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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을 통해 지질  산소운반인자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있다.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은 주 3회, 1회 운동 시 비, 정리운동 포함 50분, 1RM의 50-80%

의 강도로 리 웨이트를 이용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운동을 실시하 으며, 각 변인별 서킷 웨이트 트 이닝 ․

후에 따른 지질과 산소운반에 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첫째, 지질의 결과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

으며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산소운반인자의 결과 구, 헤모

로빈  헤마토크릿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 웨이트를 이용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이 지질개선과 산소운반능력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심  질환 방  운동수행능

력에 효과 인 운동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주제어 :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지질, 산소운반기능, 년여성,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blood limpid and oxygen-carrying factors 

of middle-aged women through 12 weeks of circuit weight training. The participants worked out three 

times a week for 50 minutes each, with 50-80% of 1RM intensity. As such,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procedure brought abou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query results of blood limpid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of cholesterol, triglycerides in the blood,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amount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id not show an increase. Second, the 

results of oxygen-carrying factors showed that the number of oxygen-carrying red blood cells, 

hemoglobin, and hematocrit showed an increase. Therefore, this circuit weight training program which used 

weights of the geological landscape is considered as an effective way to exercise, since i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oxygen-carrying capac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 Key Words : Circuit Weight Training, Blood Lipids, Oxygen-carrying Factors,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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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세, 여성 65.5

세 이었으나 2011년 남성 77.6세, 여성 84.4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년 이

후의 인구는 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40세 이상 인구

의 분포가 2014년 10명  5명으로 증가하 고 연령

(Median)도 2015년 40.8세로 1980년(21.8세)과 비교하면 

약 20세 이상 상승하 고 2020년 43.4세, 2030년 48.5세, 

2040년에는 52.6세로 계속 증가 할 망이다[1]. 이러한 

연령의 증가 추세는 재 한국 사회의 심연령이 높아

지고 있으며, 년들은 극 으로 자신의 미래를 비

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어야 한다[2].

년여성은 인생의 환기로서 년기의 신체  변화

는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년여성  건강한 노

후를 해 꾸 한 리와 건강 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년여성들의 신체 , 사회 , 심리 , 정신  변화로 

년여성들의 몸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 가족의 건강

은 챙기지만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하는 년여성들은 

신체  기능의 약화  감소로 인하여 년 이후 건강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유지  증진을 해 개

인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방  건강 리에 한 

심이 필요하다[3]. 

년기 여성은 신체활동 감소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  변화  체력 하가 나타나고[4], 신진 사의 

하, 내분비 기능의 감퇴, 신체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체지

방 증가가 나타난다[5].

년여성은 경제활동, 가사, 그리고 육아활동이 정신

, 육체  스트 스를 증가시키며[6], 외모와 신체의 변

화 등 다양한 스트 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7], 이러한 

스트 스는 뇌졸 과 심 계 질환의 유병원인  사망

률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특히, 년여성들은 신체활동의 부족, 칼로리의 과잉

섭취와 폐경 ․후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비만, 

당뇨병, 고 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과 같은 만성 인 

성인병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폐경으로 인하여 신

체 , 정신  변화를 겪는 시기로 다양한 신체 인 변화

가 일어나 정신 , 정서 으로 불안에 가장 많이 노출되

고 노년에 한 두려움이 증폭되어 삶의 질을 감소시킨

다[9].

년여성은 만성 스트 스로 신경과민, 기억력 감퇴, 

긴장, 불면,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체활동이 감소되고 정신 , 심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10], 스트 스 호르몬의 분비로 체

내 항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면역기능의 감소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11].

