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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만여성들의 모션비트 리듬운동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 현장에 적용을 기대하고자하며 지속
적인 운동건강관리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만여성들에게 8주간 모션비트와 리듬운동을 융복합하여 
건강증진행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여성들의 8주간 주 3회 모션비트 리듬운동 적용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변화에서는 스트레스관리 요인에서 모션비트 적용이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8주간 주 
3회 리듬운동 프로그램과 모션비트의 융복합된 중재효과를 통해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에 기여하였으며, 비만인들
의 모션비트를 적용한 운동 관리는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수용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모션비트를 적용
한 운동은 재미와 흥미를 극대화시켜줌으로서 비만여성들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
으며, 지속적인 운동 참가의 조성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 모션비트, 건강증진행위, 비만여성, 리듬운동, 리권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observe chang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obese women by applying 
8 weeks of motion-beat on rhythm exercise program. The effects of the obese women's motion-beat in rhythm 
exercise we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changes in their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motion-beat to the eight-week rhythm exercise, it was noted that the application 
of motion-beat was effective in the factor of stress management. Therefore, since the exercise applying 
motion-beat maximizes fun and interest, it has been developed as a program on sports for all, appropriate and 
efficient for obese women, and it is expected that positive changes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can be 
suggested as a measure for the facilitation of their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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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의 생활환경은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생

활의질이향상되었고물질의풍족함을향유하며살아가

고 있다[1]. 비만은 과도한 비활동적인 생활이 원인으로

05년 이후 3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만관리를 위한 보다 발전된 수준의 운동 형태를 요구

할뿐만아니라운동효과에따른건강에대한욕구도늘

어나고 있다.

대부분의여성들은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참여가건

강유지는물론바람직한체형을유지하기위한비만관리

에 적극적 신체활동이라는 관점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

증진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해결요법으로 흥미를 유발하

여 재미있는 운동을 선호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며

음악을이용하는리듬운동과같은집단운동(group exercise)

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집단운동은 리듬운동의 한

형태이며 스포츠나 무용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리듬(rhythm)을 주요구성요소로써포함하는여러

종목을 포괄적으로 설명[3]되며, 음악의 리듬 또는 박자

(beat)와 신체움직임이서로융화되어춤의형태를갖춘

것으로성인남녀의재미와유익함을제공하는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4]. 운동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중재로 한

수많은결과와연구들이진행중에있으며, 본 연구와관

련한 주요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리듬 반응의 심리적,

행위적, 생리적현상이며[5], 움직임과박자의타이밍, 계

획, 구성, 실행 가능하게 돕는 것[6], 감정 통제 및 피로

회복에 돕는 것[7], 운동능력 향상 및 심리적 효과, 운동

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낮추는효

과가 있는 것[8]이라고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리듬운동에 사용된 음악은 운동 동작에 따라

맞춰진음악이아닌기존의대중댄스음악등운동과어

울리는 박자를 선택해서 이용[9, 10]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는 동작의 시작과 끝이 음악의 박자와 정확하

게맞지않아운동의효과를차감할수있어이런문제점

을보완할수있도록동작에적합한음악으로구성된모

션비트(motion-beat) 음악이 요구된다[11]. 모션비트는

동작 악센트의 맞는 시점에서 다양한 샘플 비트

(sampling)를 넣어 흥미와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12]이며, 비트의음색과음향을조절하여동작을표현해

주는 박자로 전체 리듬을 움직임에 따라 증가되는 심박

수를적용하여비트의간격을설정가능한운동미디어콘

텐츠이다[11, 13]. 이렇게모션비트는동작과가장흡사한

소리들을 구성하여 운동 중 음악의 리듬 위에 표현하고

운동동작을소리로일치함으로써집단운동에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준다[14에서 재인용]. 이러한 모션비트를 적

용한 리듬운동은 비만여성의 재미있는 신체활동 수단과

비만해결요법으로 가능할거라 생각되며, 반복된 비만관

리 실패로 인한 약화된 운동 참여 지속의지를 강화시켜

사회·심리적인 긍정적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건강

증진행위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증진행위는자신의건강을돌보는데주도적인역

할을하는자기책임을강조하였으며[15], 건강증진을위

해서는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건

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이 건강을 강

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시키는 복잡한 심

리, 행동,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16, 17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 효과에 대한

단순한 신체·생리적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 보다 통합적

인건강의행동과학적행위를확인할수있는변수로건

강증진행위를분석하는것은의미있는연구라생각한다.

