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도핑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
다. 분석의 틀은 입법목적, 적용대상, 주요내용, 헝사처벌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Results: 각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확

인되다. 즉 도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임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약물관리법」(Con-

trolled Substances Act)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관리법」(Anabolic Steroids Control Act)을 입법화하고 있으

며, 최근 국제대회에서의 도핑약물의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보상까지 정의하는「H.R. 835」이 발의되었다..
독일은 「의약품법」외 사용, 구입, 유통,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도핑법」을 개별입법화 하

고 있다. 일본은 스포츠 기본법을 마련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핑
방지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탈리아는 2000년에 「스포츠와 도핑방지 활동을 위한 건강

기준에 관한 법률」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도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사례에서도 도핑방지를 위한 개별법안이 마련되어 있엇고, 이를 비교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Conclusion: 도핑방지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은 확인되었다. 다만 국내에 반도핑법(혹은 도핑방지법)이 제정될 때,

국내 법제도 상황에서 도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정도 및 적용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도핑 행위가 의료 ·약료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및
기타 치료 행위 관련 법률들과의 충돌 여부 및 법 체계상의 문제 등과 국민정서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Key Words：도핑, 반도핑법, 해외사례, 비교 연구, 스포츠정책
* ynoh@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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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이 비만형 당뇨병 여성노인의 신체구성과
HOMA-IR 및 혈중 비스파틴에 미치는 영향
허승재 · 박정민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에서는 비만형 당뇨병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중재적 유산소 운동이 신체구성과 HOMA-IR 및 혈

중 비스파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비만형 당뇨병 여성 노인의 유병률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자 C지역 G시에 거주하는 65세 비만형이며 당뇨병 위험군이거나 당뇨병 노인 여성으로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66명으로 산출되었지만 본 연구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75

명을 무선표집하여 구성 하였다. 대상자는 비만형 당뇨병 위험군이며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그룹(Control Group/n=25), 중재적 유산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만형 당뇨병 위험군 여성노인 그룹(Obesity Diabetes

Risk Exercise Group/n=25), 중재적 유산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만형 당뇨병 여성 노인 그룹(Obesity Diabetes
Exercise Group/n=25)으로 구분할 것이며, 운동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주 3회 60분씩 진행하였다.

Results: 신체구성의 경우 ODREG와 ODEG에서 체중, 체지방률, 체지방량에서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하지만 신체질량지수와 WHR에서는 감소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지방량은 증가하였지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G에서는 신체구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HOMA-IR의 경우 ODREG와
ODEG에서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CG에서는 증가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스파틴의 경우 ODREG와 ODEG에서 감소하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CG에서는 증가 하였지만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onclusion: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재적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이 비만형 당뇨병 여성노인의 신체구성과 HOMA-

IR 및 혈중 비스파틴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신체 생리학적 변화와 신진
대사의 변화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 특성과 의학적 소견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Key Words：비만, 당뇨, HOMA-IR, 비스파틴, 중재적 유산소 프로그램

* hyun6441@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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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수련을 통한 신체활동량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신체구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승진식 · 정민기 · 정현훈 · 백선홍 · 김윤환 · 박재현 · 안성대
조우삼(曹又参) · 김세은 · 민도겸 · 명한나 · 박일규 · 박상갑 · *김은희 동아대학교

Purpose: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6~9세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정
보화진흥원, 2019). 과의존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시력 및 근골격계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Schweizer 등,

2017), 우울 및 불안 등 정신적 문제(Demirci 등, 2015)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만제, 2009)과 학교 생활 부적
응(채경혁, 2013) 등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동기의 경우 성인기에 비해 약

30%의 근력과 70%의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시기이고(이형국, 2013),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신체활동 및 발육발달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우종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구성과 또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Methods: 연구대상은 C시 J구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관찰자용 유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를 제공하고 자가 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여, 잠재적 위험군 이상의 아동으로 하였다. 모
든 연구 기준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태권도 수련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12명씩 무선 배정 하였다. 신체구성은 체성분

분석기(Body Composition Analyzer VENUS 5.5, Jawon medical Co.,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량,
제지방량과 체지방률을 측정하고,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는 체중/신장(kg/m2)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
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설문지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유아동용 스마트

폰 과의존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래 관계 검사는 대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검사로 홍옥순(1984)이 개발한 자료를 김태희(2005)가 수정, 보완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태권도 프로그램은 기본동작과 품새 및 발차기로 구성된 태권도수련을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였다.
1~4주는, 9~11 RPE, 5~8주는 11~13 RPE, 9~12주는 13~14 RPE로 실시하였다.

Results: 또래관계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태권도군과 대조군의 전과 12주 후 body

height(p<.01), confidence(p<.05), respect(p<.001), peer relationship(p<.001)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smartphone usage levels(p<.01)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ody mass index(p=.010),
confidence(p=.013), respect(p=.000), peer relationship(p=.000), smartphone usage levels(p=.001)는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ehk1959@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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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s of peer relationship and smartphone usage levels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 diff

p-value
(interaction)

Confidence(score)

Taekwondo
Control

79.92±7.99
69.67±10.92

84.92±6.93
69.75±11.38

6.26*
0.12

.013

Respect(score)

Taekwondo
Control

83.08±6.01
76.33±11.56

89.00±4.67
74.83±11.67

7.12***
-1.97*

.000

Peer relationship(score)

Taekwondo
Control

163.00±11.93
146.00±20.88

173.92±8.04
144.58±21.12

6.70***
-0.97

.000

Smartphone usage levels(score)

Taekwondo
Control

25.92±1.78
25.42±1.00

22.58±2.61
25.92±1.44

-12.86**
1.97

.001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p<.05, **p<.01, ***p<.001

Conclusion: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들의 신체구성의 개선으로 증가된 신체활동량이 스마

트폰 과의존을 감소시켜서 또래 관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Key Words：태권도수련, 신체활동량, 스마트폰 과의존,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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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프로그램이 고혈압 고령 여성의 건강관련체력과
심혈관 위험인자 및 심외막 지방에 미치는 영향
김윤환 · 안성대 · 정현훈 · 정민기 · 박재현 · 백선홍 · 조우삼(曹又参)
승진식 · 김세은 · 박일규 · 민도겸 · 명한나 · 김은희 · *박상갑 동아대학교

Purpose: 65세 이상 고혈압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1회 9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여 건강관련체력과 심

혈관 위험인자, 염증인자 및 심외막 지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Methods: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노인 여성 20명을 태권도군(n=10)과 대조군(n=10)으로

분류하였다. 2. 신체구성은 체성분 분석기(Body Composition Analyzer VENUS 5.5, Jawon medical Co., 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혈압은 무수은혈압계(CK-E301, Chin Kow Medical Instrument Co., Ltd., Taiwan)를 사

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리고 맥압은 SBP-DBP 공식으로 산출하였고, 평균동맥압은 [MAP=DBP+((SBP-DBP)/3)]로 산
출하였다. 또한 안정시 심근산소 소비량은 (RHR×SBP)÷1,000으로 산출하였다(Gobel et al., 1978). 3. 신체활동

량 및 좌식행동 측정은 가속도계(Kenz lifecorder,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보행 수와 신체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제외한 수면시간, TV시청, 독서하기, 운전하기 등 모든 좌식행동을 분석하였다(Park et al.,
2014). 4. 건강관련체력은 ACSM(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관련 체력 요소를 참조하여 근체력, 유연성, 심폐지구

력을 측정하였다. 5. 심외막지방의 두께는 EAT는 64채널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MDCT)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6.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은 ACSM(2018)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환자를 위한 권고사

항을 참고하였으며(Pescatello et al., 2015), Jeong et al. (2018)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1회 90분, 주 3
회, 12주간 실시하였다. 7. 태권도 프로그램 실시 전과 12 후에 혈중지질과 염증인자 및 심혈관 위험인자를 채혈하여
분석하였다. 8. 통계학적 분석은 SPSS 22.0 windows 소프트웨어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12주 후 태권도 프로그램은 대조군에 비해 고혈압 노인 여성의 신체구성과 혈압, 건강관련체력, 심

혈관 위험인자 및 심외막 지방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외막지방은 IL-1β(r=.530, p<.05), MCP1(r=.524, p<.05), TG(r=.493, p<.05) 그리고 Sedentary behavior(r=.459,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LBM(r=-.453,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Conclusion: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 고혈압 고령 여성들의 건강관련체력을 향상시켜 염증 인자 및 혈관 유착분

자가 개선되었고, 특히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인 심외막지방의 감소가 확인되어 심질환 예방을 통
한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Key Words：태권도, 고혈압 고령 여성, 건강관련체력, 심혈관 위험인자 심외막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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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련이 대사증후군
고령여성의 대퇴근육량과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박재현 · 정현훈 · 정민기 · 김은희 · 승진식 · 백선홍 · 김윤환 · 안성대
조우삼(曹又参) · 김세은 · 민도겸 · 명한나 · 박일규 · *박상갑 동아대학교

Purpose: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이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1.0%로 차지하

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국민건강보험, 2017). 특히, 신체활동부족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근육감
소와 낮은 허벅지둘레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질환 및 조기사망과 관련이 있고(Han et al., 2018), 대사증후
군의 발병 및 만성 염증의 유발을 통한(Dontsov et al., 2013),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의 발병 원인이

된다(Jung et al., 2014). 따라서 복합운동 효과가 있는 태권도를 실시하여 대퇴근육랑과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Methods: 연구대상은 전문의에 의해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고(Alberti et al., 2005), 신체활동에 제약이 없는 65

세 이상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군 13명, 대조군 13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신체구성 및 대퇴근육량은 체성분

분석기(Body Composition Analyzer VENUS 5.5, Jawon medical Co., Korea), 신장, 체중, BMI, 제지방량, 체

지방률, WHR (Waist Hip Ratio)로 혈압은 무수은 혈압계(CK-E301, Chin Kow Medical Instrument Co., Ltd.,
Taiwan)를 이용하였고,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은 [MAP=DBP+((SBP-DBP)/3)], 대퇴근육
량은 CT Max II(General Electric C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액검사에서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 FBG)은 효소법(Enzymatic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인
슐린저항성 지수(HOMA-IR)는 [fasting insulin(μU/㎖)×fasting plasma glucose(mg/dl) / 405 으로 산출하였다.

