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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20  비만 여 생의 복합운동 시 운동화 속 인솔의 높이의 차에 따른 비만 련 신체생리  

체력  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해 실시하 다. 비만 여 생 36명을 인솔의 높이에 따라 0cm군, 5cm군, 

9cm군으로 군당 12명씩 분류하여 비만 련 신체 생리는 기 사량과 체지방률을 측정하 고, 건강 련 

체력은 넙다리네갈래근 등속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측정하여 운동 과 후 각 그룹 간을 효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과 기 사량은 세 군 모두 증가하

으며, 5cm군이 0cm군과 9cm군에 비해 더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한 인솔의 

높이를 용한 복합운동은 비만 여 생의 근력과 기 사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 중심어 :∣비만 여대생∣인솔의 높이∣복합운동프로그램∣신체 생리∣체력∣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experiment to examine change of biophysical and physical 

fitness function on combined exercise program in 20‘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obesity 

according to heights of insole. Obesity related biophysical function was measured by basal 

metabolism and percent body fat(% Fat) and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was measured by 

isokinetic strength of quadriceps femoris muscle,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y and power on 

comparative analysis of pre, post exercise and each groups(0cm, 5cm, 9cm) in 36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obesity subject according to heights of insole. These result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each group were statistically improved at isokinetic muscular strength of 

quadriceps femoris muscle and basal metabolism, but 5cm group compared with 0cm and 9cm 

group was more significant improvement.

Consequently, combination exercise applying appropriate heights of insole would be lead to 

positive increment of muscular strength and basal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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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만은 체지방이 과잉 축 된 상태의 만성 질환으로, 

건강에 이 되는 사증후군, 고 압, 당뇨병 등과 

같은 질환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1]. 2013년 국민건

강 양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체지방률이 

25% 이상 성인 비만의 유병율이 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2], 이  20  여성에서 약 14.4%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되어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3]. 비만은 사 

이상을 유발하여 건강 련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유

연성, 순발력을 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인의 체

력 유지  증진을 목 으로 체 조 을 할 수 있는 효

율 인 운동 로그램이 필요하다[4][5].

비만인의 신체생리  체력을 개선시키기 한 운동

방법은 유산소 운동[6], 필라테스 운동[7], 한국무용[8], 

항운동[9] 등이 임상에서 용되어 왔는데, 최근 연구

에서 단일운동보다는 복합운동 로그램이 신체생리 뿐

만 아니라 건강 련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

발력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하 다[10][11]. 복

합운동 로그램은 두 가지 이상의 운동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 을 

때 가장 효과 이라고 하 다[12][13].

비만은 체 부하 인 엉덩 과 무릎 에 

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염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2배 이상 높은 이유에 해 신발, 활동 형태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하 다[14]. 특히 외모에 심

이 많은 여 생의 경우 미용 인 측면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선호하고 있는데[15], 이는 신체 심 (COM)으

로부터 척추  다리 의 치를 변화시키고 안정성

을 하시켜, 보상작용을 발생시킨다[16].

그러나 높은 굽의 신발이 기능 인 측면에서 정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발 굽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 심 의 변동 폭이 커지며, 

보행  운동 시 근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된다고 하

다[17]. 인솔은 쿠션작용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여 발목

을 보호하고, 체 을 분산시켜 운동에 의한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18], 각종 신발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19]. 따라서 인솔의 사용유무가 

신발의 품질에 결정  기여를 한다고 하 다[20]. 

선행연구에서 인솔의 높이에 따른 다리의 근활성도

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21][22]는 진행되었으나, 아직까

지 인솔 높이에 따른 비만인의 신체생리  체력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동 로그램 ·후 20  비

만 여 생의 신체생리인 기 사량과 체지방률, 건강

련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분석하

여, 인솔 높이에 따른 신체생리  체력의 변화를 비교

함으로써 비만 여 생의 체 조 을 한 운동 로그

램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00 역시에 치한 G 학교 재학생  체

지방률이 25% 이상이며, 평소 하이힐을 즐겨 신지 않

은 여학생 3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하

기  정형외과  수술 는 신경외과  수술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하 다. 실험  상자들에게 실험 차