또한리듬운동에서나타나는속성과특징을파악하고그

에적합한모션비트의수동적강화를비만여성에게적용

하여 건강 행동과학적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규명도 시급

히 밝혀져야 할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융복합을활용하여 8주간리듬운동프로그램에

직접적인 모션비트 중재효과를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관

찰하여비만여성들이보다높은수준의건강상태를지향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형태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운동클럽, 보건(지)

소, 문화센터에가입되어있는체지방률 30%이상비만성

인여성을대상으로최근 6개월간약물복용경험이없고

리듬운동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거주 지역

을중심으로구분하여 8주간주 3회 중재프로그램을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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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바탕이 된 실험설계 유형은 중다처치집단

실험설계(multiple treatment group design)로써 실험집

단의조건을두개를두고내적타당성을저해하지않기

위해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표집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없어 통제집단은 무선할당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비동등집단설계(nonequivalent-group design) 유형

을 조건에 부합될 수 있게 설정하였다.

8주간주 3회중재프로그램의적용전, 신체의수분량

에따른저항을활용하여미세한교류전류에서생겨나는

임피던스 인덱스(impedence Index)를 얻는 전기저항법

원리(inbody520, biospace Co., Korea)를 통하여 신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수집된 표본에 신체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의 사전 설문검사를 통하여 리듬운동에 모

션비트를적용한집단은모션비트리듬운동집단(MBG),

일반비트에 리듬운동을 적용한 집단은 일반비트 리듬운

동 집단(GBG)으로 무선배정(random assignment)하였

으며, <Table 1>과같이세집단으로구성하였다. 8주간

의중재적용후사전설문검사와동일한사후설문검사

를 진행하였다.

Spec.
MBG(n=18) GBG(n=18) CG(n=18)

M±SD or n(%)
age 35.05±9.61 33.06±5.44 36.11±9.71
weight(㎝) 64.66±3.12 65.94±3.96 64.94±3.45
height(㎏) 160.34±3.93 162.60±4.55 161.16±4.03
fat(%) 34.70±2.11 35.78±3.52 34.72±3.24
MBG: Motion-Beat rhythm exercise Group
GBG: General-Beat rhythm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roup

2.2 8주간 중재 프로그램
2.2.1 8주간 모션비트 리듬운동
본연구에융복합을활용하여 8주간주 3회중재프로

그램에적용된모션비트리듬운동집단과일반비트리듬

운동집단은중재가적용된각장소에서모니터및프로

젝터를 이용하여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영

상 미디어 콘텐츠는 지도자 특성의 편차를 줄이고, 정확

한 모션비트와 일반비트를 제공할 수 있고, 대상자들의

집결시간대의문제를최소화할수있기때문에영상콘

텐츠를 적용하였으며, 영상 콘텐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국가 자격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5

년이상의현장경력을갖춘관리자(전문강사)를배치하

여 관리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도록사전교육과지도력강화를위한현장감독및

실험에 대한 강사 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

지표는 목표심박수와 운동자각도를 설정하여 해당범위

안에해당할수있게지도하였으며, 본연구에서실시한

리듬운동은 리권(rhykwon)운동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와 같이 모션비트 리듬운동 집단, 일반비트 리듬운동

집단 모두 동일한 리권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리권 운동프로그램 실시 중 음악의 비트 다르게 들려주

었다.

Time Contents Intensity
warm
up

10min static & active stretching

Work
out

1∼4
week

work out
(30min)

Jap, two jab, hook, upper,
attack, circle jab, twist jab,
basic step, front kick,
round house kick.