태권도프로그램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각각 10분씩, 본 운동 40분,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

램의 구성은 태권도 기본동작과 발차기를 이용하여 저항운동 위주로 구성하였다. 각 동작은 10회씩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1~4주는 기본동작 위주의 운동을 익히고 반복해서 실시하였으며, 5~8주는 태권도 동작을 10회 2세트,
9~12주는 태권도 동작을 10회 3세트 실시하여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실시하였다

Results: 12주 후 대퇴근육량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변화는<Table 1>과 같다. 태권도군은 12주 후 fasting

blood glucose(p<.05)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thigh muscle mass(p<.05)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그리고 waist

circumference(p=.014), triglyceride(p=.029),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p=.028), diastolic blood
pressure(p=.005),fasting blood glucose(p=.005) 그리고 thigh muscle mass(p=.013) 는 그룹과 시기 간의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한편 thigh muscle mass 과 HOMA-IR(r=-.487,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 hnjm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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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s of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 diff

p-value
(interaction)

Thigh muscle mass (mm2)

Taekwondo
Control

8913.44±1695.53
8367.56±1138.79

9804.56±1331.31
8305.33±968.63

10.00*
-0.74

.013

Waist circumference (cm)

Taekwondo
Control

92.36±6.68
90.21±5.88

89.29±5.27
90.74±5.14

-3.32
0.59

.014

Triglyceride (mg/dL)

Taekwondo
Control

126.00±43.30
132.56±48.13

92.78±23.95
144.33±43.68

-26.37
8.89

.029

High density ipoprotein
cholesterol(mg/dL)

Taekwondo
Control

56.44±12.02
60.00±19.03

64.44±11.64
51.00±6.28

14.17
-15.00

.028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Taekwondo
Control

145.89±14.10
152.11±18.32

140.89±6.64
153.67±11.22

-3.43
1.02

.33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Taekwondo
Control

86.89±14.22
81.89±9.82

77.44±10.85
82.78±7.16

-10.87
1.09

.005

Fasting blood glucose (mg/dL)

Taekwondo
Control

120.56±13.70
117.44±8.95

100.44±12.89
120.56±6.73

-16.68*
2.65

.005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 *p<.05

Conclusion: 태권도가 고령여성의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의 개선과 대퇴근육량을 증가시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

시키는 것을 확인 하였다.

Key Words：태권도, 대사증후군, 대퇴근육량, 인슐린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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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와 인지과제가 고령여성의 근육감소증과 치매인자에 미치는 영향
백선홍 · 박재현 · 정현훈 · 정민기 · 승진식 · 김윤환 · 안성대 · 박일규
조우삼(曹又参) · 김세은 · 민도겸 · 명한나 · 홍가람 · 김은희 · * 박상갑 동아대학교
Purpose: 65세 이상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인지과제 프로그램을 1회 60분 주 3회 12 주간 실시하여 근육

감소증과 치매관련인자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대상자의 근육감소증의 판정 기준은 Chen 등(2014)의 아시아 여성 기준치를 참조하였으며, 악력 18kg

미만, 4m 보행속도 0.8m/s 미만, 그리고 bioimpedance analysis (BIA) 기준으로 ASMI가 5.7kg/m2 인 태권도군 10
명, 대조군 10명으로 하였다. 측정은 혈압, 치매선별 (MMSE-DS), 주관적 인지기능 (K-DSQ), 우울지수 (GDS-K) 혈액

(Irisin, BDNF, β-amyloid)을 측정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태권도와 인지과제 프로그램은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였으며 인지과제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시간에 실시하였다. 1~6주는 태권도 기본동작, 7~12주는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바탕으로 품새와 태권체조로 구성하였다.

Results: 근육감소증 변화는(Table 1)같다. 태권도군은 ASMI(p<.01), 악력(p<.05)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4m 보행속도(p<.01)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은 4m 보행속도(p<.01)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SMI(p=.009), 악력(p=.018), 4m 보행속도(p=<.001) 에서 그룹과 시기 간 유의한 상호작용
이 나타났다.

Table 1. The changes of sarcopenia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 diff

p-value
(Interaction)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index (kg/m2)

Taekwondo
Control

5.61±0.49
5.56±0.43

5.70±0.34
5.47±0.41

2.60**
-1.75

.009

Hand grip strength (kg) (Dominant)

Taekwondo
Control

17.30±2.08
17.10±1.49

19.09±1.43
16.97±1.39

10.35*
-0.76

.018

4m gait speed (m/s)

Taekwondo
Control

0.90±0.10
0.87±0.20

0.78±0.08
1.01±0.16

-13.69**
15.96**

<.001

Values are means± 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 *p<.05, **p<.01

Conclusion: 근육감소증 위험인자와 인지기능, BDNF, Irisin을 향상시키고, β-amyloid 를 감소시켜 태권도와 인

지과제 프로그램이 효과가 고령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규명하였다
* sgpark@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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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s of dementia factors between the groups at baseline and after 12 weeks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 diff

p-value
(Interaction)

MMSE-DS (score)

Taekwondo
Control

27.27±1.27
27.50±1.51

28.00±1.34
27.08±1.56

2.67
-1.52

.051

K-DSQ (score)

Taekwondo
Control

5.73±2.87
5.90±2.88

3.00±1.67
8.50±3.66

-47.62**
44.07*

<.001

GDS-K (score)

Taekwondo
Control

15.64±1.75
16.00±1.76

13.18±2.14
18.80±2.10

-15.70**
17.50**

<.001

Irisin (μg/mL)

Taekwondo
Control

8.14±1.17
9.97±3.82

7.55±1.47
7.20±1.68

-7.16
-23.6

.270

β-amyloid (pg/mL)

Taekwondo
Control

3.55±2.02
3.22±2.29

2.88±1.32
3.36±1.16

-18.74**
4.42

.003

BDNF (pg/mL)

Taekwondo
Control

24134.67±3889.04
24769.75±7945.22

29933.33±2626.50
20705.83±3126.01

24.03**
-16.41

.002

Values are means± standard deviation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 *p<.05, **p<.01
MMSE-DS: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K-DSQ: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GDS-K: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Key Words：태권도, 인지과제, 고령여성, 근육감소증, 치매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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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 규칙 개정이 겨루기 태권도 선수의 상단공격 빈도와 뇌진탕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고재옥 · *김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urpose: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대폭 개정되는 태권도의 경기 규칙은 경기 스타일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

다. 이는 겨루기 기술발전, 공정한 심판, 경기내용의 흥미와 박진감을 높여 무도 태권도가 스포츠로 올림픽 경기에 정
식 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2001년까지 겨루기 태권도 경기 규칙은 얼굴과 몸통 부위 유효한 공격에 대하

여 모두 동일하게 1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이는 선수들의 발차기 기술을 단조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태권도의 경기
내용은 흥미와 박진감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기술향상 또한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태권

도 경기 규칙에 차등점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차등점수제의 핵심은 상단공격에 더 많은 득점을 부여하여 경기기술의
향상과 관중의 흥미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단공격에 대한 고득점 제도는 선수들의 상단발차기 빈도를 높일 수

있어, 선수들의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올해 2019년 개정된 경기 규
칙에서 머리 부위 공격은 3점에서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상대 선수의 머리 부위는 단시간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주 공략 부위가 되었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 차등점수제 개정 이후 상단공격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상단공격의 증가로 인한 뇌진탕 발생에 대한 염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태권도

종목의 스포츠 관련 뇌진탕에 관한 연구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청소년기를 지나 근력이 완

성되고 근파워와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여겨지는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 겨루기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관찰과 1 대 1 현장인터뷰를 통해 시합 중 상단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발생 여부를 확인 후, 뇌진탕 발생률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Methods: 본 연구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방법(a prospective cohort design)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2019년 07

월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총 327명 중 시합 후 인터뷰에 동의한 109명의 선수 (남자 63명, 여

자 4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0.23 (SD±1.6) 세이다. 측정 도구로는 유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구조화된 1:1 인터뷰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알맞게 수정 및 보완 후 활용하였다. 상단공격 빈도와 뇌진

탕 발생률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하였고, 전체 상단공격 빈도에 따른 뇌진탕 발생 여부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 T 검

정을 시행하였다. 뇌진탕 발생률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변인들에 대해서는 상단공격 목격 여부와 피하기나 방어

시도 여부, 상단공격에 대한 예상 여부. 과거 뇌진탕 경험 유무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χ2-검정을 하였다. 마지막

으로 8가지 예측 변인들 (총 얼굴 공격수, 상단공격 목격 여부, 방어 여부, 상단공격 예상 여부 등)이 뇌진탕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률 (교차비, Odds ratio)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3.0 ver.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ɑ≤.05). 또한, 경기 중 선수들이 상단공격과 뇌진탕으로 상해 위험
* hjin108@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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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해 위험 노출 정보와 상단공격 발생률, 뇌진탕 발생률을 다음과 같은 공식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상해 위험 노출 수는 총 게임 수×2명 (한 경기당 두 명의 선수 출전)으로 계산되었으며,
1명의 상해 위험 노출 (one athlete-exposures, 1 A-E)은 한 명의 선수가 시합 중 다칠 가능성에 노출된 수를 의미한

다. 총 상해 비율 (즉, 상단공격 또는 뇌진탕 발생률)은 총 상단공격 빈도 / 총 상해 위험 노출 수 (A-E)×100으로 계산
되었다.