에 해 충분히 설명하 고, 상자들은 실험에 참여할 

것을 자발 으로 서면에 동의하 다. 연구 상자의 일

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0cm(n=12) 5cm(n=12) 9cm(n=12) F

나이(세) 20.92±1.62 20.92±1.31 20.75±1.55 1.20
신장(cm) 160.66±4.83 163.00±6.18 163.92±4.80 0.05
체중(kg) 54.35±5.93 60.73±8.94 55.83±6.23 2.60

2. 실험 설계 및 절차 
연구 상자 36명을 무작 로 인솔의 높이에 따라 

0cm군, 5cm군, 9cm군으로 각 12명씩 분류하 다. 0cm

군은 신발에 인솔을 착용하지 않았고, 5cm군과 9cm군

은 각각의 높이에 맞는 인솔을 신발에 착용하고 복합운

동을 실시하 다. 세 군 모두 복합운동 로램을 총 6주

간 주 3회, 회 당 50분씩 용하 으며, 운동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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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운동과 마무리운동을 각 5분간 실시하 다. 실험 

실시 ․후에 상자들의 신체조성(체지방률, 기

사량),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30°/sec, 60°/sec, 

90°/sec), 체력(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측정하 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3.1 신체조성 측정
신체조성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

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을 이용한 신체조

성측정 장비(InBody 720, Biospace, U.S.A)를 사용하

다. 상자는 신체에서 시계, 귀 속 등을 제거한 후 가

벼운 복장을 한채 맨발로 극을 밟고 양손으로 손잡이

를 잡고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체지방률

(%)과 기 사량(㎉)을 측정하 다[23].

3.2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 측정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등속성근기능검사기(Biodex System 4, 

Biodex medical systems, USA)를 사용하 다. 상자

는 측정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 을 80° ~110°정

도 굽힘 시킨 후 넙다리 의 가쪽 융기와 동력계

의 회 축이 일치하도록 조정하 으며, 측정 시 상작

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목 어 터로 발을 발 에, 벨

트로 골반과 넙다리를 고정하 다. 운동 각 속도 

30°/sec, 60°/sec, 90°/sec에서 오른쪽 무릎을 최 로 굽

힌 상태에서 시작하여, 무릎을 폄하 다가 다시 굽힘 

할 때의 등속성 근력을 각 3회 측정하 으며, 1회 측정

이 끝난 후 다음 측정까지 30 간 휴식을 취하 다. 

한 등속성 근력을 분석하기 해 최  토크값과 평균값

을 사용하 다[24].

3.3 체력측정
3.3.1 근지구력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윗몸일으

키기 동작을 이용하 다. 상자는 윗몸일으키기

(Helmas SH-9600N, Korea)에 워 발목걸이에 발목을 

고정하고, 무릎을 수직으로 굽  세우고 양 손으로 목 

뒷부분을 잡는 자세를 취하 다. 시작 자세에서 양쪽 

어깨가 매트에 닿고, 끝자세에서는 양쪽 팔꿉 이 무

릎에 완 히 닿았을 때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총 횟수를 측정하 다. 한 윗몸일으키기 시 몸통의 

반동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 다[25].

3.3.2 유연성

유연성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

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이용하 다. 상자는 

무릎을 펴고 앉은 자세에서 유연성 측정기(Helmas 

SH-9600G, Korea)에 양쪽 발을 약 5㎝정도 벌린 후 발

바닥을 고정하고, 양쪽 손을 나란히 겹쳐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양쪽 가운데 손가락이 수평이동자를 천천히 

방으로 어낸 상태에서  2 간 유지하 을 때 1회로 

간주하여 총 3회 실시하여 그  최 값을 기록하 다. 

한 검사  무릎을 굽힘하거나 몸통의 반동을 을 이

용하지 못하게 제한하 다[25].