규칙 인 운동은 년여성의 만성질환 방, 우울의 

감소, 체력의 향상, 정신  스트 스를 완화시키며[12],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효과 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넘기, 등산, 에어로

빅, 자 거 등이 있으며 주로 근육 운동이 무산소 운동인

데 웰빙시   다이어트와 함께 매스컴에서 몸짱 열풍

의 향 등으로 웨이트 트 이닝에 한 심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

웨이트 트 이닝의 종류  서킷 웨이트 트 이닝

(circuit weight training; CWT)은 국의 Morgan과 

Adamson에 의해 창안된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을 한 

트 이닝 방법으로 무산소  항운동에 유산소  요소

를 포함한 운동방법으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에게도 리 이용되고 있으며[14], 웨이트 트 이닝

에 서킷 트 이닝의 개념을 합쳐서 근육계와 호흡 순환

계를 발달시켜 주고 에 지 소비를 증가시켜 생리 인 

효과와 유산소운동과 같은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들의 건강과 신체  활동, 그리고 미에 

한 인식의 증 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항성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5].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의 효과는 유산소 능력의 향상

[16,17], 근기능  신체구성, 심폐기능 향상[18], 심장병 

험의 감소[19], 신체조성 개선[20,21], 지질 개선

[22,23,24], 심  능력의 향상[18]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체력향상을 한 건강증진 

방안으로 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년여성을 상으로 12주

간의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이 지질  산소운반능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

동처방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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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A시 소재 휘트니스 센터 회원 25명

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  도 탈락한 5명을 제외

한 20명을 본 실험 상자로 하 다. 연구 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 에 동의하고 자발 인 참여를 희망하며 최근 

3개월 동안 규칙 인 운동 참여 경험이 없고 의학 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는 40-50  년여성으

로 하 으며 본 실험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실험에 참여시켰다. 피험자는 무선추출법에 의해 통제군

(Control Group: CG),  서킷 웨이트 트 이닝군(circuit 

weight training Group: CWTG)으로 무선 배정하 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 한 일반 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CWTG 10
49.50
±4.79

155.49
±4.47

65.97
±3.72

37.24
±3.46

CG 10
49.20
±5.13

155.96
±6.37

65.57
±4.37

36.61
±3.19

* CWTG(Circuit Weight Training Group), CG(Control Group)
* M±SD(Mean±Standard Deviation)

3. 실험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A시 소재 휘트니스 센터 회원  40-50  

년여성들을 상으로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이 지

질  산소운반인자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연구 상자들에 한 사  검사로서 신체구성, 액  

1RM(Repeated Maximum) 검사를 실시하 다. 서킷 웨

이트 트 이닝 로그램은 12주간 주 3일의 빈도로 1회 

50분간 실시하 다.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을 

시작하기 2주  2회에 걸쳐 각 동작에 한 사  교육을 

실시하 으며 통제군은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액검사는 12주 사  검사와 

동일한 시간 에  동일한 방법으로 12주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3.1 신체구성 검사

본 연구에서 상자들의 신체  특성을 알아보기 

해신장, 체   체지방율 등을 포함한 신체구성은 

Inbody 520(Bio Space,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피험자는 측정 30분 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충분한 휴

식을 취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최소한의 복장으로 

극 발 에 맨발을  상태에서 직립자세를 유지한 후 

극 손잡이를 잡고 양 팔을 15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측

정하 다. 

<Table 2> Circuit Weight Training program

Item Main 
Exercise List Frequency Time Intensity

Warm-
Up

Stretching

3day/week

3set

8-12
repetition

10 min

1-4 week
1RM 

50-60%

Main 
Exercise

Dumbbell
Lunge

 

30 min

Dumbbell
Squat

Deadlift

5-8 week
1RM 

60-70%

Two arm 
Dumbbell Low

Dumbbell
Chest press

Dumbbell
fly

Dumbbell
Should press

9-12 week
1RM 

70-80%

Side lateral 
raise

Dumbbell 
curl

Dumbbell
Kickback

Cool Down Stretching 10 min

3.2 서킷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본 연구의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은 주 3회, 

12주간 실시하 으며, 1회 운동 시 비운동 10분, 정리

운동 10분, 본 운동은 종목당 3세트로 8-12회 반복토록 

수행하 으며 각 종목당 30  동안 실시하 고 종목 간 

휴식시간은 약 20 이고 각 세트간 사이에는 2분간의 휴

식시간으로 구성하여 30분간으로 총 50분간으로 구성하

다. 각 운동부 의 종목은 Dumbbell Lunge, Dumbbell 

Squat, Deadlift, Two arm  Dumbbell Low, Dumbbell, 

Chest press, Dumbbell fly, Dumbbell Should press, Side 

lateral raise, Dumbbell curl, Dumbbell Kickback 등으로 

균등 배분하여 총 9종목을 설정 하 다.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의 강도는 Kuramoto & Payne[25]의 공식 ‘[1RM= 