Results: 대회는 총 311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합에 출전한 선수의 상단공격과 뇌진탕 발생의 위험에

노출된 수는 622A-E로 측정되었다. 총 상해 비율 계산을 위해서는 전체 상단공격을 받은 수와 뇌진탕 발생 사례 수가
필요하였다. 전체 상단공격을 받은 수는 인터뷰에 동의한 109명으로 하였으며, 뇌진탕 발생 사례 수는 인터뷰를 통해

증상을 보인 22명으로 다음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상단공격 빈도에 대한 발생률은 17.5/100A-E로 나타났으며 뇌진
탕 발생률은 3.5/100A-E로 조사되었다. 뇌진탕이 발생한 선수는 평균 1.95번의 상단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렇지 않은 선수는 평균 2.45번의 상단공격을 받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 중 상단공격을 한 번만 (단수) 받은
선수는 45.9%이었으며, 두 번 이상 (복수) 받은 선수는 5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뇌진탕 발생 유무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급에 따른 상단공격 발생률은 경량급 (핀, 플라이, 밴텀, 라이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뇌진탕 발생 유무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뇌진탕을 유발한 발차기 기술로는 내려차기와 돌려차기의 사용 빈도

가 높았다. 상대 선수의 발차기 기술을 목격하지 못한 선수들은 목격한 선수에 비해 뇌진탕 발생률이 높게 측정되었

다. 또한, 상단공격에 대한 방어 (막기) 및 피하기를 성공시킨 선수들에게서 뇌진탕 위험이 낮게 발생하였다. 이는 로
지스틱 회기 결과와도 일치하여 상단공격에 대한 목격 여부와 피하기 (방어) 여부는 뇌진탕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nclusion: 대학생 남, 여 겨루기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 상단공격과 이에 따른 총 뇌진탕 발생률은

각각 17.5/100A-E와 3.5/100A-E로 조사되었다. 뇌진탕이 발생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상단공격 빈도를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 뇌진탕 발생 유무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급에 따른 상단공격 발생률 또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 선수의 발차기 기술의 목격한 선수와 상단공격에 대한 방어 (막기) 및 피하기
를 성공시킨 선수들에게서 뇌진탕이 낮게 발생하여, 상단공격 목격 여부와 방어 여부는 뇌진탕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겨루기 태권도 선수들의 상단공격 발생률과 뇌진탕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서는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연령층에서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 수준이 다른 대회에서의 전
향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Key Words：태권도, 상단공격, 뇌진탕, 발생률, 머리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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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이 고령여성의 비만지수와 인지기능 및
낙상예방체력에 미치는 영향

명한나 · 민도겸 · 박일규 · 정현훈 · 정민기 · 박재현 · 백선홍 · 안성대
김윤환 · 승진식 · 조우삼(曹又参) · 김세은 · 박상갑 · *김은희 동아대학교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한국무용을 실시하여 비만지수와 인지

기능 그리고 낙상예방체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규명하고, 고령여성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
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Methods: 연구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기준(Asian-Pacific cut-off points)과 대한비만

학회의 기준(대한비만학회, 2018)에 따라, 허리둘레가 85cm 이상, 허리 엉덩이 둘레비(Waist-Hip Ratio; WHR)가

0.85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총 24명을 한국무용군 12명, 대조군 12명으로 무선배정 하였다. 신
장, 체중, BMI, 혈압, 안정시 심박수, 맥압,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허리 엉덩이 둘레비와 피하지방두께(어깨뼈 아래,

위팔 뒤, 복부), 근육둘레(넙다리, 종아리) 그리고 인지기능(MoCA-K)을 측정하였다. 낙상예방체력은 상지근력, 하지

근력, 평형성, 유연성, 보행 파라미터를 측정하였다. 한국무용 프로그램은 무용 전공자의 지도하에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였으며, 운동 강도는 ACSM(2018)의 권고 사항을 참조하여 Borg의(1988) 자각적 운동 강도 7~13의 수
준으로 한국무용의 동작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Results:

Groups

Baseline

12 Weeks

% diff

p-value

GS
(kg)

KG
CG

21.44±4.39
20.02±3.21

24.52±4.31
17.34±3.03

14.36**
-13.38***

.000

CSU
(Frequency)

KG
CG

16.54±1.94
14.58±1.94

22.33±2.95
12.54±1.37

35.01***
-14.00***

.000

CSR
(cm)

KG
CG

9.33±6.76
11.15±8.89

14.79±5.89
6.92±7.47

58.48***
-37.94***

.000

OLSCE
(sec)

KG
CG

3.02±1.26
2.75±0.59

3.78±0.67
1.80±0.31

24.95*
-34.37**

.000

Variable

Fall prevention fitness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analyzed by paired t-test, *p<.05, **p<.01, ***p<.001
p-value was analyzed by repeated two-way ANOVA. GS: Grip Strength; CSU: Chair Sit-Up; CSR: Chair Sit and Reach; OLSCE: One Leg Standing with
Closed Eyes

* ehk1959@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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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한국무용은 고령여성의 비만지수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며, 인지기능과 낙상예방체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규명하였다.

Key Words： 한국무용, 고령여성, 비만지수, 인지기능, 낙상예방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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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시오 테이핑 처치를 병행한 중재적 기능성운동이 만성 관절염
여성노인의 하지 혈관변인과 혈중 염증변인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
류상균 · 박정민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기타 대체요법 등 다양

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테이핑 요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
기가 용이하여 가정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현재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를 병행한 중재적 기능성 운
동이 만성 관절염 여성노인의 하지혈관변인과 혈중 염증변인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운동과 테이핑
요법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정립하고 만성관절염 질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 Y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노인여성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

구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그룹선정은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퇴행성 관절염 여성노인을 대조

그룹(Non Exercise Group/n=20명),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퇴행성 관절염 여성노인을 운동그룹
(Exercise Group/n=20명),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 후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여성노인을 테이핑 그룹((Taping Group/n=20명),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 후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정상적
으로 참여하는 퇴행성 관절염 여성노인을 테이핑운동그룹(Taping Exercise Group/n=20명)으로 구분하였으며, 운
동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주 3회, 60분씩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사 분석할 혈액은 혈중 염증변인인 Cortisol, DHEA, CRP, TNF-α, IL-6을 측정하였으며 하지혈류

속도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다리의 족배동맥에서 측정하였고 통증의 신체상태는 관절통, 강직, 신체기능으로 KWOMAC방법으로 측정하였다.

Results: 12주간 중재적 기능성 운동과 키네시오 테이핑을 처치하기 전과 12주후의 하지 혈관 변인과 혈중 염증

의 변인 및 통증은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 후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테이핑운동그룹, 키네시오 테이
핑 처치 후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테이핑 그룹,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동

그룹, 중재적 기능성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그룹 순으로 하지 혈관 속도와 혈중 염증 변인인 Cortisol,
DHEA, CRP, TNF-α, IL-6에서 긍적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증 변인에서도 같은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 hyun6449@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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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만성 관절염 여성노인에게 있어 키네시오 테이핑을 처치 한 후 중재적 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Key Words：만성관절염, 키네시오 테이핑, 중재적 기능성운동, 하지혈관, 혈중염증,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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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of muscular strength and cardiorespiratory fitness
with bone mineral density in older adults
*Hyunsoo Kim Iowa State University

Purpose: To evaluate the independent and combined associations of muscular strength (MS) and car-

diorespiratory fitness (CRF) with bone mineral density (BMD) in older adul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353 older adults (189 women and 164 men) aged 65 years

or older (mean ages 72 and 71 in women and men, respectively). MS was assessed by grip strength (average of the highest force values after three trials on each hand, Jamar+ digital hand dynamometer, Patter-

son Medical) and CRF was assessed by the 400-meter walk test (minutes to complete 400-meter walking).
Whole-body BMD was measured by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Hologic Horizon W, Holog-

ic). Low BMD was defined as t-score below –1.0, the value that was calculated with BMD (g/cm2). Linear
regression was used to find the associations of MS and CRF with BMD in women and men, separatel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having low

BMD in BMI-specific tertiles of MS and CRF in women and men, separately. To investigate the combined

association of MS and CRF with low BMD, joint analyses were conducted after dichotomizing MS and CRF
(upper two thirds and lower one third). Then, study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of weak and unfit,
weak and fit, strong and unfit, and strong and fit groups.

Results: In women, only M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score after adjusting for age from linear

regression. In men, only M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score after adjusting for age, current smoking status, heavy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inactivity, supplement/medication for bone health, body

mass index, and CRF. In women, MS and CRF appeared to be inverse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low BMD, although not significant (all p-trends>0.05) from logistic regression. In men, only MS appeared
to be inverse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low BMD, although not significant (all p-trends>0.05). In
the joint analyses of MS and CRF with low BMD, although not significant, being strong and fit appeared to

b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lower prevalence of low BMD in women, but not in men possibly due to
the very small number of cases of low BMD in each group (n=1-3).

* hskim@iastat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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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higher levels of MS and CRF may be associated with better bone

health in older adults although most results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is relatively healthy
and fit population. Further prospective studies from large representative older adult populations are
clearly warranted.

Key Words：Muscular strength, cardiorespiroatry fitness, grip strength, 400-meter walk,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bone mineral density, low bone mineral density, t-score, osteopenia, osteoporosis,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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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행군 시 EMS 신발 착용이 부사관 후보생들의 혈중 피로도, 염증,
스트레스 변인 및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윤장근 · *현광석 · 박정민 · 류상균 · 이기수 · 박상균 · 허승재 · 한길형 · 신명철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군사훈련의 질적향상과 건강한 군인육성을 위한 군 전문체력요인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전

기 자극 발판(EMS 신발창)을 이용한 행군 시 군인의 혈중 피로도와 염증 및 스트레스호르몬과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예비군인과 군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힘찬 병영생활과 건전한 훈련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와 상해관련 원인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병영생활과 군사훈련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Methods: 본 연구는 만 20~23세로 2020년에 부사관으로 임관을 준비 중인 예비 부사관 후보생들 75명을 대상으로

20km 행군이 혈중 피로도와 염증 및 스트레스호르몬과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전 검사에서

모든 대상자의 신체구성검사와 채혈 검사 및 보행기능검사를 실시하고 20km 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에

서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혈중 피로도와 염증변의인의 회복도를 보기 위하여 사후 검사 후
휴식시간을 30분을 주었으며, 휴식 30분 경과 후 경과 혈중 피로도와 염증변인을 검사하였다.

