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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oor and outdoor exercise environments
on bone miner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in old women. A total of 26 old women were ran-
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an indoor exercise group (IE, n=13) and an outdoor exercise group
(OE, n=13). The exercise groups performed moderate exercise (HR max 50~70%; RPE 11-15) three
times a week for 60 minutes over 20 weeks. After exercise training, bone mineral density was sig-
nificantly improved in the OE group as compared with the IE group. Body fat mas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IE group. Weight, lean body mass, and body fat mas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OE group. Body mass index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outdoor exercise group as com-
pared to the IE group. Our findings show that a 20-week program of outdoor exercise training im-
proves bone miner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in old women. As mentioned above, it has been
found that engaging in an outdoor exercise program for 20 weeks has a positive effect on bone miner-
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in old women. In conclusion, engaging in the outdoor exercise pro-
gram, including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s, for 20 weeks improved bone mineral density and in-
hibited bone loss in old women and had a positive influence on vitamin D levels, thereby potentially
lowering the risk of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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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건강과

관련된 학문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여

러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망률의 감소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1].

우리나라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2000년

에 전체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42].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취약

한 수준이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고령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의 악화일 것이

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할 기회가 없어 신

체활동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이 저하

된다[24].

고령자를 위한 운동지침을 살펴보면, 대근육의 리드미컬한

활동을 포함한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와 같은 운동을 실시하

여야 하고,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강도의

저항운동을 점진적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39].

또한 고령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고려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

이 앓고 있는 질환 중 골다공증은 남녀를 불구하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골절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조용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7].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으로 정의하고 있다[25].

골다공증의 발병 원인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신체성분, 운

동부족 및 약물복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35], 이외에도 햇빛이 골

다공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햇빛을 통해 피부에

서 생성되는 비타민D 때문이다. 햇빛의 노출이 적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어 칼

슘과 함께 골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고령자

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비타민D의 부족은 칼슘흡수가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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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group

Groups Numbers Aged (yr) Height (cm) Weight (kg)

IE

OE

13

13

75.15±5.23

74.31±4.99

153.08±6.98

155.69±4.80

61.58±7.92

58.70±6.30

Values are M±SD.

IE: Indoor exercise group, OE: Outdoor exercise group

어 부갑상선저하증을 일으키고, 증가된 부갑상선호르몬에 의

해 골에서의 칼슘이 소실되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13]. 또한 근육강도 및 균형감각에도 관련되어 비타민D가 부

족할 경우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되어 고령에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32].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는 중력의 작용이

필요로 하는 운동과 동시에 제지방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

면서 체지방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프로그램

의 적용이 필요하다[26]. 골밀도는 신체구성과도 관련이 있는

데, 체지방량이나 제지방량에 따른 체중의 증가가 골의 기계

적 자극을 가하게 되고[10], 근 수축은 골에 국부적으로 집중된

자극을 주어 골 형성을 가져오며[31], 복부지방의 아드레날 안

드로겐(adrenal androgen)을 에스트로겐(estrogen)으로 전환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3,27].

ACSM (2000)에서는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단백

질의 합성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항운동프로그램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발표하였다[1]. 운동방법에 따라 최대

골밀도의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골의 성장이 활

발한 18세 전과 후에 규칙적인 운동의 수행여부가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8], 또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

램은 폐경 후 여성의 요추와 대퇴 경부에서의 골 상실을 예

방하거나 또는 1년에 거의 1% 증가 시킬 수 있다[4]. 하지만

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운동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

다. 예를 들면, 지면-반작용 힘을 통해 골격에 스트레스를 주

는 운동(예, 달리기)이 관절-반작용 힘을 통해 골격에 스트레

스를 주는 운동(예, 저항운동, 조정)보다 보편적인 골격 부위

인 대퇴경부의 뼈를 형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

었다[16,29]. 이렇듯 운동 형태에 따라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진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지만, 운동형태 뿐만 아니라

운동 환경도 골밀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실내에서

의 운동보다 실외에서 자외선을 받으며 운동을 하였을 때 골

밀도에 더욱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내․외 운동 환경의 차이가 골밀도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노년기 여성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운동

환경의 제시를 통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에게 골다공증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대상

실험대상은B광역시에 소재한 J경로당(실내운동집단)과 N

경로당(실외운동집단)으로부터 선정된 노년기 여성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실험 전 실험

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확인 시키고 참가동의서를 작성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26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운동방법

ACSM (2006)에 의하면 노인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

동은 적어도 주 3회, 30분 이상으로 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20주

간, 주 3회, 1회 60분간 실내운동집단과 실외운동집단으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60분으로 준비운동과 정리

운동은 각각 10분씩 유연성 체조를 실시하였고 본 운동은 40

분으로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으로 각각 20분씩 실시하였으

며 운동기간은 5개월간(3~7월) 실시하였다. 실외운동집단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오후 3시를 피하여 팔과 다리를 노

출시켜 오후 4~5시에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분석방법

골밀도 검사는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을 활용한 Osteo Pro

(BMTEC, Korea)를 사용하였다. 이는 초음파가 족부의 종골

조직을 투과하여 전체 골밀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종골에 coupling gel을 바른 뒤 고정 장치에 밀착시켜 측정하

였다.