50∼60%
HRmax

RPE
12∼14conditioning

(10min)
push up, Leg raise, squat,
lunge, back kick

5∼8
week

work out
(30min)

knee & down punch, stand
by me, kan kan, knee & jab,
rhykwon techno, bounce
(round house kick.2-3),
jumping step, attack.2

60∼70%
HRmax

RPE
14∼16conditioning

(10min)

push up, leg raise, crunch,
trunk twist, squat, lunge,
back kick

cool
down

10min static & active stretching

mendi
tation

5min
the sounds of the forest, the sound of
the ocean, the sound of wind

Frequency: 3 / Week
Time: 60∼70min

<Table 2> 8-week rhythm exercise program

리권은 태권도 동작을 기본으로 두고 태권도의 발동

작, 권투의 손동작, 에어로빅의 스텝을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무산소 운동인 근력운동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18]. 운동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수정·보완되어야 할 운동 강도와 동작들

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총 9종[19, 20, 21, 22, 23, 24, 25,

26]의 전문서적이참고되었다. 운동기간은체력단련의

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는 8주동안주 3회실시하고[19,

22], 운동 강도는비만인의운동처방을위한목표심박수

(target heart rate)의 실측혹은추정최대심박수의 50∼

70% 범위에서 적용하였다[21, 23, 25]. 운동 자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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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는 대상자들의 비만

에효과적인운동범위확인과사고에대한위험성을최

소화하기 위해 매 운동 실시 중에 운동자각도를 관찰하

여모든대상자들에게 12∼16을 유지[24, 26]하도록하였

다. 수시심박수측정은경동맥, 요골동맥에서 10초동안

측정한 맥박수에 6을 곱하게 하였다[21]. 목표 심박수와

운동자각도의범위에벗어난대상자들은리권운동프로

그램지침[20]에 따라정상동작의반정도되는관절가동

범위(range of motion)로 동작하여 목표심박수와 운동

자각도를 유지할수 있도록권고하였다. 8주 리듬운동의

동작 구성은 선행연구들[11, 12, 13]을 바탕으로 본 연구

대상에적합하도록재구성하였다. 1∼4주는상지중심, 5

∼8주는하지중심의동작으로구성하여운동강도변화

를 적용하였으며, 준비운동, 정리운동, 명상은 8주간 강

도 변화 없이 적용하였다.

2.2.2 모션비트 제작
일반음악 또는 대중음악에서 나오는 박자는 3∼5분

안에종료, 엇박자등의단점이나타나운동의효과를차

감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동에 적합한

리듬과비트를구성하고 4/4 박자의비트과멜로디로구

성하였다. 또한 엇박자와 반박자의 요소를 모두 제외하

여 짧은 시간에 끊어지지 않고 일정한 박자로 이루어지

도록하고운동강도와심박수를조절하기위해 Velocity

는첫박자에가장높은박자를주는효과를강조하여일

반비트 음악(리듬운동에 맞춰진 음악)을 제작하였다.

Mastering을마친음악은 CUBASE 프로그램을통해모

션비트 음악을 첨가하였다. 모션비트의 제작은 타악기

위주의샘플이주로사용되었으며 attack, kick 등의악센

트 동작의 모션비트는 fxpansion 社의 소프트웨어(BFD

drum)와 xlnaudio 社의 소프트웨어(audio addictive

drums)를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Kick 동작들의 모션비

트는 waves 社의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좀 더 강한소리

로 변화되게 강조하였다. 다양한 모션비트들은 실제로

녹음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생활 소리를 이용하여 voice

sampling 작업을하였으며모션비트의시작과끝을알리

는 알림음악은 여러 가지 신호음을 이용하였다. 모션비

트의길이는 음악의 bpm에 따라변할 수있도록중간지

점이 될 수 있는 bpm 120정도로 제작되었고, 동작의 특

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흥미, 재미 등의 요소를 지루하지

않도록 배치하여 삽입하였다.

2.3 연구도구
건강증진행위의변화를조사하기위하여설문지를이

용하여모션비트리듬운동프로그램참가전검사와 8주

후 검사를 모두 동일한 시간대와 환경을 구성하여 진행

하였다.

