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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시  12시간 공복저항운동  사효   

피로물질에 미치는 향

순
원 학

Effect of 12 Hours Fasting Resistance Exercise on Metabolic 

Efficiency and Fatigue in Convergence Ages

Soon-Gi Baek
Jungwon University 

  약 본 연 는 8주간 12시간  공복  지한 후 저항운동  통해 사효 과 피 물질에 미 는 향  살

펴보고  하 다.  해 50  여  상  사전 동질  검정  통해 운동 (EX)과 조 (CON)  집

단   정하 다. 운동 (EX)  8주간 주 4회 12시간 공복 지 후 60 간  저항운동  실시하 , 조

(CON)  운동 (EX)  비  적  생활  할 수 도  하 다. 운동 (EX)에 적용  저항운동  상체

 하체  심  하는 프리웨 트  고정식  사용하여 근  심  운동프 그램  적용하 , 운동 

강도는 1RM   4주 지는 70%, 5-8주는 80%  정하여 처 프 그램  시행하 다. 료  8주간  

공복저항운동 전과 후  안정 시에 혈액채취 결과  탕  술통계   집단  비  한 변량  실시하

여 검 하 다.  같  절차  통해 다 과 같  결  얻었다. 첫째, 12시간 공복저항운동  사효  변  

혈압(SBP, DBP), 지 , 공복혈당, 공복 슐린에  처 프 그램에 한 미 는 상호 용효과  나타냈다(p<.01).

째, 12시간 공복저항운동  피 물질 변  젖산, 산에  처 프 그램에 한 미 는 상호 용효과  나타

냈다(p,.01). 본 연  결과  탕   8주간  12시간 공복저항운동  사효   피 물질 개 에 정적 

향  미 는 것  사료 다.

주제어 : 복합 시 , 공복저항운동, 사효 , 피 물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12 hours fasting resistance exercise on metabolic 
efficiency and fatigue of middle-aged female for 8 weeks. 50 middle-aged female target group pre-test exercise 
group(EX) and the control over the homogeneity in the control group(CON) were selected for this purpose 
divided into two groups. Exercise group(EX) is maintained after 8 weeks four times weeks 12 hours fasting 
resistance was performed for 60 minutes, the control group(CON) were compared to a normal life with the 
group of the exercise group(EX). Resistance applied to the exercise group(EX) were using free weights and a 
fixed mechanism applied around the upper and lower body exercise program for heart muscle, exercise intensity 
based on the 70% 1RM until 4 weeks, 5-8, which was performed by the aid program set to 80%. Through 
this procedure were as follows. First, 12 hours fasting resistance exercise showed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on effect in metabolic efficiency, blood pressure(SBP, DBP), fat, fasting glucose, fasting insulin(p<.01). 
Second, 12 hours fasting resistance exercise showed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on effect in the treatment 
program in which lactic acid, uric acid(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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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여성은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 되고 인슐린 항

성은 상 으로 높아 당이 증가하는 상이 나타난다.

한지질 사의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험성이높

으며[1], 이는 과도한 체지방량 동원 등으로 인슐린의 신

호 달 체계의 부정 향을 주어 인슐린 항성을 악

화 시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단순한 비만

보다는근육과간의지방축 이더큰요인이될수있다[2,3].

이러한 측면에서 항운동은 많은 훈련단 의 근육

동원을 유도함으로서 근세포의 성장 근력의 발달을

진시키며, 특히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함으로써

루코스와 아미노산의 이용을 감소시키고 지방산의 이용

을 증가시킴은 물론,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의 수송을

진하고 핵내 자작용에 향을 주어 RNA의 양을 증

가시킴으로서 단백질 합성을 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

다[4].

이는 운동 시 체내 에 지를 얻기 해 양소를 분해

하며 기에는 체내 조직에 장된 성지방을 환하여

에 지로 사용하게 된다[5].

, 고강도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사가 주로 이용되

며, 이때 체내 속근의 동원율이 높아지고 속근 내에는 해

당과정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사의 활성화

를 불러오며, 에피네 린의 분비도 증가하여 당원

분해 젖산생성을 진시켜 지방 사 이용률을 감소시

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6]. 하지만 운동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속될 경우 당이 에 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들고 인슐린 분비량도 어들어 체내 지방을 동원하

게 된다. 이는 사증후군 유발 여성의 유병율 증가 등에

한 개선 효과를 수 있으며, 년 여성의 신진 사의

하, 내분비 기능의 감퇴, 생식 기능 하로 여성호르몬

분비 감소, 체지방 증가와 제지방 감소[7], [8]에 정

향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동과 공복 에서 공복이란 뇌의 시상

하부의 섭식 추가 액 내 양소나 호르몬 등의 여러

성분의 농도를 감지하여 농도가 낮아지면 공복을 느껴

음식 섭취의 욕구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9], [10]는

공복 시 운동을 통한 무리한 체 감소는 건강에 해를 미

치고 체 증가와 감소의 요요 상의 반복된 고리를 갖게

되며, 빈 , 사량 감소, 월경분순, 골다공증, 의욕상실

등에 따른 섭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하지만

[9]에 의하면 공복 수 과 비만 련 액변인이 련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일정한 공복감 유지는 건강