3.3.3 순발력

순발력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수직  동

작을 이용하 다. 상자는 메타기기(Helmas 

SH-9600F, Korea) 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 

선 자세서 시작하여 무릎을 굽혔다가 최 한 높이 뛰는 

동작을 실시하 다. 수직  동작은 총 3회 실시하

으며, 그  최 값을 기록하 다. 메타기기

(Helmas SH-9600F, Korea)는 매트 에서의 체공시간

을 계측하여 ㎝단 로 환산한다[26].

4. 운동프로그램
비만 여 생의 인솔 높이에 따른 신체조성(체지방률, 

기 사량),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 체력(근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의 변화를 비교하기 하여 

0cm, 5cm군, 9cm군의 세 군 모두 복합운동 로램을 총 

6주간 주 3회, 회 당 50분씩 용하 으며, 운동 ․후

에 정리운동과 마무리운동을 각 5분간 실시하 다. 복

합운동 로그램은 채원식 등[27]과 이정자 등[28]의 연

구에 근거하여 스쿼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수정하여 

용하 다. 스쿼트 운동 자세는 양발을 십일자 형태로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로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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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합운동프로그램
항목 운동 횟수/세트 운동시간

준비운동 팔·다리 및 몸통 스트레칭 각 1회 5분

복합운동
스쿼트 운동 각 10회/3세트 25분
유산소 운동 각 1회 25분

정리운동 팔·다리 및 몸통 스트레칭 각 1회 5분

정면을 향한 채, 넙다리와 종아리가 서로 직각이 될 때

까지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선다. 이때 호흡은 앉는 동

작시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서는 동작 시 숨을 내쉰다. 

스쿼트 운동은 각 10회/3세트 실시하 으며, 유산소 운

동은 트 드 에서 0%의 경사도와 1.5mph의 속도로 

걷기를 25분간 실시하 다[표 2].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

다. 인솔의 높이에 따른 각 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변

인에 한 차이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 으며, 사

후검정은 tukey를 사용하여 각 군간 차이를 분석하

다. 통계학  유의 수 은 α=.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인솔 높이에 따른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
1.1 30°/sec 각속도에서 근력 변화
3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은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8.27㎚, 5㎝군은 45.85㎚, 9㎝

군은 2.89㎚가 증가하 다. 그룹 간 측정시기에 따른 

3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에 따른 그룹 간 3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

의 변화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후검정 

결과 0㎝군과 5㎝군, 0㎝군과 9㎝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 3].

표 3. 30°/sec에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Post hoc
운동 운동 후

0cm 43.60±15.21 51.87±17.16 time: 66.65***
Group: 6.70**
time×group: 
33.65***

0cm-5cm
0cm-9cm5cm 38.85±14.49 84.70±11.59

9cm 40.03±15.67 42.92±16.03
M±SD, T: time, G: group, **: p<.01, ***: p<.001

1.2 60°/sec 각속도에서 근력 변화
6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은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16.44㎚, 5㎝군은 31.56㎚, 9

㎝군은 11.72㎚가 증가하 다. 그룹 간 측정시기에 따른 

6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에 따른 그룹 간 6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

의 변화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4].

표 4. 60°/sec에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운동 운동 후

0cm 17.08±7.66 33.52±21.25 time: 45.92***
Group: 1.82

time×group: 4.15*
5cm 17.53±18.25 49.09±20.63
9cm 18.03±7.93 29.75±12.44

M±SD, T: time, G: group,  *: p<.05, ***: p<.001

1.3 90°/sec 각속도에서 근력 변화
6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은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11.55㎚, 5㎝군은 26.31㎚, 9

㎝군은 9.45㎚가 증가하 다. 그룹 간 측정시기에 따른 

9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에 따른 그룹 간 90°/sec 각속도에서의 넙다리네갈래근

의 변화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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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0°/sec에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Post hoc
운동 운동 후

0cm 14.05±12.66 25.60±12.61 time: 48.91***
Group: 5.53*
time×group: 

4.15*
5cm-9cm5cm 13.54±11.07 39.85±14.41

9cm 12.24±7.18 21.69±9.94
M±SD, T: time, G: group,  *: p<.05, ***: p<.001

2. 인솔 높이에 따른 신체조성 변화
2.1 기초대사량 변화
기 사량의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5.34㎉로 

감소하 고, 5㎝군은 86.83㎉, 9㎝군은 21.27㎉가 증가

하 다. 그룹 간 측정시기에 따른 기 사량의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에 따른 그룹 간 기 사량의 변화 양상은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사후검정 결과 0㎝군과 5㎝군, 0㎝군

과 9㎝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표 6].