Subscales
Seo
(1996)

Yu
(2014)

Kim
(2000)

Kim, Lee
(2011)

Self-
Realization

.87 .88 .87

Health
Responsibility

.81 .84 .82 .855

Exercise and
Nutrition

Exercise: .82
nutrition: .73

.73 .81

Suppor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2 .77 .79 .755

Stress
Management

.73 .87 .71 .649

SR: Self-Realization
HR: Health Responsibility
EN: Exercise and Nutrition
SIR: Suppor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M: Stress Management

<Table 3> Reliability of subscal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previous studies

건강증진행위는 Wallker, sechrist와 Pender[27]가 개

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HPLP)을 서연옥

[28]이 우리문화에맞게일부수정한도구를바탕으로본

연구의 목적과 설계가 유사한 국내 연구를 수정, 보완하

여이용하였다. 태극권참여자, 중년남성, 여가스포츠노

인참여자를대상으로건강증진행위를분석한연구들[29,

30, 31]을 참고하여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은본연구설

계와 유사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는 충분히 입증, 사용된

국내연구들이다. 각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위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변인 및 신뢰도

는 자아실현 요인(11문항) .813, 건강책임 요인(9문항)

.753, 운동과 영양 요인(11문항) .719, 대인관계지지 요인

(5문항) .792, 스트레스관리요인(6문항) .814로총 5개의

하위 개념, 42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다음 <Table

3>은 본 연구의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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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2.4 자료분석
본연구의자료분석은 SPSS Windows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으며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실험

전 집단 간의 변인들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변수들

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확인하

였다. 비만여성들의 8주간모션비트리듬운동 적용에따

른건강증진행위의변화를검증하기위해반복측정에의

한이원변량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였으며, F검정이유의할경우개별평균들에대한사후분

석을위한 Tukey’(HSD) 검정을실시하였다. 또한 각집

단의 전·후차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집단별 동질성 및 정규성 검증
집단별대상자들의건강증진행위의모든변인에대한

사전검사의결과를바탕으로동질성검증을분석하기위

해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실시한결과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석되었고<Table 4>, 사전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

분포의분석을위해<Table 5>와같이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하였다. 집단으로 나누어 건강증진행위의 하

위요인으로분석한결과, 세집단모두모든변수에서정

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BG(n=18) GBG(n=18) CG(n=18)

F P
M±SD or n(%)

SR 2.57±.43 2.80±.47 2.85±.40 2.083 .135
HR 3.33±.46 3.38±.36 3.17±.46 1.144 .327
EN 2.81±.27 2.94±.39 2.79±.44 .922 .404
SIR 2.75±.41 2.77±.58 2.95±.29 1.054 .356
SM 2.68±.43 2.83±.47 2.79±.52 .506 .606

<Table 4> Verification of homogeneity by group

Variable
MBG(n=18) GBG(n=18) CG(n=18)
Z p Z p Z p

SR .618 .839 .777 .582 .528 .943
HR .405 .997 .920 .366 .782 .574
EN .629 .823 .700 .711 .440 .990
SIR .579 .891 1.006 .263 .525 .945
SM .829 .497 .846 .472 .569 .902

<Table 5> Verification of normality by group

3.2 건강증진행위의 변화
8주간의 중재 적용 전·후 각 집단의 건강증진행위에

변화를분석한결과는 <Table 6>과같다. 자아실현요인

의 변화는 모션비트 리듬운동 집단 내(t=-2.281, p<.05)

에서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측정시기,

집단간, 상호작용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아 8주

간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건강책임 요인의

변화는 측정시기(F=13.052, p<.01, ηp2=.204), 상호작용

(F=18.235, p<.001, ηp2=.417), 집단 간(F=11.587, p<.001,

ηp2=.312)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모션비트 리듬운동 집단과 통제 집단만이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a〉c)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션비트

효과는검증하지못하였으나 8주간리듬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건강책임 요인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 및 영양 요인의 변화는 측정시기(F=24.123,

p<.001, ηp2=.410)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모션비트리듬운동집단(t=-4.380, p<.001)과 통제집

단(t=-2.405, p<.05)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집단간, 상호작용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아 8주

간의모션비트리듬운동에대한효과를검증하지못하였

다. 대인관계지지 요인의 변화는 측정시기(F=7.138,

p<.05, ηp2=.123)에서 통계적인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통제 집단(t=-2.136, p<.05) 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지만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않아 8주간모션비트리듬운동에대한효과를검증하

지 못하였다. 스트레스관리 요인의 변화는 측정시기

(F=69.848, p<.001, ηp2=.578), 상호작용(F=44.730, p<.001,

ηp2=.637), 집단 간(F=15.516, p<.001, ηp2=.378)에서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모션비

