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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을 통하여 년비만여성들의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 손상지표에 어떠

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년비만 여성을 상으로 최 심박수를 활용한 80∼85%의 

운동강도로  매회 40분간 실시되는 인터벌 태권도 운동을 주 3회씩 8주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첫째, 코티졸은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리지방산은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며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근 손상지표는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인터벌 

태권도 운동은 스트 스를 이겨내는 내성   항력 향상과 근 손상 방 효과는 다소 낮았으나, 지방 산화 능력 

증가를 한 운동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주제어 : 인터벌 태권도, 년비만여성,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손상,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built to figure out the changes in Cortisol, Free fatty acids and muscle 

damage indicators, by conducting eight-week interval Taekwondo programs to obese women in their 

middle age. The exercise programs was consisted of 40 minutes interval Taekwondo workout each time, 

using the movement of the 80-85% of HRmax intensity. Overall, we got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conduct. First, Cortisol decreased before and after the 8 week interval, but it did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Second, the FFA showed a significant change by decreasing before and after the 8 

week interval. Third, the muscular damage indicators showed a small decrease before and after the 

Taekwondo workout, but didn't show a significant change. Ultimately, the interval Taekwondo program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tress tolerance, stress resistance and protecting muscle 

injuries, but can be effectively used to increase the lipid oxidation ability.

• Key Words : Interval Taekwondo, Obese Middle Aged Women, Cortisol, Free Fatty Acids, Muscle 

Damag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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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년여성들의 신체  변화로 인하여 신체조직의 기능 

감퇴, 노화 진  호르몬 불균형,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

의 감소 상을 경험하게 된다[1]. 특히 감각기능  시각

의 감퇴는 40세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며, 미각, 후각, 

각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음식 섭취

의 소   설탕 섭취량에도 향을 주어 식습 에 향

을 주게 된다[2]. 한 년여성들은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며 갱년기 증상은 난소기능의 항에 의한 호르몬 결

핍으로 인하여 기 증상과 말단 장기의 사성 변화로 

골다공증, 동맥경화, 심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3].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체 의 증가는 폐경기 

ㆍ후에 체 이 격히 증가 되며 지방량이 상 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사질

환에 노출될 가능성 한 증가 된다[4]. 

비만과 련해 최상호와 최윤택[5]은 체 조 에 있어 

가장 효율 인 방법은 칼로리 섭취의 제한과 더불어 운

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식사를 개선하고 운동

을 증가시키는 행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한, Hall[6]는 규칙 인 운동과 식이조 을 

통하여 비만을 방 할 수 있으며 체 감량을 통하여 제 

2형 당뇨병과 심  질환의 발병 험을 체 감량의 장

기간 유지에 여하는 인자로서 제 2형 당뇨병과 심  

질환의 발병 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 으며, 체 감량

뿐만 아니라 신체구성, 인슐린 감수성  지질을 개

선할 수 있으며 압을 감소시켜 사증후군 지표 개선

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규칙 인 운동은 

사성질환의 방과 비만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해 평상시에 잘못된 운동으로 근 손상

과 산화  스트 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근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7] 되고 있다. 특히 

신장성 운동으로 골격근 손상과 련이 있다고 하 으며

[8], 이는 근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MacIntyre 등[9]은 신장성 근육 활동은 근육 세포에 염증

이 발생하고 기계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 다[10]. 

태권도의 경우 손과 발이 주요동작으로 부분은 신

장성 근수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해 오늘날 태권

도는 무도 수만이 아니라 수련의 결과와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11]고 하 다. 정연택[12]은 태권

도 수련은 다양한 체력 요인의 발달을 가져오고 태권도

의 모든 동작은 좌우 동일하게 이루어져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유도한다고 하 으며, 인체 생리  기능을 진

하고 심리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여 태권도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하 다. 한 인터벌 트 이닝

(interval training)은 고강도와 강도를 반복 으로 실

시하는 운동으로 사증후군, 심부   심장재활 운동

로그램 등에도 용되어 인슐린 항성을 개선시키고 

심 질환의 여러 가지 험요소를 일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13,14,15]. 