련 변인에 정 으로 보고하 으며, [10]는 공복상태에

서의 운동은 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됨으로써

지질 사를 진하여 체 감소에 효과 이라고 하 으

며, 지질은 단백질, 당질과 함께 생체를 구성하는 주요 유

기물질로서 에 지를 생성하기 해선 성지방이 지방

분해과정에 의해 리세롤(glycerol)과 유리지방산으로

효과 으로 분해된다고 보고하 다[11].

건강을 한 체 감량방법으로 다양한 운동방법과 식

이조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년여성의 생

리 특성 등을 반 한 명한 운동 식이조 방법을

찾고 있는 것도 실이다.

이는 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년여성의

신체 모든 기 의 기능이 감퇴, 노화, 호르몬 변화, 기억

력 등의 인지 능력의 감소 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 으

며, 남성에 비해 상 으로 사증후군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비만과 련하여 체 조

에 있어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칼로리 섭취의 제한과

더불어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식사를 개선

하고 운동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가 효과 이라고 보고

되고 있으며[13], 비만을 방하게 되며 더불어 사증후

군을 방할 수 있으며, 신체구성에 향을 주어 체력

호르몬 변화에도 향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14].

특히 인슐린 항성 증가는 체지방량 증가, 체 증가,

제지방량 감소, 고탄수화물 식사, 운동 부족, 이뇨제

베타차단제, 스트 스 증가, 폐경 등 인슐린 분비 자체의

결함과 인슐린 작용에 한 길항 물질이 있는 경우에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3]. 이와 함께 피로물

질에도 부정 향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체활동

을 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

다. 젖산의 경우 무산소 사과정에서 생성되며, 신체

피로와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16]되고 있으

며, 고요산 증은 인슐린 항성 증후군의 한 인자로 인

식되어[17] 있으며, 이는 피로물질과 인슐린 항성과 일

련의 련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언에서 밝힌 공복시간

의 정 사과정과 항운동을 통한 근육 운동을 통

해 사효율성과 피로물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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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 년여성의 생리 특성을 고

려해 공복유지와 항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기능

과 피로물질의 인과 계 단 를 제공해 것으로 사료

돼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50 년여성을 상으로 일정시간(12시

간) 공복시간을 유지한 후 항성운동을 통해 사효율

성 피로물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서울시의 S

구의 거주하는 50 년여성을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선정 시 동질성 확보를 한 조건은 체격(체 ,

몸무게, 체지방)과 액 성분 등을 고려해 운동군(EX)과

조군(CON)을 구분하 다. 30여명의 지원자 운동

군(EX) 10명, 조군(CON) 10명을 선정하 으며 실험에

참여하는 상자는 연구의 목 과 차 등에 한 구체

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 으며, 운동 로그램

공복기간 유지가 힘든 경우 실험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연구 상자의 심리 부담감을 일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액검사 등은 동의서 작성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Division EX(M±SD) CON(M±SD)

Age(year) 55.50±2.30 54.25±2.05

Height(cm) 162.37±3.14 163.23±3.66

Weight(kg) 65.10±2.88 65.85±3.32

Fat(%) 29.30±3.75 29.35±4.08

EX: Exercise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able 1>은 연구 상의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으며, 사 동질성 검정(homogeneity test)을 해 독

립 t 검정을 실시하 으며, 두 집단 간 독립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05) 두 집단은 신

체 특성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처 프 그램  절차

2.2.1 처 프 그램

본 연구는 년 여성을 상으로 12시간의 공복시간

유지 후 항운동을 실시하 다. 8주간 주 4회 60분간(

비운동 10분, 정리운동 10분, 본 운동 40분)의 빈도와 시

간으로 이루어 졌다. 공복시간의 유지방법은 날 녁

식사 후 12시간을 공복유지 후 항운동을 실시하는 방

법으로 날 녁식사는 19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여 공

복시간을 다음날 07시까지 유지하고 07시 30분부터 헬스

센터에서 항운동을 실시하 다. 항운동은 트 이

3인이 비운동과 정리운동, 본 운동을 진행하 으며, 개

인의 운동능력을 고려해 개별강도를 설정하 다. 항운

동은 상체, 하체 등 신체 반에 고르게 진행할 수 있도

록 하 으며, 상체는 덤벨과 바벨을 이용한 운동과 고정

식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진행하 으며, 하체는 스쿼트

를 심으로 근육 심으로 운동을 진행하 다. 운동

강도설정은 1RM을 기 으로 4주간은 70%를 유지하

으며, 5주-8주까지는 80% 강도를 유지하 다. 운동 이

라도 연구 상자가 운동에 한 고통을 호소하 을 경우

즉각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항운동 진행시 마

다 12시간의 공복시간 유지 여부를 확인하 으며,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칼로리가

있는 음식은 섭취를 제한하 으며, 운동 후에는 본인 생

활패턴을 고려해 섭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다. 공복시

간 운동참여 외에는 평상시 생활습 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본 운동 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다른 운동

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하 다. <Table 2>는 구체 인

항운동 로그램을 제시하 다.