표 6. 인솔 높이에 따른 기초대사량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Post hoc
운동 운동 후

0cm 1198.67±71.22 1193.33±50.99 time: 4.03
Group: 
6.30*

time×group:
10.06***

0cm-5cm
0cm-9cm5cm 1203.92±50.28 1290.75±69.65

9cm 1199.94±39.88 1178.67±33.30
M±SD, T: time, G: group,  *: p<.05, ***: p<.001

2.2 체지방률 변화
체지방률의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4.05%, 5㎝

군은 4.88%, 9㎝군은 3.07%로 감소하 다. 그룹 간 측

정시기에 따른 체지방률의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체

지방률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인솔 높이에 따른 체지방률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운동 전 운동 후

0cm 35.55±4.30 31.50±5.11 time: 14.50**
Group: 0.31

time×group: 0.25
5cm 34.73±6.81 29.85±3.65
9cm 34.01±5.91 30.94±4.88

M±SD, T: time, G: group, **: p<.01

3. 인솔 높이에 따른 체력 변화
3.1 근지구력 변화
근지구력의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2.33회, 5㎝

군은 4.75회, 9㎝군은 5.17회가 증가하 다. 그룹 간 측

정시기에 따른 근지구력의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그룹 간 근

지구력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인솔 높이에 따른 근지구력 변화
단위 : 회

군
측정기간

F
운동 운동 후

0cm 23.50±10.60 25.83±4.54 time: 18.06***
Group: 0.68

time×group: 0.85
5cm 21.17±6.81 25.92±10.93
9cm 19.50±6.38 24.67±6.60

M±SD, T: time, G: group, ***: p<.001

3.2 유연성 변화
유연성의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3.18㎝, 5㎝군

은 3.22㎝, 9㎝군은 2.19㎝가 증가하 다. 그룹 간 측정

시기에 따른 유연성의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

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유연성

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인솔 높이에 따른 유연성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운동 운동 후

0cm 11.85±7.91 15.03±5.95 time: 38.47***
Group: 0.46

time×group: 0.53
5cm 7.86±9.26 11.08±8.78
9cm 11.18±7.71 13.37±8.24

M±SD, T: time, G: group,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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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순발력 변화
순발력의 각 집단 내 변화에서 0㎝군은 2.66cm, 5㎝

군은 1.33㎝, 9㎝군은 2.00㎝가 증가하 다(p<.05). 그룹 

간 측정시기에 따른 순발력의 변화를 반복 측정 분산분

석한 결과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이 통계학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순발력의 변화 양상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인솔 높이에 따른 순발력 변화
단위 : ㎝

군
측정기간

F
운동 운동 후

0cm 18.92±3.80 21.58±3.18 time: 13.22**
Group: 0.74

time×group: 0.49
5cm 19.92±4.76 21.25±3.96
9cm 19.83±4.89 21.83±4.11

M±SD, T: time, G: group, **: p<.01

Ⅳ. 고 찰

신체생리는 체지방, 근육량, 단백질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며, 체 의 질 인 측면과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 평가수단이다[29]. 체력은 인간의 활동에 있어 필

요한 신체능력으로[30], 특히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의 건강 련 체력이 하되면 질병의 발병 

험성이 높아진다[31].

비만은 체내 지방세포수 증가  크기를 확 시켜 근

육  장기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 된 상태로, 신체조

성과 체력 련 기능을 감소시켜 심장질환, 고 압, 당뇨

병 등의 합병증을 래하여 건강 련 삶의 질을 하시

킨다[2].