이러한 측면에서 태권도를 생리  기능 측면에서 조

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최근 연구에서 태권도

를 상으로 신체 , 정신  건강에 한 연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만 비만  근 손상 지표와 련해 직 인 연

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이 등학생

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 근 

손상 측면에서는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태권도 

운동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고 생각되며, 특

히 년여성을 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 으로써 년여

성과 태권도의 생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태권도 발

과 태권도를 통한 다양한 비만개선 로그램 제시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I 역시에 거주하는 BMI 25kg/m2 

이상이면서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년 비만여성으로 

본 실험에 자발 으로 참여한 자로 질병, 심폐 기능  

의학  험요인이 없는 40∼50  년여성 20명을 지원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에 앞서 실험목 , 실험

차  험요인 등 본 실험에 련된 정보와 차에 하

여 자세한 설명을 하 으며 실험참여 동의서를 받고 최

종 14명을 선정하 다. 이들  인터벌 태권도 그룹 7명, 

통제군 7명으로 무선배정 하 다. 이들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Age(yr) Weight(kg) Height(cm) %Body fa(%)
EX

40.57
±3.82

72.54
±9.76

160.34
±9.12

35.55
±5.27

CG
39.57
±4.72

75.05
±11.98

161.47
±8.85

35.25
±3.3.37

*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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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al Taekwondo Exercise Program 

Configuration Exercise Exercise intensity Time
Warm up   1) Stretching      2) Walking 30～40 %HRmax 10min 

Exercise

 Continuous knee kick(trunk)
 Continuous front kick(underneath)
 Continuous front kick(trunk)
 Continuous round house kick(underneath)
 Continuous round house kick(trunk)
 Side step knee kick(trunk)
 Side step front kick(underneath)
 Side step front kick(trunk)
 Side step round house kick(underneath)
 Side step round house kick(trunk)
 Opposite punch(face)
 Right punch(face)
 Double punch(face)
 Double punch knee kick(trunk)
 Double punch front kick(trunk)
 Double punch round house kick(trunk)
 Three consecutive punches(face)
 Three consecutive punches knee kick
 Three consecutive punches front kick(trunk)
 Three consecutive punches house kick(trunk) 

80～85 % HRmax
20min 

Cool down 1) Walking         2) Stretching 30～40 %HRmax 10min 

3. 실험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8주간 인터벌 태권도가 년 비만여성들의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 손상지표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여 년 비만여성의 생리  효과와 태권도를 통한 

다양한 비만개선 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으며 

사 검사로 신체구성, 액분석  운동부하검사를 실시

하 으며 본 실험으로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은 8주간 

동안 주당 4일의 운동빈도로 1회 40분간, HRmax 80∼

85%의 운동 강도로 실시하 다. 통제집단은 실험기간에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고 어떠한 운

동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 으며 8주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3.1 신체구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운동참여  사 검사로 In-body 520 

Bio space를 이용하여 신체구성 검사를 통하여 개인별 

신체  특성으로 참고하 으며 신체구성 변인으로는 체

, 신장, 체지방률  체지방량을 알아보았다.

3.2 운동부하검사

본 연구에서 운동 참여  운동강도를 설정  최 운

동 능력을 확인할 목 으로 Bruce Protocol을 활용하여 

트 드 에서 운동부하검사(GTX)를 실시하 다. 실험 1

시간 에 피험자는 실험실에 도착하여 편안한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한 후 피험자의 상태가 쾌 의 컨디션이

라고 단된 상태에서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 다. 각 

개인별로 요구되는 목표심박수는 Karvonen 공식([(최

심박수-안정시 심박수) × 운동강도 + 안정시 심박수]을 

이용하여 운동강도를 산출하 으며, 운동강도의 성 

고려하기 해 4주마다 목표심박수를 산출하 다.