Results: 1. 20km 행군 시 혈중 피로도는 ENS신발 착용 그룹이 활동화 그룹과 전투화 그룹에 비해 운동 후 혈중 피

로도와 회복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전투화그룹은 피로도는 세 그룹 중 가장 높았으나, 회복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km 행군 시 혈중 염증변인은 ENS신발 착용 그룹이 활동화 그룹과 전투화 그룹에 비해
운동 후 혈중 염증변인과 회복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전투화그룹은 혈중 염증변인은 세 그룹 중 가장

높았으나, 회복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km 행군 시 보행변인은 ENS신발 착용 그룹이 활동화 그룹과
전투화 그룹에 비해 운동 후 보행변인의 시간적, 공간적, 압력분포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다.

Conclusion: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20km 행군 시 ENS신발 착용이 예비군인의 혈중피로도 및 염증변인과 보행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km 행군 후 예비군인의 혈중피로도와 염증변인의 회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Key Words：20Km 행군, EMS 신발, 부사관 후보생, 혈중 피로도, 염증, 스트레스 변인, 보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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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동호인의 코어밸런스 트레이닝이
신체조성 및 등속성 하지근력에 미치는 영향
김정대 · 신세영 · 진승모 · *김원중 건국대학교

Purpose: 골프경기는 18홀 코스에 7,000야드 이상 걸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량은 960kcal 이상을 소비하는 체력적

조건이 필요로 한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 요인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신준수, 윤형기, 2019). 즉 정확한 샷을 유지

하면서 4일간의 경기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는 좋은 경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연정, 성봉주, 성은숙, 2016). 골프경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기력과 관련된 요인은 지구력, 유연성, 조정력, 그

리고 근력이며(체육과학연구원, 1999), 특히 하지와 허리의 근력 향상은 어드레스부터 백스윙까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기 때문에 경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김광준, 정진욱, 2010). 한편, 코어트레이닝은 인체의 중심
부에 해당하는 요추, 골반, 고관절과 같은 복부근육과 중심근육을 강화하는 훈련법이다. 코어트레이닝은 신체 정열과

척추안정성을 높이고 근력강화, 유연성 및 자세교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도 적다는 장점

이 있다(김석희, 2010; 김성진, 2012) 또한, 운동수행에 있어서 밸런스 능력은 경기력 및 운동수행의 능력 증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근력이나 유연성만큼 밸런스 능력이 중요한 기초체력이라 하였다(Johnson & Nelson, 1986). 특히, 골프와 같이 신체의 조화와 리듬을 중요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밸런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골프 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지만, 코어밸런스트레이닝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변인의 변화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 동호인을 대상으로 코어밸런스트레이닝을 실시하였을 때, 신체조성과 등속성 하지근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소재의 골프동호회 소속인 30대 성인 남성 36명이 모집되었다. 사전에 본 연구의 목

적과 연구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밝힌 인원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총 18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18명의 인원을 코어밸런스트
레이닝집단(N=9)과 대조집단(N=9)으로 무선 배정하여 분류하였다. 코어밸런스트레이닝은 선행연구(이광무, 한동엽,

2014; 권세정, 양승원, 2015; 박정민; 2017)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및 재구성하여, 8주간 주 3회 적용하
였으며, 기존에 지속해왔던 골프운동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교육하였다. 트레이닝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트레이닝집
단과 대조집단 모두 Inbody 520(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신체조성을 측정하였고, Cybex 770(Cybex, Division
of Lumex, N. Y, U.S.A)를 사용하여 60°/sec의 부하속도로 총 5회 실시하여 등속성 슬관절 근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

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 21.0Ver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by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수
* hnjm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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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설정하였다.
Results: 신체조성의 결과, 제지방량은 트레이닝집단의 사전은 36.98±9.17kg과 사후 37.77±9.21kg이고, 대조집

단은 사전 38.03±7.49kg과 사후 37.64±10.62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의 경우 트레이닝집단은 사전 16.53±5.34kg과 19.94±6.37%, 사후 14.18
±6.82kg과 17.63±5.48%, 대조집단의 경우 사전 16.88±7.08kg과 18.56±7.07%가 나타났으며, 사후에는 17.54

±7.52kg과 19.85±7.44%로 변화하였으며 체지방률의 집단*시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등속성 근
력은 60°/sec(%BW)로 측정하였으며, 트레이닝집단의 경우 Left Flexion의 사전은 235.28±5.22Nm과 사후 244.63
±27.86Nm이고, 대조군의 경우 사전 224.37±40.45Nm, 사후 231.14±35.05Nm으로 시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1). Left Extension은 트레이닝집단이 286.81±30.82Nm에서 292.84±30.12Nm으로 변화하였으

며, 대조집단은 281.17±30.49Nm에서 279.45±31.13Nm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Right Flexion은 트레이닝집단이 254.58±24.41Nm에서 268.81±30.51Nm으로, 대조집단은 234.32±23.58Nm에
서 231.52±26.09Nm으로 변화 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마지막으로 Right Extension

은 트레이닝집단이 297.45±30.52Nm에서 313.26±29.94Nm으로, 대조집단은 281.54±31.25Nm에서 281.08±
29.13Nm으로 변화하였으며, 시기간과 시기*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Conclusion: 코어밸런스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신체조성과 하지근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골프능력의 향상을 위한 체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골프트레이닝과 더불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어밸런스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Key Words：코어밸런스트레이닝, 골프, 신체조성, 등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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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Long-term Hospital-based Exercise Training on
Endothelial Biomarkers and Arterial Stiffness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Seongdae Kim · HeeHyuk Lee · *Ilgyu Jeong Hannam University ·
Dongsun Han · Sanghee Lee Pohang Semyung Christianity Hospital · Yunsuk Koh Baylor University

Purpose: Hospital-based exercise training (ET) improves endothelial function and arterial stiffness in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However, whether ET improves endothelial function and arterial
stiffness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F) is unclear. Therefore, the study sought to evaluate the effects of ET on endothelial biomarkers and carotid artery stiffness in patients with AF.

Methods: A total of 58 patients with AF (age 62 ± 7 years) were prospectively assigned to 24 weeks of ET

(leg ergometry, n=28) or attention control (CT) (n=30). Exercise training was performed as cycling on a

bicycle ergometer 3 times a week for 24 weeks. Each session started with a 10-minute warmup at 60% to

70% of maximal heart rate (HRpeak), followed by four 4-minute intervals at 85% to 95% of HRpeak with 3
minutes of active recovery at 60% to 70% of HRpeak between intervals, ending with a 5-minute cooldown

period. Peak exercise oxygen consumption (VO2), intimal-medial thickness (IMT) of the carotid artery

measured by high-resolution ultrasound, cardio-ankle vascular index (CAVI) and left ventricular function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follow-up assessments. In addition, plasma von Willebrand factor (vWF),
endothelin-1, nitric oxide, tumor necrosis factor alpha, interleukin 1 beta, interleukin 6, and interleukin
10 levels were measured as indices of endothelial function.

Results: ET increased the peak VO2 (ET: 28.1 ± 7.6ml/[kg·min] vs. CT: 23.0 ± 5.2ml/[kg·min], p=0.0001)

and decreased total vWF levels (ET: 105.0 ± 30.2 IU/dL vs. CT: 145.0 ± 47.7 IU/dL, p=0.004). However, ca-

rotid arterial IMT (ET: 1.1 ± 0.3mm vs. CT: 1.1 ± 0.2mm, p=0.419) and CAVI did not throughout the study,
and there was no intergroup difference after 24 weeks. Similarly, resting left ventricular systolic and diastolic function were not different, with no intergroup differences after 24 weeks.

Conclusion: ET is a non-pharmacological option to improve endothelial function in patients with AF

by decreasing the vWF level.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t multiple centers and with a larger
sample size.

Key Words：exercise training, atrial fibrillation, endothelial function, arterial stiffness
* jig12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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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악정재의 변천 양상 연구
-선행 연구된 향악정재의 특징 연구 중심으로김혜영 · *신현군 숙명여자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향악정재(鄕樂呈才)의 변천 양상을 연구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 되어 정의된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Methods: 향악정재(鄕樂呈才)는 보통 당악정재(唐樂呈才)와 구별되는 조선의 고유 춤 양식의 일종이다. 향악(鄕

樂)이라는 말은 우리민족 고유의 향토 악(樂)을 의미하며, 향악정재(鄕樂呈才)는 향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연행되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향악정재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전승된 고려의 속악(俗樂)의 연구가 필요 하

다고 판단되어 고려 속악정재 무고(舞鼓) · 동동(動動) · 무애(無㝵)를 『고려사 악지』의 기록으로 춤의 형식과 음악
을 정리하였으며,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 『악학궤범』·『정재무도홀기』의 기록을 전제로 향악정재에 관
한 전반에 관한 기술과 아울러 향악정재의 변천 양상 연구하여 향악정재의 특징을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해석하고 정
리 하려 한다.