Kenney 등[32]은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에

스트로겐의 향으로 피하지방층이 증가하고, 축 된 

지방층은 신체활동과 체력수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특히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지방이 허벅지 안

쪽에 과도하게 축 되어 무릎과 발목에 과부하를 야기

하여 하지 주변 근육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보행 시 신

체의 안정성이 감소되고 력 심의 내․외측 동요면

이 증가시켜 더욱 신체활동과 체력수 을 떨어뜨리

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규칙 인 유산소운동은 에 지 소비를 증가시켜 지

방사용을 활성화하고 기 사량  체지방량을 감소

시키며[33], 근력강화운동은 체내에 장된 지방과 

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완 분해시켜 해당과정을 통해 

ATP형태로 빠르게 동원되며[34], 이를 통해 지방의 산

화기 이 효율 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비만치료  

방을 해 유산소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이 결합된 복

합운동이 권장된다. 

인솔은 충격을 흡수하고 체 을 분산시켜 발의 피로

와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35]. 그러나 낮은 굽의 신발

은 발목 의 엎침을 유발하여 족 근막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36], 높은 굽의 신발은 발과 발목 주변 근육

의 비 칭성과 균형능력을 하시켜 신체 반 인 근

골격계 문제를 래할 수 있다[3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솔 높이에 따른 복합운동이 20

 비만 여 생의 신체생리  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신체생리 검사로서 기 사량과 체

지방률, 체력 검사로서 넙다리네갈래근의 등속성 근력

(30°/sec, 60°/sec, 90°/sec),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측정하 다.

인솔 높이에 따른 기 사량은 운동 ․후 비교에

서 0㎝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군과 9㎝군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12 주간 

복합운동이 비만 여 생의 기 사량을 유의하게 증

가시켰다고 보고한 김선화 등[38]의 연구, 유·무산소 복

합운동이 비만 주부의 기 사량을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한 기선경 등[39]의 연구와 일치하 다. 

한 후방밸런스 신발이 일반신발에 비해 산소섭취량과 

에 지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훈[40]의 연

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

인솔 높이에 따른 30°/sec, 60°/sec, 90°/sec 각속도에

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은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시간과 그룹 간 교호작용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p<.05). 박 숙[41]

은 비만 여성에게 유산소  항 복합 트 이닝을 실

시하 을 때 넙다리네갈래의 최  근출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으며,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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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사증후군 년여성에서 넙다리네갈래근의 등

속성 근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방 석[42]의 연

구, 조깅과 근 항 복합운동이 비만 여 생의 근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정경숙[43]의 연구와도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소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 시 인솔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인체 심이 높

아지고, 인체 심 의 변동 폭을 증가시켜 체간과 하지

의 균형능력의 하를 가져온다. 특히 보행 시 이러한 

상은 증폭되지만, 6주간의 복합운동을 통해 다리

의 운동학  운동역학  자세변화에 응하면서 다리 

근섬유의 횡단면 이 증가하고, 이러한 증 는 근섬유 

당 근원섬유수 증가, 근섬유당 모세  도의 증가 

등의 결과로 근비 가 나타나 근력이 증진됨으로써 기

사량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6주간의 유산소운동과 스쿼트 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은 20  비만 여 생의 기 사량과 

넙다리네갈래근 등속성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되며, 향후 비만 여 생의 효율 인 체 조 을 한 

운동 로그램 용 시 인솔 높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솔 높이에 따른 복합운동 로그램

이 20  비만 여 생의 신체생리학  기능인 기 사

량과 체지방률, 체력 련 기능인 넙다리네갈래근의 등

속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0㎝군과 5㎝군, 9㎝군을 비교하여 실

험한 결과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과 기 사량은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5㎝군이 9㎝

과 0㎝군에 비해 통계학 으로 더 증가하 다는 결과

로부터 비만여 생의 신체생리  체력은 인솔의 당

한 높이에서 실시되는 복합운동이 한 다리 의 

자세변화를 유발하여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과 기

사량이 증진된 것으로 단된다. 향후 한 인솔의 

높이가 용된 복합운동이 비만 여 생의 체 조 을 

한 운동 로그램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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