3.3 혈액분석

액분석  채취는 S․K의료재단에 의뢰하 으며, 

피험자들을 식이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12시간 이상

의 공복을 유지시켰으며, 24시간이내의 운동을 지하여 

측정변인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다. 채 은 사 , 

사후 모두 오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 으며, 피험자가 

충분히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완의 주정맥

(antecubital vein)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 10 

㎖의 정맥 액을 채 하 다. 채 된 액은 원심분리 

후 분석시까지 –70℃에서 장하 으며, 검사항목은 코

티졸(cortisol), 유리지방산(FFA: Free Fatty Acids), 크

아틴 키나아제(CK: creatine kinase), 젖산 탈수소 효소

(LDH: lactate dehydrogenase)이다.

3.4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 로

그램은 8주간이었으며, 운동빈도는 주당 4회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 로그램의 1회 운동시

간은 40분으로 비운동(10분), 본운동(20개 동작,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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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nge in cortisol, free fatty acids and muscle damage on interval taekwondo 

Items Time Group n M±SD Group SS df MS F p

Cortisol
(μg/dl)

pre
(0 Weeks)

ITG 7 10.84±1.58 group 3.089 1 3.089 1.255 .285

CG 7 9.58±1.39 error 29.536 12 2.461

post
(12 Weeks)

ITG 7 9.82±2.24 period 1.243 1 1.243 .306 .590

CG 7 9.75±1.88 period*group 2.460 1 2.460 .605 .452

error 48.801 12 4.067

FFA
(μEq/L)

pre
(0 Weeks)

ITG 7 767.28±21.43 group 3214.286 1 3214.286 5.662 .035*

CG 7 768.57±29.13 error 6812.714 12 567.726

post
(12 Weeks)

ITG 7 727.28±21.94 period 2760.143 1 2760.143 4.753 .050*

CG 7 768.85±22.51 period*group 2840.143 1 2840.143 4.891 .047*

error 6968.714 12 580.726

CK
(U/L)

pre
(0 Weeks)

ITG 7 125.28±23.38 group 132.893 1 132.893 .204 .660

CG 7 122.85±28.42 error 7818.714 12 651.560

post
(12 Weeks)

ITG 7 112.00±23.83 period 295.750 1 295.750 .383 .548

CG 7 123.14±30.42 period*group 322.321 1 322.321 .417 .531

error 9272.429 12 772.702

LDH
(U/L)

pre
(0 Weeks)

ITG 7 305.14±25.91 group 1575.000 1 1575.000 .985 .341

CG 7 310.28±40.01 error 19194.000 12 1599.500

post
(12 Weeks)

ITG 7 287.85±37.06 period 386.286 1 386.286 .865 .371

CG 7 312.71±21.11 period*group 680.143 1 680.143 1.523 .241

error 5360.571 12 446.714

*p<.05
 ITG: Interval Taekwondo group,  CG: Control group
 FFA: Free Fatty Acids, CK: Creatine K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20분), 정리운동(10분)으로 나 어 실시하 다. 운동강도

는 무선심박수측정기를 이용하여 HRmax 80∼85%로 실

시하 으며 고강도 운동임을 고려하여 2주간 HRmax 60

∼80%의 응기간을 두었다. 본 운동 로그램은 채수인

[16]의 운동 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 으며, 동

작마다 횟수와 상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동작을 수행 

하 다. 동작을 수행하는 시간은 20 이며,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의 불완  휴식을 두었다. 고강도 인터벌운동 

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3.5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

편차(SD)를 산출하 으며, 각 집단의 운동 과 운동 

8주 후에 나타나는 측정변인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이

원변량반복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다. 각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유의 수 은 

α= .05로 하 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인터벌 태

권도를 통하여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손상지표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4.1 코티졸의 결과

코티졸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

에 제시하 으며, 인터벌 태권도에서는 8주 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제군의 경우는 8주 후 향을 미치

지 않았다. 코티졸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간 

주 효과와 시기 간 주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기와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운동 로그램에 한 정 인 효

과를 얻지 못하 다.