Results: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진 향악정재의 특징은 (‘우리말로 노래(창사)하고, 죽간자와 의물을 들지 않으며,

춤을 부복흥퇴로 마무리 한다)’는 무(舞)의 형식적 요소만을 강조하여 정의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고려 속악

정재 무고(舞鼓) · 동동(動動) · 무애(無㝵)와 비교 하여 선행 연구된 향악정재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창사의 부분이 한문으로 바뀌어 공연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조선전기 세종대
에 창작된 향악정재작품 봉래의(鳳來儀)를 고려의 속악정재 <무고(舞鼓)>와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들어온 당악정재

<오양선(五羊仙)>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공연 된 사진으로 춤의 형태(죽간자 의물의 유무)를 비교하였을 때 선행향악
정재의 정의와 맞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기록으로 비교했을 때는 당시 우리말과 우리음악으로
악을 만든다고 정의 한 부분에 있어 향악정재로서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Conclusion: 고려로부터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향악정재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춤과 음악에 국한 되

는 것이 아니다. 문학으로서의 창사와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연회의 방식과 규모 등을 알 수 있으며 나아

가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이 정재에서의 무(舞)의 형식과 절차에 대한
연구만이 아닌 정재를 둘러싼 배경과 더불어 폭넓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통합적 연구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s：향악정재(鄕樂呈才), 당악정재(唐樂呈才), 속악정재(俗樂呈才), 향악정재의 특징 봉래의(鳳來儀), 오

양선(五羊仙), 무고(舞鼓) · 동동(動動) · 무애(無㝵)
* hkshin@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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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멜론뮤직어워드의 방탄소년단 ‘아이돌(IDOL)’공연을 통한 청소년들의
한국무용이미지와 문화유산보존의 관계분석
이윤정 인천대학교 · 박세혁 · *서희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2018 멜론뮤직어워드 방탄소년단 ‘아이돌(IDOL)’공연에서 부채춤, 삼고무, 탈춤 그리고 사자

춤을 관람한 청소년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이미지와 문화유산 보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Methods: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500명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2018 멜론뮤직어워드의 방탄소년단 ‘아이돌(IDOL)’공연 사진 중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의 사진을 활용

하였다. 설문문항은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에 대한 인지, 관람유무, 각 무용의 관람의도 그리고 공연을 본 후 한
국무용의 관람의도를 단일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한국무용이미지는 Assael(1984), Robbins와 Judge(2011), 조

재원와 한진수(2013), 경동청(2011) 그리고 이동규(2017)가 사용한 문항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적과 감정적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문항은 8문항이다.
신뢰도계수는 .924로 나타났다. 문화유산보존은 이후석(2016)이 문화유산관광 평가속성과 문화유산간의 관계를 연

구한 문항 중 문화유산보존문항 4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888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482부를 회수하여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23부를 제외하고
459부를 자료처리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Ver 25.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Results: 청소년들의 부채춤, 삼고무 그리고 탈춤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을 보고 부채춤이라는

것을 인지한 청소년은 375(81.7%)명, 삼고무라고 인지한 청소년은 104(22.7%)명 그리고 탈춤이라고 인지한 청소년

은 418(91.1%)명으로 나타났다. 부채춤을 관람한 청소년은 400(87.1%)명, 삼고무를 관람한 청소년은 194(42.3%)
명 그리고 탈춤을 관람한 청소년은 194(42.3%)명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공연과 사진을 본 후 아이돌공연이 아

닌 전통한국무용의 관람의도는 부채춤 338(73.6%), 삼고무 284(61.9%)명 그리고 탈춤 322(70.2%)명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무용이미지는 문화유산보존에 유의한 영향(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는
.317로 한국무용이미지가 문화유산보존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1.7%로 나타났다.

Conclusions: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콘텐츠 창출을 위한 작업이다(조영인, 2019). 전통예술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타 분야들과 융합 작업을 시
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화를 갖춘 전통예술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실험 작
*prettyxy@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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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융합작업들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2018 멜론뮤직직어워드의 삼고무의 저작권 논란은 안타까움을 준다. 상업적 이익만을 위
한 작품의 예술성을 저하하는 무분별한 활용이 아니면, 전통예술에 대한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2018 멜론뮤직어위드 공연 후 삼고무와 부채춤의 상이한 대처방식으로 인해 대중들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 창출을 위해 저작권 규제의 완화, 전통예술가들의 인식개선 등 전통예술과 융합하여
창작하는 예술가들에게 문화기본법의 국민의 권리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전통예술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통예술은 일반적인 소비상품과는 달리 다르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일정한 기호가 형성되는 경험재적 속성이 있다. 문윤정(2010)은 서울과 부산의 중학생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김은지(2013)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통춤은 자유롭고 즉흥성이 강하며, 이러한 특
성은 보는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형태가 다른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내면의 정서가 같음을 의미한다(경임순, 2007). 예술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장기적인 교육계획은 부족한 실정이

다. 자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을 심어줄 전통예술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교육(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양미술과 음악을 포함해 전통예술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양예술에 대한 교육이 전통예술에 대한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한국전통예술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국악, 한국무용 그리고

한국미술 등의 교육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장기적인 전통예술교육 계획이 수립되
어진다면 전통예술의 대중화는 물론 뿌리 깊은 자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Key Words：2018 멜론뮤직어워드, 방탄소년단, 삼고무, 부채춤, 탈춤, 한국무용이미지, 문화유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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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만족감,
재수강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 조성철 · 홍대곤 · *김영미 경기대학교

Purpose: 현대사회의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향상과, 장시간동의 노동을 줄이고 개인적 여가시간

을 통해 행복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현대인들의 워라 벨(Work &Life Balance)이라는 문화의 변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김승희, 2015). 그 중 떠오르는 운동으로는 심신의 조화를 요구하는 필라테스는 최근 들어 대중
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필라테스의 흉각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라테스는 육체적 건강을 운동을 통해 머리와 어깨의 부 정렬이 이상적인 정렬에 가까워
지는 효과가 뛰어나며, 정열 된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어 체형교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김진숙,
2017). 2017년 통계청의 “지속적 스포츠 참여 활동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30대 여성의 경우 헬스 10.9%, 명상(호흡)

요가와 필라테스가 11.7%를 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필라테스는 건강한 신체뿐 만 아

니라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줌으로써 여성들에게 주목받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신
속성, 태도가 필라테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운동만족과 지속적인 재수강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표 1. 상관관계

전문성

Pearson 상관
전문성

공손성

신속성

태도

만족감

재수강

공손성

신속성

태도

만족감

재수강

1

유의확률(양측)
N

163

Pearson 상관

.394**

유의확률(양측)

.000

1

N

163

163

Pearson 상관

.537**

.554**

유의확률(양측)

.000

.000

N

163

163

163

Pearson 상관

.427**

.560**

.233**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3

1

1

N

163

163

163

163

Pearson 상관

.725**

.489**

.569**

.474**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00

1

N

163

163

163

163

163

Pearson 상관

.703**

.455**

.566**

.452**

.934**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00

.000

N

163

163

163

163

163

*zzang7612@daum.net

1
163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9

Methods: 본 연구는 필라테스 개인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17부터~22일까지 용인 지

역의 170명를 선정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신뢰성이 없는7부를 제외한 16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활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Windows용 IBM SPSS Statistics 24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 (Re-

liability Analysis),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결과는 <표1>과 같다

Results: 지도자의 인지평가가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와 같다. 지도자의 전문성(t=7.986), 신속성

(t=3.149), 태도(t=2.517)은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
은 .607으로 약 60.7% 의 설명력을 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인지평가와 재수강에 미치는 영향은 <

표 3>과 같다. 지도자의 전문성(t=7.283),신속성 (t=3.482), 태도(t=2.501)은 재수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표 2. 지도자의 인지평가와 만족감
비표준화계수

모형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423

.140

전문성

.318

.040

베타

t

유의확률

10.131

.000

.509

7.986

.000***

공손성

.049

.045

.078

1.100

.273

신속성

.133

.042

.215

3.149

.002**

태도

.098

.039

.163

2.517

.013*

t

유의확률

2

F = 61.01, R = .607
* p <.05 ** p <.01 *** p <.001

표 3. 지도자의 인지평가와 재수강
비표준화계수

모형

재수강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92

.183

전문성

.379

.052

.485

공손성

.026

.059

.032

.439

.662

신속성

.192

.055

.248

3.482

.001***

태도

.128

.051

.169

2.501

.013*

t

유의확률

5.962

.000

7.283

.000***

F = 52.785, R2 =.572
* p <.05 ** p <.01 *** p <.001

표 4. 만족감이 재수강의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모형
재수강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487

.125

만족도

1.167

.035
F = 1091.241, R2 = .871

* p <.05 ** p <.01 *** p <.001

베타

.934

-3.893

.000

33.03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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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572 으로 약 57.2%의 설명하고 있다. 만족감과 재
수강의 관계에서 만족도 (t=33.034)는 재수강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만족감의 전체 변량의
87.1%(R2=.871)를 설명하고 있다.

Conclusion: 필라테스 지도자의 인지평가의 하위요인인 전문성, 신속, 태도는 필라테스 프로그램 만족도와 재수

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필라테스 만족도와 재수강 역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필라테스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킨다. 즉, 필라테스

참여자들에게 지도자의 인지평가는 운동의 만족도와 재수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필라테스 지도자의 직
업에 대한 자질, 전문성과 직업의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직업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또한, 지도자의 지식적, 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 의해 제공되는
최상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y Words： 필라테스, 필라테스 지도자, 필라테스 참여자, 만족감,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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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가
사용자의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 이광용 · *고민석 · 황도연 경기대학교

Purpose: 현대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였고 주 5일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 여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에 따르면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주 1회 이상)는 62.2%로 2013년 45.5%에 비해 16.7%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거나 상대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잠재적인 개개인을 연결해 준다면 생활체육의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는 다량의 제품을 복제생산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를 지나,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하였다(백효진, 20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용 다양한 응용프로그램(app)들이 개발되
어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 달성에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송민석, 2017). 스포츠 관련 앱 또한, 그 중 한 분야이며

많은 스포츠 분야의 창업자 및 기업들이 생활체육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매칭앱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매칭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품질 평가가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포츠 매칭앱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함으로

써 추후 스포츠 매칭앱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포츠 매칭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245명을 선정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자료를 회수, 최종 221부를 유효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용
SPSS WIN Versio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

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
법과 절차를 통하여 스포츠매칭앱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평가가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Results: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가 사용자 만족도 전체 변량의

85.2%(R2=.852)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72.344). 구체적으로 접
속성(t=7.308), 편리성(t=5.595), 신뢰성(t=10.768)은 사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보안성(t=1.80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
*als1524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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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와 만족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043

.104

.415

.678

접속성

.267

.037

.294

7.308

.000***

보안성

.062

.035

.061

1.808

.072

편리성

.249

.045

.239

5.595

.000***

신뢰성

.435

.040

.430

10.768

.000***

t

유의확률

F = 372.344, R2= .852
***p<.001

표 2. 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와 지속적사용의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2

.171

-.185

.854

접속성

.197

.060

.194

3.283

.001**

보안성

.078

.057

.068

1.376

.170

편리성

.097

.073

.083

1.326

.186

신뢰성

.632

.066

.557

9.504

.000***

t

유의확률

F = 138.173, R2= .682
**p<.01, ***p<.001

표 3. 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적사용의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084