(1.06×들어 올린 무게 kg)+(0.58×반복횟수)-(0.20×연

령)-3.41]’을 이용해 1RM을 산정하고, 1RM의 50-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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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result of Blood Lipids
Items Group Time M±SD F-Value SS df MS F p

Blood 
Lipids

TC
(mg/dl)

CWTG
pre 229.10±41.18 group 1081.600 1 1081.600 .355 .559

post 217.10±48.63 error 54876.800 18 3048.711

CG

pre 233.20±34.04 period 324.900 1 324.900 3.807 .067

period*group 396.900 1 396.900 4.651 .045
*

post 233.80±32.37
error 1536.200 18 85.344

TG
(mg/dl)

CWTG
pre 151.20±49.74 group 1177.225 1 1177.225 .302 .589

post 140.40±47.04 error 70155.250 18 3897.514

CG

pre 155.40±40.33 period 172.225 1 172.225 17.811 .001***

period*group 442.225 1 442.225 45.734 .001
***

post 157.90±38.72
error 174.050 18 9.669

HDL-C
(mg/dl)

CWTG
pre 47.80±7.23 group 16.900 1 16.900 .292 .596

post 52.10±6.91 error 1041.500 18 57.861

CG

pre 49.20±5.80 period 25.600 1 25.600 1.282 .272

period*group 72.900 1 72.900 3.650 .072
post 48.10±4.65

error 359.500 18 19.972

LDL-C
(mg/dl)

CWTG
pre 141.80±23.04 group 476.100 1 476.100 .461 .506

post 133.80±31.07 error 18580.400 18 1032.244

CG
pre 142.10±20.40

period 19.600 1 19.600 .200 .660

period*group 435.600 1 435.600 4.456 .049
*

post 147.30±18.61 error 1759.800 18 97.767

해당하는 부하를 구하여 서킷 웨이트 트 이닝에 용하

여 1-4주에는 1RM의 50-60%, 5-8주에는 1RM의 

60-70%, 9주-12주에는 1RM의 70-80%으로 실시하 다.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에 한 운동의 강도는 

매 4주마다 재측정 하여 운동강도를 조정하 다. 서킷 웨

이트 트 이닝 로그램은 <Table 2>에서 제시하 다.

3.3 혈액분석

액 측정은 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도록 사 에 교육을 하 으며, 피검자들이 검사 날

부터 12시간 이상 식한 상태로 검사 당일 오 에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안정 상태로 완주정맥(antecubital 

vein)에서 5ml 액을 사 과 12주 후에 각각 채 하여 

원심분리 후 5℃ 이하에서 냉장 보  상태로  G의료재단

으로 운반하여 자동 생화학 분석기(Automatic 

Chemistry Analyser)로 분석의뢰 하 으며, 분석항목은 

TC, HDL-C, LDL-C, TG, RBC, Hb, Hct으로 하 다.

3.4 자료처리

본 연구는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집단과 시기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을 해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

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다. 모든 통

계치의 유의수 은 ɑ=0.05로 하 다.

4. 연구결과
4.1 혈중지질의 결과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에 

따른 지질의 결과와 변량분석의 결과는 <Table 3>

에 제시하 다. 

총콜 스테롤은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

용효과(F=4.65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

방에서도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

(F=45.73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DL-C에

서도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F=4.456,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DL-C 에서는 시기

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킷 

웨이트 트 이닝군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산소운반인자의 결과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에 

따른 산소운반인자의 결과와 변량분석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구는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

(F=36.33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모 로

빈에서도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

(F=44.37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마토크

릿에서도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

(F=66.75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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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eated measure two-way ANOVA result of Oxygen Carrying factors 
Items Group Time M±SD F-Value SS df MS F p

Oxygen-Carrying
Factors

RBC
(106/㎕)

CWTG
pre 4.31±0.22 group .042 1 .042 .309 .585

post 4.57±0.14 error 2.424 18 .135

CG

pre 4.43±0.31 period .059 1 .059 6.454 .020
**

period*group .329 1 .329 36.332 .001***

post 4.32±0.34
error .163 18 .009

Hemoglobin
(g/dl)