신체구성 요인의 측정은 DSM (direct segmental measure-

ment by 8-point tactile electrode)방식인 신체구성 분석기

InBody 720 (Biospace, Korea)로 체중, 체질량지수, 제지방량,

체지방량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피험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식사 전 오전(10:00~12:00)에 측정하였다.

자료처리

자료는 Windows용 SPSS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먼저 실내․외운동집단의 사전 값으로 동질성 검사 후,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통해 모든 변인들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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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ercise program

Intensity Frequency Time Type

Warm up

3/wk

10 min Stretching

Main
exercise

Aerobic
exercise

1~4 wk
HRmax 50%

20 min
Walking

Aerobic dance
5~14 wk

HRmax 60%

15~20 wk
HRmax 70%

Resistence
exercise

1~4 wk
RPE 11~12

20 min
Theraband, dumbell, ball,

Resistance exercise
5~14 wk

RPE 13~14

15~20 wk
RPE 14~15

Cool down 10 min Stretching

Table 3. Change of bone mineral density after 20 wk exercise program

IE (n=13) OE (n=13) t df p

BMD

(T-score)

Pre -2.53±0.96 -2.58±0.95

-2.86 24 0.009
**Post -2.64±0.99 -2.35±0.79

t 1.30 -2.41

p 0.220 0.033
*

Values are M±SD.

*: p＜0.05, **: p＜0.01, ***: p＜0.001

IE: Indoor exercise group, OE: Outdoor exercise group

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각 집단 내 사전 사후 운동효

과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한 뒤 각

집단별 변인들의 사전 사후 검사 변화량을 토대로 두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실내․외 운동환경의 차이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20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골밀도의 집단 내, 집단

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 내 변화에서

실내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외운동집

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집단 간 변화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뼈의 노화현상은 골다공증과 많은 관련이 있다. 노화가 진

행되면서 해마다 남자는 0.3%, 여자는 3%씩 골밀도가 감소하

는데 여성은 폐경기 이후 뼈와 칼슘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여 뼈의 소실이 매우 빠

르게 진행되어 골밀도가 감소하게 된다[19].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으로는 뼈에 직접적인 부하

를 주는 것 이외에도 근육의 작용에 의해 뼈에 영향을 주는

근력강화운동, 강도가 높은 운동들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보고되어지고 있다[26,43].

운동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강도 운동

이 골밀도의 증가에 효과적이며 걷기 등의 저강도 운동은 골

다공증의 위험도를 약화 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계단 오르기나 속보 등의 운동을

한 여성 군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통제군에 비하여 골반을

포함한 전신에서 골밀도의 증가를 가져와 운동의 효과에 대하

여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40].

운동과 골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12주간 스텝에어로빅

을 포함한 복합운동은 골밀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5], 12주간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낙상예방운동도 골밀

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 또한 12주간 걷기와

고정식 자전거타기로 이루어진 유산소운동도 골밀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37], 12주간 수중운동도 골밀도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4].

반면에 12주간 탄성밴드를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은 운동집

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비교집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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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body composition after 20 wk exercise program

IE (n=13) OE (n=13) t df p

Weight

(kg)

pre

post

t
p

61.58±7.92

61.02±7.48

2.07

0.061

58.70±6.30

57.12±6.83

3.33

0.006**

-2.01 17.28 0.060

BMI

(kg/m
2
)

pre

post

t
p

26.26±2.62

26.05±2.55

1.79

0.099

24.42±2.77

23.69±3.06

4.06

0.002**

-2.70 24 0.013
*

LBM

(kg)

pre

post

t
p

39.03±4.70

39.72±4.75

-1.57

0.143

39.15±3.21

39.19±3.19

-.177

0.863

1.32 24 0.200

BFM

(kg)

pre

post

t
p

22.55±4.51

21.29±4.89

2.67

0.021*

19.56±3.92

17.85±4.45

4.42

0.001**

-1.12 24 0.274

Values are M±SD

*: p＜0.05, **: p＜0.01, ***: p＜0.001

E: Indoor exercise group, OE: Outdoor exercise group

BMI: Body mass index, LBM: Lean body mass, BFM: Body fat mass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21], 규칙

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주당 5일 이상 참여한 노인 집단은 주당

3일 혹은 전혀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들보다도 매우 높은

인체 부위별 골밀도 수준을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또한 5년 이상 수영, 자전거타기, 복합운동(걷기+저항운동)을

실시한 여성노인의 운동집단과 5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

지 않은 여성노인의 비운동집단으로 구분하여 골밀도를 측정

한 결과 운동집단이 비운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각 운동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16].