.127

만족도

.985

.033

베타

.878

-.658

.511

30.082

.000***

F = 904.954, R2= .770
***p<.001

포츠 매칭앱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가 사용자 지속적 사용의도 전체 변량의 68.2%(R2=.682)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

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8.173). 구체적으로 접속성(t=3.283), 신뢰성(t=9.504)은 사용자
지속적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안성(t=1.376), 편리성(t=1.326)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매칭앱에 대한 만족도가 사용
자 지속적 사용의도 전체 변량의 77%(R2=.770)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904.954). 구체적으로 만족도(t=30.082)는 사용자 지속적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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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상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 매칭앱을 이용할 때 앱의 접속성, 편리성, 신뢰성이 사용자 만족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는 접속성과 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감이 앱의 지속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앱

을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 할 수 있고 참여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앱을 통해 만난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 형
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마케팅, 콘텐츠 관리전략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스포츠 매칭앱, 서비스 품질평가, 사용자 만족도, 지속적 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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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클럽 동호인들의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 조용순 · *최은아 경기대학교
Purpose: 주 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생활패턴의 변화로 여가 활동으로서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이
6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미생활로서 체육활동을 할애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스포츠 활동에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의 증가는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활동 형태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많

은 종목으로 분포 된 직접 참여 스포츠 중 대표적인 종목이 라켓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 탁구는 간단한 라켓
장비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로 실내에서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참여 할 수
있는 종목이다(통계청, 2017). 특히 직장이나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에도 적합한 종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되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탁구클럽 동호

회 참여자들이 꾸준히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 정서적 교감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
기 위해 매일 함께 운동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있다(정용민, 2001). 또한 순발

력, 민첩성, 근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고, 기본자세는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전신을 사용하여 다이어
트에 효과적이다. 다른 종목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참여동기와 운동몰입, 운동지속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

과(최진혁, 2018; 전성옥, 김승환, 2018)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 분야에서는 이에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탁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기준 학술통합검색사이트에서 약 448편의 학위 논문이 발

표되었고, 국내 학술지에는 43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주제들의 대부분이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탁구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략 10편 정도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탁구클럽을 통한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과 측
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탁구클럽 동호인의 참여동기
가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초 정보들을 탐색하고 제공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있다.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자)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기도의 탁구 동호회 활동 참여자 273명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자료를 회수, 총 254부를 유효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용 SPSS WIN Versio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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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연구대상자의 참여동기와 운동몰입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제

공된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전체 변량의 35.6%(R2=.356)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6.137). 구체적으로는 내적동기(t=4.097, p<0.001), 외적동기(t=-

8.564, p<0.001)는 운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무동기(t=1.221, p>0.05)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참여동기와 운동지속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제공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가 운동지속의 전체 변량의 22.1%(R2=.221)

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599). 구체적으로 내적동기(t=2.345), 외

적동기(t=-6.953, p<0.001)는 운동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동기(t=.567,
p>0.05)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운동몰입과 운동지속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제공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몰입이 운동지속과의 전체 변량의 52.6%(R2
=.526)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9.161). 운동 몰입(t=16.708,
p<0.001)은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여동기와 운동몰입의 관계
비표준화계수

모형

운동몰입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3.57

.273

내적동기

.255

.052

베타

.263

t

유의확률

13.061

.000

4.907

.000

무동기

.040

.033

.062

1.221

.223

외적동기

-.435

.051

-.456

-8.564

.000

t

유의확률

15.273

.000

F = 46.137, R2 = .356
* p <.05 ** p <.01 *** p <.001

표 2. 참여동기와 운동지속의 관계
비표준화계수

모형

(상수)
운동지속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4.044

.265

베타

내적동기

.118

.050

.138

2.345

.020

무동기

.018

.031

.032

.567

0.571

외적동기

-.342

.049

-.407

-6.953

.000

t

유의확률

9.408

.000

16.708

.000

F = 23.599, R2 = .221
* p <.05 ** p <.01 *** p <.001

표 3. 운동몰입과 운동지속의 관계
비표준화계수

모형
운동지속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431

.152

몰입평균

.638

.038
F = 279.161, R2 = .526

* p <.05 ** p <.01 *** p <.001

베타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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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분석 결과 참여동기 요인 중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운동지속과 운동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나, 무동기는 운동지속과 운동몰입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탁구클럽 동호인들의 내적, 외적

참여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몰입과 운동지속의 수준도 높아지고, 운동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운동지속 수준
도 높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 보면 탁구클럽 동호인들에게 대회참여, 개인의 기술적 완성 등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제시해준다면 참여자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운동몰입으로 탁구클럽 활동을 지속 할 것으로 사료
된다.

Key Words：참여동기, 운동몰입, 운동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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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스포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교육적 활용 방안
*김선희 · 윤바울 목포대학교
Purpose: 전남지역은 스포츠 대회 유치, 전지훈련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전남지역을 찾는 스포츠인들에게 지역의 스포츠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스포츠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스포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스포츠 문화 콘텐츠의 교
육적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지역스포츠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 둘째, 지역스포
츠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지역스포츠문화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Methods: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조사 및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단행본, 선행연구물, 기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방형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 대상은 M 대학교 대학생 39명을 선정하였다. 우리 지역 스포츠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으로 개방형 질문형으

로 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있는 스포츠 시설 및 장소, 지역의 유명 스포츠 인물, 지역의 스포

츠 기념 · 유적지, 지역에 있는 트레킹코스 · 자전거길 · 걷기 좋은 길, 가볼만한 공원 등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학생들
에게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자유롭게 기입하도록하였으며 중복응답 기입도 가능함을 안내하

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에 설문지를 수거하여 문항별로 코딩을 하였고, 지역별로 분류한 후 중복 내용은 키워드를
설정하여 통일하였고 지역과 장소 · 시설 · 인물이 잘못 기입된 경우 해당 지역에 맞게 수정하였다. 귀납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후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의 개념

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 문화와 지역문화자원,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는 특정 지역에

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 유적, 상징물 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정 공간에서의 공유성과 지속성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정경일, 류철호, 2019).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는 지역적 특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특징 있다. 지역문

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그 의미와 상징성을 전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 문화와

콘테츠의 합성어로 지역문화의 의미와 상징성을 전달 가능한 형태로 체화된 것을 말한다(전영록, 박상훈, 2013). 이러
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스포츠문화 콘텐츠는 지역 내에 있는 스포츠의 유적, 상징물, 스포츠의 일상성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 및 지역의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콘텐츠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역사, 유산, 인물, 지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지역스포츠콘텐츠에 대한 인식에 대하 조사 결과 전남지
역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총 응답자 39명에서 142개의 응답이 나왔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 12개시
* lily40@mok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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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는 스포츠관련 장소 · 시설에 대해 응답하였다. 대표적으로 고흥(김일기념관), 광양(전남드래곤즈 축구장), 나주

(국제사격장), 담양(무정체육공원), 목포(국제파크골프장,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국제축구센터 등), 무안(전남스포
츠과학센터), 영암(F1 경기장), 해남(우슬체육공원), 화순(하니움스포츠파크) 등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의 스포츠 인물

에는 39명이 응답하여 67개의 응답이 나왔으나 중복 이름을 제외히거 11개 지역에서 스포츠 인물에 대해 응답하였다.
대표적으로 고흥(박지성, 축구), 광양(지동원, 축구), 목포(권아솔, 로드FC), 순천(차명진, 야구/남승룡, 마라톤), 신안(이
세돌, 바둑), 여수(박현영, 레슬링), 영암(문성길, 권투), 함평(신지애, 골프), 완도(최경주, 골프), 해남(박미희, 배구) 등으

로 응답하였다. 기념유적이제 대해서는 고흥(박지성 공설운동장), 순천(남승룡 기념 순천시민의 탐), 신안(이세돌 기념
관), 완도(최경주 공원)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념 유적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지역에 있는 트레킹코스나 자건거길 등에 대해서도 중복응답수를 제외하면 25개 응답수에서 19개가 유효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강진(생태공원), 나주(빛가람호수공원), 목포(김대중광장, 유달산 공원), 무안(수변공원), 신안
(돌 공원), 여수(돌산공원, 진남체육굥원), 장성(홍길동테마파크), 함평(자연생태공원), 해남(두륜산도립공원) 등으로 응

답하였다. 셋째, 지역스포츠문화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앞서 3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스
포츠 콘텐츠를 조사한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스포츠 콘텐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남 지역은 동하계 전지훈련 장소를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강진, 목포, 해남, 고흥 등에는 많은 종목 팀들이 지
역을 방문하고 있다. 지역의 스포츠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지역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 체험을 위한 현장학습으로 활용가능하며 전지훈련팀 또는 각종 대

회 출전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선수와 가족 및 응원단들에게는 지역의 스포츠의 이해 및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스
포츠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지금까지 지역의 스포츠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지역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인식, 지역의 스포츠문화콘

텐츠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및 지역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각

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지역의 스포츠문화콘텐츠는 학교 교육에서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지역 스포츠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첫 단추를 정리한 것으로 완성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정 및 보
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Key Words：지역문화, 지역 스포츠, 지역스포츠문화 콘텐츠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9

스토리텔링 기반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개발
*김선희 · 박예진 목포대학교
Purpose: 최근 스포츠 관광은 전지훈련,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및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스포츠관광은 스포츠에 직접 참가 또는 간접 참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전지훈련팀은 동하계 훈련을 위

해 특정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며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주거환경, 음식, 편의시설 등 생활상을 지역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을 방문하거나 지역에 머무는 동안 지역의 문화를 접하고 지역 명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지역

에서 스포츠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숨어 있는 스포츠문화콘텐
츠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로 만나는 스포츠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제는 첫째,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에 스포츠문화콘텐츠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스토리텔링 기반
스포츠문화콘텐츠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설정하였다.

Methods: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단행

본, 선행연구물, 기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발굴한 스포츠 인물 · 장소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답사는 고흥, 신안, 여수, 순천, 광양 등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인물, 기념물 · 기념관, 시설 등의 사진, 문서 등을 수집하고 있다.