CWTG
pre 12.13±0.75 group 4.624 1 4.624 3.798 .067

post 12.89±0.68 error 21.916 18 1.218

CG

pre 13.46±0.90 period .121 1 .121 1.271 .274

period*group 4.225 1 4.225 44.370 .001***

post 12.92±0.87
error 1.714 18 .095

Hematocrit
(%)

CWTG
pre 36.10±2.42 group 33.672 1 33.672 3.290 .086

post 38.30±2.16 error 184.221 18 10.234

CG

pre 39.70±2.21 period 1.892 1 1.892 4.055 .059

period*group 31.152 1 31.152 66.751 .001***

post 38.37±2.43
error 8.400 18 .467

5. 논의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을 용하여 지질  산소운반인

자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연구결과를 토 로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5.1 혈중지질의 변화

운동은 지질의 개선과 동맥경화를 방하는 효과

와[26], 건강과 심 계 질환의 험을 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27], 심 질환의 방  치료

를 해서는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8].  

년여성을 상으로 운동을 통한 지질의 개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윤희[29]의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5회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을 실시한 결과 지질의 개선을 보고하 으며, 백경

실[30]의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

회와 6회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지질

의 개선을 보고하 으며, 주 6회빈도가 보다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신군수 등[31]의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지질의 개선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운동을 통해 TC, TG  LDL-C에서 유

의한 감소를 보 으며, HDL-C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이 심  질환  치료 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는 운동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증가

로 인하여 효소 활성도가 지질의 동원과 이용능력을 향

상시키고[32], 규칙 인 신체활동은 운동의 형태와 계

없이 지질 사에 정 인 효과[33]를 미치므로 본 연구

에서 실시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도 지질 사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DL-C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운동 기

간, 빈도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

각되며 장기 인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다면 HDL-C에

서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2 산소운반인자의 변화

일반 으로 구, 헤모 로빈 농도, 헤마토크릿은 

인체 내 산소운반 기능에 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에 의

해 스트 스를 받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해 

구는 여러 종류의 생리기 을 변화시키게 된다[34].  

운동과 산소운반인자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

훈  등[35]의 연구에서는 남자 학생을 상으로 고정

형  혼합형 산소 환경에서의 4주간 간헐  트 이닝

을 실시한 결과  산소이용능력 변화를 유도하지 못

했다고 보고하 으며, 정홍용[36]의 연구에서는 고교 배

구선수들을 상으로 4주간 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실시

한 결과 헤마토크릿에서만 상승을 보여 산소운반능

력의 변화에는 다소 효과가 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 

장용우 & 고 규[37]의 연구에서는 비만 등학생들을 

상으로 8주간 넘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산소운반계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양정옥 & 최재 [38]의 연구에서는 장거리 육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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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복합훈련과 육상훈련을 16주간 훈련시킨 결

과 복합훈련 집단에서 헤마토크릿 수치가 증가하 고 복

합훈련과 육상훈련 집단에서 구  헤모 로빈 수치

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의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운동으로 구, 헤모 로빈  헤마

토크릿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어 장기간의 유산소성 

운동이 구  헤모 로빈 농도를 증가시켜 산소운반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39,40]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이 운동의 

효과로 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증 시키기 하여 헤

모 로빈 농도의 증가를 가져오며[41], 운동은 구수, 

헤모 로빈 농도, 헤마토크릿 등의 산소운반능력에 향

을 미치고 구량의 증가는 유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키

며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이 산소운반인자의 증가를 보여 년여성

들에게 효과 인 운동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운동수행능

력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서킷 웨이트 

트 이닝을 통해 지질  산소운반인자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주 3회 빈도와 1RM 50-80%의 강도로 리 웨

이트를 이용한 서킷 웨이트 트 이닝 운동 50분을 실시

하 다. 이와 같은 목 과 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지질의 결과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산소운반인자의 결과 구, 헤모 로빈  헤

마토크릿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 웨이트를 이용한 서

킷 웨이트 트 이닝 로그램이 지질개선과 산소운반능

력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심  질환 방  운

동수행능력과 피로에 효과 인 운동방법이라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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