트 리듬운동 집단이 일반비트 리듬운동 집단과 통제 집

단보다유의한차이(a〉b, c)로 높게나타나 8주간의리

듬운동 프로그램에 모션비트 적용이 스트레스관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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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운동에 적절한 음악과 비트는 운동의 어려움, 단조로

움, 불편감을 줄여줌으로써 흥미를 더해 운동의 참여를

도와주고 지속하게 하여 운동 경험을 강화시킨다[32]는

관점에서본연구변인들의변화를촉진할수있을것이

라는 가설에서 이 연구를 착수했다. 다양한 건강행위 중

운동행위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밝히고 있으

며[33],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종종좌식생활양식이나타나며건강증진행

위에대한변화가어렵다[34]. 일반적으로여성은남성에

비해자신의건강을좋지않은것으로지각하고이에따

른 적절한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35, 36에서재인용]. 이에본연구는비만여성을대

상으로 실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건강증진행

위의실천에효과를모색하고자하였고결과를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건강책임 요인의 변화는 측정시기, 상호작용, 집단간

에서통계적인유의한차이가나타나사후검증을분석한

결과, 모션비트 리듬운동 집단과 일반비트 리듬운동 집

단이통제집단보다유의한차이로높게나타났지만, 모

션비트리듬운동집단과일반비트리듬운동집단이통계

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션비트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것이다. 이는 8주간리듬운동의효과로써통제집단

과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며, 건강책임 요인은 일반비

트 음악을 청취하며 리듬운동 시 건강책임 요인은 증가

한다는 결과다. 즉, 시기 변량원의 효과로써 8주간의 리

듬운동프로그램참여는건강책임요인에향상을가져온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리듬운동 프로그램

인리권운동을 8주간진행하면서주기적인모임으로운

동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 건강 교육과 참여 대상자들

간에 정보 교환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운동

참여에대한주변사람들의격려와함께동기부여가되면

서 건강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포츠 활동과 교

육 동시에 실시한 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기초체

력뿐만아니라건강증진행위의모든영역에서유의하게

상승한결과가나타났고운동프로그램과건강교육을함

께 제공한다면 건강책임이 향상된다는 보고[37]는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스트레스관리 요인의 변화는 8주간의 모션비트 리듬

Variable
Time of

measurement
MRG(a) GRG(b) CG(c) F-value ηp2

post
-hoc

SR

pre 3.03±.43 3.17±.39 2.91±.28 time 1.227 .024
NSgroup 1.480 .055

post 3.22±.39 3.22±.39 3.00±.35
time×group 2.907 .102

t-value(df=17) -2.281* .994 -1.280

HR

pre 3.33±.48 3.44±.29 3.23±.20 time 13.052** .204 a〉b
group 11.587*** .312 a〉c*

post 3.86±.35 3.51±.23 3.11±.27 time×group 18.235*** .417 b〉c*
t-value(df=17) -5.568*** -.928 2.724*

EN

pre 2.91±.42 2.95±.35 2.79±.44 time 24.123*** .410
NSgroup 1.858 .136

post 3.29±.31 3.18±.46 2.99±.45
time×group 1.178 .277

t-value(df=17) -4.380*** -1.987 -2.405*

SIR

pre 2.96±.33 2.77±.58 2.92±.28 time 7.138* .010
NSgroup .551 .580

post 3.01±.45 3.01±.37 3.08±.29
time×group 1.011 .371

t-value(df=17) -.581 -1.935 -2.136*

SM

pre 2.68±.43 2.91±.47 2.79±.52 time 69.848*** .000 a〉b*
group 15.516*** .000 a〉c*

post 3.96±.33 3.30±.22 2.66±.32 time×group 44.730*** .000 b〉c
t-value(df=17) -11.475*** -3.745**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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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Changes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fore and after 8 weeks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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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적용이 스트레스관리 요인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중년여성의규칙적인운동참여와건강상

태지각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36]