Results: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사건)와

말하기(담화)가 융합된 형태(김영순 등, 2018)이며 상황의 공유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송

성권, 정연수, 정대율, 2018). 스토리텔링은 상품 광고나 디자인, 영화나 게임, 축제, 테마파크, 음식이나 의복 등 비즈
니스에서 일상생활에서까지 다양하게 활용도고 있다(이명자, 2015). 최근에는 관광 분에에서도 스토리텔링은 관광객

들에게 관광지의 테마, 관광지에 대한 추억 등의 감성체계를 만들어가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역스포츠문
화콘텐츠는 지역의 스포츠 인물, 장소, 상징물, 이벤트 등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산물이다. 전남

지역의 지역 스포츠문화콘텐츠는 대표적으로 인물로는 고흥의 김일, 순천의 남승룡, 여수의 김기수가 있으며 스포츠
유적으로는 여수 거문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있다. 영암의 F1 경주장도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시설

이다. 셋째, 스토리텔링기반 스포츠문화콘텐츠는 스토리 발굴, 목표설정, 주제설정, 전달 매체 등의 절차(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06)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같은 스토리텔링 개발 절차에 따라 우선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스토리 발굴에서는 인물로는 고흥 거금도의 김일 선수가 있으며 유적으로는 여수 거문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을 발굴하였다. 목표로는 교육자료,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주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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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는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의 선구자로서 김일 선수의 일대기와 우리나라 최초 테니스장의 유래를 주제로 설정하
였다. 전달 매체는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 및 지역 홍보물이 될 것이다.

Conclusion: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은 지역에 숨어있는 스포츠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하는데 필요

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

대로 스토리텔링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현재 스토리는 개발 절차에 따라 작성 중에 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스

포츠문화콘텐츠는 체육수업과 자유학기제 진로 및 지역 문화 탐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지역을 방문하는

전지훈련팀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스포츠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스토리텔링, 지역스포츠문화콘텐츠, 거금도, 거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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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산수수 섭취를 병행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관절염
여성노인의 혈중 염증 및 통증변인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 충남대학교 · 차준열 호원대학교 · 안민지 한국교원대학교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고농도 산소수 섭취를 병행한 유산소운동 만성관절염 여성 노인의 혈중 염증과 통증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관절염 노인들의 독립적인 수행 능력과 건강 관련 체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요법과 보다 효율적인 적용 방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Methods: 본 연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C지역 N소재 노인복지회관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월 이상 무릎관절 통증이 지속된 만성 관절염 확진환자들 중 수술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지 않
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과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병적 기록카드를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 46명을 실험참여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참여 그룹선정은 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그룹(EG: Exercise group/n=13)과 산소수 섭

취를 병행한 유산소 운동그룹(HAEG: High Concentration Oxygen Water Exercise group/n=13), 비 운동 대조그
룹(Non-Exercise group/n=10)으로 선정하였다. 두 그룹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검사결과 유의한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Results: 본 연구는 유산소 운동 시 고농도 산소수 섭취가 만성관절염 여성노인의 혈중 염증 및 통증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관절염 노인 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 및 적용 방법 개

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소 운동 시 고농도 산소수 섭취에 따른 혈중 염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
산소수+유산소 운동 집단(HAG)이 유산소 운동 집단(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산소 운동 집단(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유산소 운동 시 고농도 산

소수 섭취에 따른 통증 변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 산소수+유산소 운동 집단(HAG)이 유산소 운동 집단(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산소 운동 집단(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산소 운동은 만성관절염 여성노인의 혈중 염증 및 통증 변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 시 고농도 산소수를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고농도 산수수, 유산소 운동, 만성관절염, 여성노인, 혈중 염증, 통증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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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가 CAI환자의 보행과
족압분포도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 · 류상균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가 CAI환자의 보행과 족압분포도 및 통증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CAI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건강 관련 체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
한 운동요법과 보다 효율적인 적용 방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의 효율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Methods: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지역 Y소재 B재활의학과에 내방중인 만성 CAI환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술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본 실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 36명을 실험참여대상자로 최종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참여 그룹선정은 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그룹(KEG: Kinesio Exercise

group/n=18)과 대조그룹(Non-Exercise group/n=18)으로 선정하였다. 두 그룹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검사결과
유의한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Results: 본 연구는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가 CAI환자의 보행과 족압분포도 및 통증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
치에 따른 보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그룹(K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에 따른 족압분포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그

룹(K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에 따른 통증
변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그룹(K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발목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가 CAI환자의 보행과 족압분포도 및 통증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키네시오 테이핑, CAI환자, 보행능력, 족압분포도, 통증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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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경사도 보행운동이 비만 CAI환자의 관절 회전축 기울기와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 · 류상균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진동경사도 보행운동이 비만 CAI환자의 관절 회전축 기울기와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비만 CAI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건강 관련 체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요법과 보다 효율적인 적용 방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닥 경사도와 진동운동의 효율성을 검증
하는데 있다.

Methods: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지역 Y소재 B재활의학과에 내방중인 만성 CAI환자들 중

BMI 32이상의 중,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술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본 실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 33명을 실험참여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참여 그룹선정은 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진동

경사도 보행운동 그룹(VEG: Vibration Exercise group/n=11), 보행운동그룹(GEG: Gait Exercise group/n=11)과
대조그룹(Non-Exercise group/n=11)으로 선정하였다. 세 그룹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검사결과 유의한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Results: 본 연구는 진동경사를 이용한 보행 운동이 비만 CAI환자의 관절 회전축 기울기와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비만 CAI환자의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 및 적용 방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동경사를 이용한 보행 운동에 따른 관절 회전축
기울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동바닥 보행 운동 집단(VEG)이 보행 운동 집단(G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 운동 집단(G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진동경사를 이용한 보행 운동에 따른 관절 균형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동바닥 보행 운동 집단(VEG)이 보
행 운동 집단(G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 운동 집단(GEG)이 통제 집단
(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동경사를 이용한 보행 운동이 비만 CAI환자의 관절 회전축 기울기

와 균형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 시 진동바닥 면을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진동경사, 비만, CAI환자, 보행, 관절회전축, 균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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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하지 각 근력과 ROM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 충남대학교 · 차준열 호원대학교 · 안민지 한국교원대학교 · *현광석 충남대학교

Purpose: 본 연구는 진동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이 여성 노인의 하지 각근력과 ROM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노인들의 독립적인 수행 능력과 건강 관련 체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요법과 보다 효
율적인 적용 방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Methods: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지역 A소재 노인건강복지회관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술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과 보호자

들의 동의하에 본 실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피험자 39명을 실험참여대

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참여 그룹선정은 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운동그룹(EG: Exercise group/n=13)과 진동바닦 스트레칭 운동그룹(VEG: Vibration Exercise group/n=13), 비 운동 대조그룹(Non-

Exercise group/n=13)으로 선정하였다. 두 그룹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검사결과 유의한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Results: 본 연구는 진동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이 여성노인의 하지 각근력과 ROM 및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여, 노화로 인한 여성노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 및 적용 방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동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에 따른 하지 각근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동바닥 스트레칭 운동 집
단(VEG)이 스트레칭 운동 집단(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칭 운동 집
단(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동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에 따른
슬관절 ROM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동바닥 스트레칭 운동 집단(VEG)이 스트레칭 운동 집단(EG), 통제 집단(CG)

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칭 운동 집단(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동바닥을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에 따른 균형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동바닥 스트레칭

운동 집단(VEG)이 스트레칭 운동 집단(EG),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칭
운동 집단(EG)이 통제 집단(CG)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칭 운동은 여성노인의 하지 각근력과 ROM 및 균형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동 시 진동바닥 면을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진동바닥, 스트레칭, 여성노인, 하지각근력, ROM, 균형능력
* hyun6449@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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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형 웨어러블디바이스의 에너지소비량 및
이동거리 측정에 대한 정확성과 오차 검증
최예림 · 김수빈 · *김승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urpose: 최근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디바이스들은 주로 보행수나 심박수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및 이동거리를 예측하므로 그 정확도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도가 높은 호흡가스분석기와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손목형 웨어러블디바이
스의 측정값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ethods: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의 성인 남녀(남자:21명,여자:4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두 실험진행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실험 전, 신체계측을 실시하였고, 생체전기저항기(Inbody 3.0, Biospace, 한국)를 이용하여 제지방량(fat-free mass: FFM), 체지방량(fat mass: FM), 그리고 체지방률(percent body

fat)을 측정하였다. 이후 5분간의 안정을 취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호흡가스분석기에 연결된 마스크

를 착용한 상태에서 S사와 X사의 스마트워치를 각각 왼손목, 오른손목에 착용하고 트레드밀에서 3분의 천천히 걷기
(3.0 km/hr), 3분의 보통 걷기(4.8 km/hr), 3분의 빠르게 걷기(6.4 km/hr), 2분의 보통 달리기, 2분의 빠르게 달리기
(9.0 km/hr), 2분의 휴식기 (2.3km/hr)로 총 16분간 총거리 1.55km 운동을 실시하였다.