2.2.2 혈액    

연구 상자의 일반 신체 특성은 체성분 분석기

(Inbody 720, Korea)을 통해 신장, 체 , 체지방을 측정하

다. 압측정은 자원메디컬(EASY-X800, Korea)을 이

용하 으며 액성분은 당, 인슐린, 젖산, 요산 등을 12

시간의 공복 항운동 로그램 실시 안정기, 8주간의

공복 항운동 로그램 후 안정기에 각각 1회 측정하

다. 액의 채취는 연구 상자가 최소 12시간 공복 상태

를 유지하여 간호사에 의하여 채취하도록 하 다. 한

연구 상자의 사 병력에 한 문진을 실시하여 본

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를 체크하 다. 액채취 당일 채

장소의 온도와 습도,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

력하 으며, 채 후 원심분리 후 N 의료 기 에 분석을

의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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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ime content sub content

warm-up 10min

upper body

stretch/lower body

stretch

flexibility, injury

prevention

main-

exercise
40min

dumbbell, barbell,

stationary exercise

equipment

dumbbell-curl,

barbell-curl, squat,

lunge, leg press,

leg pull down,

butterfly, leg

extension, lying

leg curl, deadlift,

cable crunch,

cross over cable

exercise intensity:

1RM 70-80%

cool- down 10min

upper body

stretch/lower body

stretch

flexibility, injury

prevention

<Table 2> Resistance Exercise  

2.3 료처리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시간의 공복 항운

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운동군과 조군을 두었다.

본 처치를 한 사 , 사후의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처치 결과 반에 해 기술통계를 제시하 으며, 운동

군과 조군의 처치효과에 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

기 해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가설검정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본 연구는 8주간 12시간 공복 유지 후 항운동이

사효율성 피로물질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운동군(EX)

과 조군(CON)으로 구분하여 처치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공복저항운동  사효

년여성을 상으로 한 8주간의 공복 항운동처치로

사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 인 변량분석결

과는<Table 3>과같다. 압의SBP(systolic blood pressure)

는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F=500.42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BP(diastolic blood

pressure) 역시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

과(F=443.240, p<.01)가 있었다. 체지방은 시기와 집단 간

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F=1043.24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복 당 역시 시기와 집단 간에 의

미 있는 상호작용효과(F=427.86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인슐린은 시기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효과

(F=20.450, p<.01)가 나타났다. 이는 8주간의 공복 항운

동이 운동군(EX)과 조군(CON)에서 처치의 효과를 달

리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2 공복저항운동  피 물질

년여성을 상으로 한 8주간의 공복 항운동처치로

피로물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 인 변량분석결과

는 <Table 4>과 같다. 젖산은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

는 상호작용효과(F=39.34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요산 역시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

과(F=330.900, p<.01)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8주간의

공복 항운동이 운동군(EX)과 조군(CON)에서 젖산,

요산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운동군에

서 더욱 정 처치 효과로 단할 수 있다.

4.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12시간 공복 유

지 후 항운동이 사효율성 피로물질에 어떤 향

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미국스포츠의

학회(ACSM)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동 빈도 시

간을 설정하 으며, 운동참여 기간 동안에는 극 인

참여를 독려하 다. 이러한 결과 사효율성 변인인

압(SBP, DBP), 지방, 공복 당, 공복인슐린 등에서 처치

효과가 정 으로 나타났으며, 피로물질 변인인 젖산과

요산 등에서도 처치 로그램에 해 효과 인 결론을 얻

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련 이론등과 연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압은 심장에서 방출된 액이 벽에 닿았을 때

형성되는 압력을 말하며, 심장이 수축될 때 심장은 동맥

계와 인체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동

맥으로 들어가도록 액을 박출한다. 좌심실의 수축시

형성되는 압력이 가장 높은데 심방박동과 함께 동맥조직

내에서의 압력을 수축기 압이라 하고, 심장의 이완기

에 생기는 압력 즉, 심장이 쉬는 동안 동맥계 안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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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압력을 이완기 압이라 한다[18]. 압과 련해

[19]는 압의 이상 변화는 자율신경계 변화, 부 한

수 의 카테콜라민 농도, 호르몬 매개체의 감소, 신

체 활동 감소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 으며, 한 신체

활동을 통해 정상 압의 유지가 요하다고 하 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공복 항운동 처치 후 정상범

의 경계에 치한 수축기, 이완기 압이 정상범 내

로 낮아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사료된다.