에서 건강증진행위 중 영양관리, 자아실현 노력, 대인관

계노력은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상태지각수준이높은집단이규칙적인운동참여를

하지않으면서건강상태에대한지각수준이낮은집단과

유의한차이를보였다는것이다. 스트레스관리, 건강책임

요인, 그리고일상건강노력은자신이얼마나건강한지를

지각하는수준보다는규칙적으로운동에참여하는여성

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탄성밴드운동을실시한후에건강증진생활양식

의점수변화를관찰한연구[38]에서프로그램적용전에

점수가낮았던건강책임감, 신체활동, 스트레스관리영역

의 점수가 운동 후에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탄성밴드 운

동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책임감을 고취시키

고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점은 본연

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들의 비만

정도에 따른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에

서는 저체중집단과 정상체중집단이 비만집단과 과체중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기

효능감은 비만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신체에 대

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건강증진행위와 자신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39]고 보고하였다. 비만인의 건강

증진행위를높이기위해서는자신감을높이는방안을모

색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참

여와체중감소, 건강증진행위및직무만족도의관련성에

관한연구[40]에서비만프로그램은댄스스포츠, 계단오

르기, 뇌호흡을구성한신체활동이며운동, 비만관리, 스

트레스관리, 영양관리, 건강관심등모든항목이자발적

으로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

게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비만 프로그램 참여는 건강

증진행위수준을높이고삶의질향상과직무만족도향

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고 있다. 또한 리듬운동 참여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지

각된 가치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대한 연구에서 리듬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지각된 가치는

건강증진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대인관계, 영양, 건

강책임, 신체활동, 스트레스, 영적성장에 유의미한 영향

미쳤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높

여 준다[41]고 하여 리듬운동이 건강증진행위 향상에 도

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만여성들의 8주간의 모션비트적용이

스트레스 관리 요인에 효과를 나타낸 것은 생리적 요인

과심미성요인이동시에작용한것이라생각된다. 즉, 모

션비트는 운동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동작의 악센트와

모션비트의출현과일치하는속성으로자율신경계, 심박

수 등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리적 기능의 경

험을 통해 군무와 같은 동작에서 나오는 심미성이 향상

되어 스트레스 대처에 적극적 수용과 긍정적 자신감에

크게 관여한 것이라 생각된다.

리듬의시간적구조는운동성을자극하고신체적이고

기능적인 과제에서 지속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리듬

이들리는순간뇌가인지하여자신의움직임이그리듬

에 따라 조절되듯이 리듬은 학습된 결과가 아니며 리듬

에 대한 신체 반응은 생리적 현상이다[42]. 음악이 감상

자에게 다양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하고, 가볍게 박자

를 맞추거나 몸을 들썩거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유발하

며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관련하는 생리적 작용을 조절

하는현상의기본이리듬이다[43]. 이러한점에서마음과

몸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리듬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리듬은 음악 속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근원이며, 그런 음악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

을가진다는주장[44]은 본 연구를뒷받침한다. 많은 연

구들이스트레스해소를위해음악감상의효과를밝혀온

것에 비해 음악과 신체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음악감상의효과는외부에서내부로의정적인접근이라

면 본 연구의 모션비트 리듬운동 프로그램은 내부에서

외부로의동적인접근인점을기초로광범위한건강증진

행위의 활성방안에 구체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융복합을활용하여다각적인방법이도입되어져야할것

이다.

5. 결론
본연구는비만여성들의모션비트리듬운동의실효성

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 현장에 적용을 기대하고자하며

지속적인 운동건강관리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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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있다. 비만여성들에게 융복합을활용하여 8주간주

3회모션비트리듬운동을적용하여건강증진행위의변화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듬운동 구성은 리

권운동을기본으로하여모션비트의효과를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과같은결론으로요약하였다. 비만여성들의

8주간 모션비트 리듬운동 적용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변화에서는 스트레스관리 요인에서 모션비트 적용이 효

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8주간 주 3회 리듬운동 프로그램에 모션비

트중재효과를통해건강증진행위에직접적인영향에기

여하였으며, 비만인들의모션비트를적용한운동관리는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수용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모션비트를적용한리듬운동은비만여성

들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지향하고 유지할 수 있

는가능성이관찰되었고, 실효적인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동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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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 연(Seo, Su Yeon)
․2000년 2월 :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사)
․2002년 8월 : 용인대학교 체육교육
(체육교육석사)
․2006년 2월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
원 체육학전공(체육학박사)
․2007년 3월∼현재 : 신한대학교뷰
티헬스전공 교수

․관심분야 : 운동처방, 생활체육
․E-Mail : 77okgo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