4.2 유리지방산의 결과

유리지방산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으며, 인터벌 태권도에서는 8주 후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제군의 경우는 8주 후 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리지방산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간 주효과(F=5.662, p=.035), 시기 간 주효과

(F=4.753, p=.05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시

기와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F=4.891, p=.047)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운동 로그램의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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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근 손상지표의 결과

CK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으며, 인터벌 태권도에서는 8주 후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으며, 통제군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CK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간 주 효과

와 시기 간 주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시기와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운동 로그램에 한 정 인 효과를 얻

지 못하 다.

LDH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으며, 인터벌 태권도에서는 8주 후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으며, 통제군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LDH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간 주 효

과와 시기 간 주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시기와 그룹 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 운동 로그램에 한 정 인 효과를 

얻지 못하 다.

5. 논의
본 연구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인터벌 태

권도를 통하여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 손상지표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5.1 코티졸의 변화

코티졸은 운동 강도와 지속시간 등 심리․생리  스

트 스 정도에 따라 향을 받으며[17], 운동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장 코티졸의 농도는 증가하고,  강도 운

동 시에 장 코티졸 농도가 감소한다[18]. 운동 형태에 

따른 코티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 숙[19]의 

연구에서는 노인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 60분간, 

55-65% HRmax의 운동 강도로 우리춤 체조 후 코티졸

의 농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김명수와 양승

원[20]은 노인여성을 상으로 16주간, 주 5회, 50분간, 

60% HRmax의 운동 강도로 아쿠아로빅과 스스포츠를 

실시한 결과 코티졸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이창 , 

김진우, 신덕수[21]은 남자 학생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의 빈도로 120분간, 50-80% HRmax의 운동 강도로 

축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코티졸이 감소하 다고 보

고하 다. 장재 [22]의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 3회의 빈도로 40-60분간, HRR 

30-60%의 운동 강도로 복합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

과 코티졸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주 3

회의 빈도로 40분간, 80∼85% HRmax의 운동 강도로 인

터벌 태권도를 실시한 결과 코티졸의 변화는 감소를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결

과를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에서 코티졸의 변화 효과는 

운동기간은 12주 이상, 1회 운동시간 역시 50분 이상, 운

동 강도는 강도 이상에서 나타나고 운동의 강도나 운

동형태, 운동기간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23] 본 

연구결과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을 통하여 코티

졸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소 감

소한 결과를 볼 떄 스트 스에 한 내성과 항력이 다

소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24],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의 운동 강도와 시간, 기간 등을 달리한다면 코

티졸의 농도를 정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5.2 유리지방산의 변화

유리지방산은 지구성 운동 시 요한 에 지원이 되

며[25], 유리지방산 합성 억제에도 효과 으로 작용하고 

있고[26], 단시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지방 소모에 

효과 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7,28]. 운동 형태

에 따른 유리지방산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찬

회와 순아름[29]의 연구에서는 폐경 년여성을 상으

로 12주간 주 3회의 빈도로 60분간 유산소 운동(THR 

50-80%), 유산소와 근 항성 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은 

(1RM의 70%)을 실시한 결과 유산소 운동집단과 복합운

동집단에서 유리지방산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다.