Results: 에너지소비량은 호흡가스분석기 114.9±17.2, S사 111.8±15.2, X사 125.3±64.2로 나타났으며, 통계분

석 결과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S사는 호흡가스분석기를 통해 측정한 에너니소비
량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r= .677)를 보였고,, X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r=-0.186)를 보였

다. 또한 S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율(1~9%)을 보였고 X사는 높은 오차율(1~48%)을 보였다. S사는 2.5% 과소추
정, X사는 12.3%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거리 분석 결과, S사와 X사에서 측정된 거리는 트레드밀 상에서의 거리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0). 트레드밀 이동 거리와 비교하여 S사가 23.7%, X사가 11.4% 과대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S사와 X사의 에너지소비량 및 이동 거리 측정의 오차율을 계산

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량은 실제 호흡가스분석기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사제품은

X사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거리 예측에서는 S사
와 X사 둘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너지 소비량, 이동거리, 측정오차
* skkim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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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환경에서의 운동 시 습도변화가
고막온도 및 심박수의 회복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주하 · 신세영 · 진승모 · *김원중 건국대학교

Purpose: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의 변화는 운동 지속능력과 효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운동수행 시 체온상승을 유도하며 심할 경우 세포에 손상을 초래하고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장기에 부전

을 가져올 수 있고(조영철 등, 2000), 근 수축력을 감소시켜 근력이 감소하고 신체능력의 저하, 피로감 상승,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김기진, 2001; Martin et al., 2005). 또한 습도는 발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체내 항상성과 운동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수분과 무기질 등의 손실로 인해 pH, 전
해질 및 체액의 불균형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Meyer et al., 1992).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정한 환경 온도와 습도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다방면에서 연구되었지만, 고온 환경에서의 습도조절의 인체의 생리적 반응과 회복반응에 어떠

한 영향에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온 환경에서의 지구성 운동 수

행이 습도 변화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회복기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
동 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

Methods: 본 연구는 S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중 남성으로 선정하였으며, SNS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모집된 인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운동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밝힌 인원에게 동
의서를 요구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하고 1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실험

24시간 전부터 대상자들에게 음주, 흡연 및 운동과 같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실험 당일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각 환경 조건에서 1일 2명 총 10명을 5일간 측정하였으며 생리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14일 휴식시간이 주어진 후, 반복 측정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한국기상청과 선행연구(김광희, 문주현, 1999; 김기
진, 등 2002; 김원중, 2001; 이승범, 전용균, 2013; 정덕조, 1994, 황명훈, 2005)를 참고하여 고온의 온도를 33±0.5℃

로 하였고, 상대습도 각 저습도(35±5%), 중습도(55±5%), 고습도(85±5%)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의 측정은 모두 오
전 시간대에 이루어 졌으며, 실험 장소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안정 시 심박수 그리고 고막온도을 측정한

후 지정된 온도와 습도의 chamber에서 15분간 환경적응 훈련을 취한 후 심박수, 고막온도을 측정하였다. 사전측정
을 통해 산출된 VO2max 60%에 해당하는 부하강도로 대상자가 동일한 스피드를 유지 못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상자

의 심폐계의 all out을 최대한 유도하였다. 운동 종료 후 무선 심박수 측정기 Polar(RS800, Finland)를 착용한 채로

chamber 안에서 30분간의 회복기를 가졌으며, 심박수와 고막온도는 운동직후와 회복기 10분, 20분 및 30분에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값은 SPSS program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
해 습도 처치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 hnjm1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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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고온 환경에서의 서로 다른 습도에서 운동수행 시 고막온도의 결과로 서로 다른 습도에 노출한 뒤, 15분

후의 안정 시의 고막온도는 저습도(6.79±0.08℃), 중습도(36.72±0.31℃), 고습도(36.80±0.24℃) 습도 환경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습도 조절에 따라 60%강도로 최대 운동 직후의 고막온도는 저습도(36.71±0.31℃),

중습도(37.65±0.64℃) 고습도(37.84±0.62℃) 습도 환경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운동 이후 회복
기 10분의 고막온도는 저습도(37.45±0.46℃), 중습도(37.64±0.28℃), 고습도(37.51±0.32℃)로 나타났다. 회복

기 20분에서는 저습도(37.47±0.46℃), 중습도(37.30±0.23℃), 고습도(37.53±0.34℃), 회복기 10분과 20분대의 환

경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회복기 30분대의 고막온도에서는 저습도(37.55±0.38℃), 중습도(37.16
±0.24℃) 고습도(37.43±0.04℃) 습도 환경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최대심박수는 습도 환경 저습도
(178.08±8.69beat/min), 중습도(188.69±8.79beat/min), 고습도(192.54±5.85beat/min)로 나타났으며 습도 환

경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최대심박수와 회복기의 심박수를 제한 값을 의미하는 심박수 회복율은 최
초 10분대는 저습도(60.62±16.07beat/min), 중습도(60.31±7.48beat/min), 고습도(51.01±11.49beat/min)로

나타났고, 20분대는 저습도(64.46±12.83beat/min), 중습도(67.46±12.71beat/min), 고습도(52.62±21.95beat/

min)으로 나타났으며, 10분과 20분대 모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회복기 30분대는 저습도
(67.15±14.12beat/min), 중습도(68.23±17.06beat/min), 고습도(57.54±17.77beat/min)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Conclusion: 본 연구 결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 체온 및 심박수의 회복 반응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고온과 높은 습도의 환경은 체온과 심박수의 회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동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Key Words：고온환경, 습도, 체온, 심박수, 회복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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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트레이닝과 심리상담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원영인 단국대학교 · 송윤하 · 이선희 · *홍상민 동국대학교
Purpose: 최근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청년들은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2주간 복합트레이닝과 심리상담 적용이 청년들에 정신건강 향상
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Methods: 이 연구의 대상은 S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층으로 총 78명이 12주간 주2회 복합운

동프로그램과 주 1회의 심리상담에 참여하였다. 복합트레이닝은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총
50분간으로 구성되었다. 운동빈도는 주 2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1회는 저항성트레이닝을 실시하였고, 다른 1회는 유

산소서킷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심리상담은 인지행동적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총 12회기 동안 1:1로 30분가량 실시
되었다. 총 80명의 피험자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2명은 전문상담센터로 인계하여 총 78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정
신건강의 향상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Derogatis, Rickels와 Rock(1976)의 SCL-90-R을 김재환, 김광일

(1984)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신체화, 강

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9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항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값
은 .815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 할만한 도구로 판명되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Results: 사전검사 결과 전체지표의 평균점수는 각각 전체심도지수(GSI)는 0.306, 표출증상합계(PST)는 18.585,

표출증상 심도지수(PSDI)는 1.263이었다. 증상차원별 지표의 평균 점수는 신체화 1.315, 강박증 1.549, 대인민감성

1.401, 우울증 1.351, 불안 1,259, 적대감 1.236, 공포불안 1.087, 편집증 1.175, 정신증 1.151로 나타났다. 사후에서
는 각각 전체심도지수(GSI)는 0.062, 표출증상합계(PST)는 11.250, 표출증상 심도지수(PSDI)는 0.996로 나타났으

며, 증상차원별 지표의 평균 점수는 신체화 1.025, 강박증 1.203, 대인민감성 1.142, 우울증 1.100, 불안 1,028, 적대감
1.000, 공포불안 1.000, 편집증 1.038, 정신증 1.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clusion: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층의 복합트레이닝과 심리상담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심리적 중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통해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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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청년층의 체구성,
체력 및 기능적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서지원 서울대학교 · 김진우 · 정효빈 · 박찬우 · 마성민 · 유호종 · *홍상민 동국대학교
Purpose: 운동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의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

으며 각 운동의 기대효과도 다를 것이다. 최근에는 복합운동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운동의 형태나 시간, 운동대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요인들은 상이하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복합운동이 신

체에 다양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의 참여자들에게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2주

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청년층의 체구성, 체력 및 기능적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수행되
었다.

Methods: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총 80명(남 42명, 여 38명)이며, 12주간 주 2회 복합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총 50분의 운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피
험자들은 D대학 체육관에서 한 그룹당 5명씩, 총 1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하였으며, 월/수 그룹과 화/목 그룹으

로 구분하여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주 2회의 운동 중, 1회는 저항성 트레이닝을 실시하였고, 다른 1회는 유산소
서킷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후로 체구성(체지방량, 근육량, BMI) 측정, 체력(악력, 배근력, 좌전
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텝테스트-PEI지수) 측정, 기능적 움직임 검사(FMS)를 실시하였다.

Results: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체구성, 체력, 기능적 움직임의 사전·사후 측정치를 비교

한 결과, 근육량(p<.001), 체지방량(p<.001), BMI(p<.001), 우측악력(p<.001), 좌측악력(p<.001), 배근력(p<.001),

좌전굴(p<.001), 팔굽혀펴기(p<.001), 윗몸일으키기(p<.001), PEI지수(p<.05), FMS총점(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 12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청년층의 체구성에서는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량을 감소시켰다. 체력에서는 근력의 지표인 악력과 배근력, 근지구력의 지표인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유연성의 지표인 좌전굴, 심폐지구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PEI지수를 향상시키며 기능적 움직임도 향상시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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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IIT-based Cardiac Rehabilitation on Left Ventricular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Seongdae Kim · *Ilgyu Jeong Hannam University · Dongsun Han ·
Sanghee Lee Pohang Semyung Christianity Hospital · Sangouk W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Purpose: We sought to determine whether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based cardiac rehabilitation

(HCR) improves maximal exercise capacity, left ventricular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QoL)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F).

Methods: In a prospective study, a total of 53 patients with AF (age 64 ± 1 years) were assigned to super-

vised HCR program in addition to medical treatment (HCR, n=25) or medical treatment alone (CT, n=28)

groups. Exercise training was performed as cycling on a bicycle ergometer 3 times a week for 12 weeks.
Each session started with a 10-minute warmup at 60% to 70% of maximal heart rate (HRpeak), followed

by four 4-minute intervals at 85% to 95% of HRpeak with 3 minutes of active recovery at 60% to 70% of
HRpeak between intervals, ending with a 5-minute cooldown period. During AF, patients exercised at the

same cycling watt as in the previous sessions in sinus rhythm. Peak exercise oxygen consumption (VO2),
left ventricular function, plasma lipid level,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and QoL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follow-up assessments.

Results: HCR increased the peak VO2 (HCR: 27.9 ± 7.8ml/[kg·min] vs. MT: 23.5 ± 4.6ml/[kg·min],

p=0.0001) and the physical functioning score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and decreased the total

cholesterol level (HCR: 142.8 ± 34.3mg/dl vs. MT: 182.0 ± 44.2mg/dl, p=0.045). However, resting left ventricular systolic and diastolic functions were not different after 3 months, with no intergroup differenc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 AF patients become more tolerant of high intensity exercise,

they experience less fatigue and dyspnea, and become more comfortable in performing tasks of daily living. Further studies should be observed for long-term HCR effects with a larger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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