이처럼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골밀도를 증가시키기는

위해서는 운동기간이 길수록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적절한 운동강도, 운동형태, 운동빈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적절한 운동처방을 통한

운동요법도 중요하지만 현재에는 비타민D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폐경기 여성의 약 75%에서 골 건강과 상관없이

비타민D 결핍상태라고 하였고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인 비타민D의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인 비타

민D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2].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3회 10분 정도 자외

선에 노출되어 일광욕을 하면 고령자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비타민D 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36]. 하지만 70대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같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D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하여

약 70% 정도 비타민D 생성이 적다는 보고도 있다[44]. 또한

인체 내에 필요한 비타민D는 햇빛의 노출에 의해서 90~95%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하였다[12].

이처럼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요법도

중요하지만 운동 환경 즉 햇빛이 없는 실내보다 햇빛에 노출

되어있는 실외에서 운동을 하면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진 골밀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중이 부하된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운동집단에서 골밀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노화로 인해 점점 골밀도가 감소되고

골 건강을 유지하는 칼슘과 햇빛에서의 비타민D합성이 이루

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리고 실외운동집단에서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이유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에서 비타민D가 생성되어 칼슘과 함께 골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운동프로그램과 실

외운동환경의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실내․외 운동환경의 차이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20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구성의 집단 내, 집단

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 내 변화에서

실내운동집단은 체지방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5), 실외운동집단은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집단 간 변화에서는 체질량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신체구성은 노화에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8].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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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성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규칙

적이고 꾸준한 신체활동은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20].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중 하

나인 신체구성의 변화는 영양상태, 기능적 능력, 만성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들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다

[22,30].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신체 활동량이 감소되고 생리적 기능

저하에 의해 체지방량의 증가와 제지방량의 감소와 같은 신체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그로 인해 생활습관병의

원인인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이 쉽게 발생된다[9].

신체구성 중 체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체중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6], 12주간 라인댄스와 세라밴드운동이 여성 노인의 체중 감

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22], 12주간 유산소운동과 저

항운동이 여성 노인의 체중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23]. 또한 24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노

인들의 체중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38].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변화에서 실내운동집단의 체중은

감소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외운동집단

의 체중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실외의 운동 환경이 실

내의 운동 환경 보다 개방되어 있고, 햇빛과 산소에 의한 에너

지의 대사가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여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체질량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2주간의 복합운

동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체질량지수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6], 24주간 복합운동이 중년여성의 체질량지수 감소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27], 12주간 탄력밴드운동이 노

인의 체질량지수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다[41]. 반면에 12주간의 유산소·저항성 복합운동을 실시한 시

설 결과 여성 노인의 체질량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

고 하였고[28], 12주간 건강체조 운동프로그램을 농촌 여성 노

인에게 실시한 결과 체질량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33].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변화에서 실내운동집단의

체질량지수는 감소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외운동집단의 체질량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집단 간

변화에서는 실외운동집단이 실내운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모든 집단의 신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실외

운동집단의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체질량지수 또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제지방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2주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제지방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6], 12주간의 라인댄스와 세라밴드운동이 여성 노인의

제지방량의 증가는 가져왔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으며[22], 여성 노인 25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건강체조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제지방량에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33]. 반면에, 24주간 복합운동이 중년

여성의 제지방량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27], 60세 이

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 장기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제지

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

는 모든 집단에 제지방량이 증가는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미루어 볼 때 운동기간

이 짧았고, 유료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와는 달리 경로당의

고령자는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여 제지방량의 증가가 한정되

어졌다고 사료되어진다.

체지방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4주간 2회의 복합

운동프로그램이 노인의 체지방량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으며[38], 12주간의 유산소·저항성 복합운동이 시설 여성 노

인의 체지방량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28]. 반면, 6주간의 복합운동이 초고령 여성 노인의 체지방량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14], 60~79세의 여성

노인 25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건강체조 운동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체지방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33].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신체의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45]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두 집단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20주간 운

동으로 인해 근육량의 증가로 안정시의 기초대사량이 향상되

어 이로 인해 지방의 대사율이 높아져 체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주간의 운동프로그램이 실

내운동집단 보다 실외운동집단에서의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운동프로그램 중 유산소운동은 체지방을 직

접 연소시켜 운동 에너지를 충족시킴으로써 체중과 체지방량

을 감소시켰으며, 저항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수요량을 증가시켜 체중과 체지방량을 감소시켰다고 사료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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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실내․외 운동 환경의 차이가 노년기 여성의 골밀도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길은경・양정옥*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본 연구는 실내․외 운동 환경의 차이가 노년기 여성의 골밀도와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년기 여성으로 실내운동집단 13명, 실외운동집단 13명 두 그룹으로 나누었

으며, 20주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운동강도는 주3회, 1회 60분 동안 HRmax 50~70%, RPE 11~15로 점진

적으로 증가시켰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밀도의 결과 집단 내 변화에서는 실외운동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집단 간 변화에서는 실외운동집단이 실내운동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신체구성의 결과

집단 내 변화에서는 실내운동집단에서 체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실외운동집단에서 체중, 체질량지수, 체

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집단 간의 변화에서는 체질량지수에서 실외운동집단이 실내운동집단보다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20주간 실외운동환경에서의 운동프로그램은 골밀도와 신체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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