박치욱, 정주하, 양 홍[30]의 연구에서는 비만 여 생

을 상으로 신체활동 수 에 따라서 12주간 3회에서 5

회의 빈도, 50-64% HRR 는 RPE 13-15의 운동 강도로 

배드민턴, 걷기, 티볼, 핸드볼 등을 실시한 결과 유리지방

산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강설 , 김병

로, 정성림[26]의 연구에서는 공복 당장애를 가진 년

여성을 상으로 12주간 주5회의 빈도로 40분간, HRR 

50-80%의 운동 강도로 트 드  걷기와 달리기를 실시

한 결과 유리지방산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Boutcher[31]은 과체  여성(45명)에게 15주의 실내 

자 거 훈련을 8 간 페달을 강하게 밟은 후 12 간 천천

히 밟는 방법으로 하루 20분씩 실시한 결과, 간속도의 

지속 페달링 40분 실시군보다 체 감량이 3배 이상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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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 기능, 내분비계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주 3

회의 빈도로 40분간, 80∼85% HRmax 운동강도로 인터

벌 태권도를 실시한 결과 유리지방산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벌 태권도 운동이 골격근

과 지방조직 내에서 당원합성 효소 증가와 산화효소 활

성화  지단백 분해효소 작용의 증가[26]와 더불어 지방

산 산화와 지방산을 이용하는 에 지 생성 기질을 증가 

시키고[32], 에 지 원료로 활용이 활성화되며[33], 미토

콘드리아가 에 지 사를 진시킴으로서 지방의 산화

율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34]. 

5.3 근 손상지표의 변화

근 손상지표인  크 아틴 키나아제(CK: creatine 

kinase), 젖산 탈수소 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

는 근 손상과 신체의 단련정도 정도를 반 하는 지표가 

되며, CK와 LDH는 운동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

나고 운동 강도, 운동시간  훈련의 양과 한 련을 

지니고 있다[35,36,37]. LDH는 근조직이 손상되면 CK와 

같이 근세포 효소의 방출량이 증가하며[38], LDH의 증가

는 간, 심장, 골격근과 구의 손상을 의미한다[39].

운동 형태에 따른 근 손상지표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최기선[40]은 남자 학생을 상으로 4주간 주 3

회 1RM의 85%의 강도로 웨이트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CK와 LDH에서 감소하 으나 CK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으며, 김진우[41]는 남자 학생을 상으로 4주

간 주 3회 1RM의 85%의 강도로 함  단일투여  투여

에 따른 웨이트트 이닝을 실시한 결과  CK  

LDH 농도는 감소하 으나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했

다고 보고하 다. 임인수[42]는 년여성을 상으로 12

주간 주 4회의 빈도로 60분간, VO2max 60-80%의 운동

강도로 수 운동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다. 이운용과 홍상민[43]은 학생을 상으로 8주간 주 

3회의 빈도로 60분간, 1RM을 근거로 8-12RM의 항을 

이용하여 량 항성 stability 운동과 unstability 운동을 

실시한 결과 CK  LDH 농도가 감소하 으며 LDH에서

만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주 3

회의 빈도로 40분간, 80∼85% HRmax 운동강도로 인터

벌 태권도를 실시한 결과 근 손상지표에서는 유의한 감

소를 보 으나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벌 태권도 운동이 근 손상지표인 CK와 LDH

농도를 낮춘 것으로 보아 근 손상을 어느 정도 방한 것

으로 생각되며 장기간 지속 인 운동을 통하여 근 손상 

지표 농도가 감소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만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인터벌 태

권도 로그램을 통하여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 손상

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주 3회

의 빈도로 40분간, 80∼85% HRmax 운동강도로 인터벌 

태권도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코티졸은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리지방산은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며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근 손상지표는 8주간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 

․후 감소를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결론 으로 인터벌 태권도 운동이 코티졸, 유리지방산 

 근 손상지표 농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는 못했

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벌 태권도 로그램이 동

일한 에 지를 소비하는 조건에서 운동기간  시간이 

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스트 스에 한 내성과 

항력 향상, 지방 산화 능력 증가  근 손상을 방할 

수 있는 로그램이라고 단되며, 장기간 지속 인 인

터벌 태권도 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년비만 여성들의 

운동처방 로그램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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