근력은 근 수축에 의해서 발휘하는 장력의 크기에 의

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항운동은 어떤 형태의 근 수축

발달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트 이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등장성 수축(Isotonic contraction)은

일반 이며 근력의 원활한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근력이 약한 사람은 일상 인 신체활동이 다른 사람들보

다 더 힘들게 느껴지거나 피로물질의 축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0]. 뿐만 아니라 [21]은 근육운동

을 통한 근육량 증가는 체지방 감소에 향을 뿐만 아

니라 신체구성 반에 향을 다고 보고하 으며, [22]

은 항운동의 강도를 1RM 기 50-80%의 강도 설정을

통해 유의한 체지방 감소를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정기간의 공복시간 유지를

통해 탄수화물 사를 제한하고 지방 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 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복 당과 공복인슐린의 변화는 인슐린 항성과

련이 있으며, 인슐린 항성이란 당질, 지질 단백질 등

에 지를 총체 으로 조 하는 가장 요한 생체호르몬

으로 인슐린 농도에서 이러한 인슐린 작용 정상보다

하되거나 이상 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비만 는 과체 은 인슐린 신호 달체계에 부정 인

향을 미쳐 인슐린 항성 당을 높이는 주요 요인

<Table 3>  ANOVA in Metabolic Efficiency

pre post
F-value

Division Group mean sd maen sd

SBP

(mmHg)

EX 134.34 12.26 126.47 11.36 period: 325.60**

period*group: 500.425**

group: 1.150CON 135.54 10.82 136.38 11.66

DBP

(mmHg)

EX 95.54 10.48 83.69 8.89 period: 600.300**

period*group: 443.240**

group: 2.235CON 96.98 10.59 96.17 10.22

Fat(%)
EX 29.30 3.75 25.94 3.68 period: 501.200**

period*group: 1043.240**

group: 1.370CON 29.35 4.08 30.02 3.71

fasting blood

glucose

(mg/dl)

EX 95.23 6.50 86.26 5.35 period: 300.420**

period*group: 427.860**

group: 7.260*CON 98.38 7.18 99.44 6.32

fasting

insulin

(mg/dl)

EX 9.24 4.54 8.55 4.16 period: 10.570**

period*group: 20.450**

group: .118CON 9.57 4.97 9.69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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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ANOVA in Fatigue

pre post
F-value

Division Group mean sd mean sd

lactate

(mg/dl)

EX 15.35 3.52 14.10 2.58 period: .860

period*group: 39.340**

group: 1.160CON 16.17 4.39 17.10 4.93

uric acid

(mg/dl)

EX 4.23 1.03 3.50 .98 period: 204.540**

period*group: 330.900**

group: 2.580CON 4.53 .88 4.60 1.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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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포도당 사에 요한 근육

과 간의 지방 축 이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24]. 이와 함께 연령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제지

방의 감소로 인한 gonadotropin-releaseing hormone과

성장호르몬의 감소에 의해 인슐린 항성[25,26,27]과 운

동 부족 등을 원인으로 심 질환, 고 압, 뇌 장해

와 허 성 심질환의 험 요인이 내재된다고 하여[3,28]

신체활동 생리 변화에 심을 두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와 연계해서 볼 때 언에서도 언 한 일정기간의

공복유지 등을 통해 탄수화물 사를 제한하고 지방 사

와 함께 항운동을 통해 근육량의 증가와 근육의 긴장

등이 본 연구의 당과 련된 변인에 정 인 변화를

이끈 것으로 사료된다.

피로물질과 련해 젖산은 운동에 따른 신체변화의

요한 사 변수로 젖산의 축 은 조직의 산성화를 통

해 조직의 pH 농도를 떨어뜨리고 효소 활성화, 미토콘드

리아의 산화, 근육의 이완 수축 작용을 억제 시키게 된다

[29]. 젖산은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축 량이 많고

탄수화물 섭취시가 비 섭취 시에 비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30]. 이와 함께 [31]는 피로억제능력이 운동 시 체내

산성화의 완충능력을 토 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

서 완충능력이 우수할수록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장시간

운동 시 젖산 농도 암모니아농도를 낮은 수 으

로 유지 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피로물질 요산에 해서는 사증후군과 요산 증

가와 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고 압

과의 련성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32,33]. [34]는 요산

농도가 높은 군에서 심 계 발생 험도가 10%이상

증가한다고 하 으며, [35]는 요산과 상동맥질환의 진

행도, 심근경색의 질환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한 체 유지와 신체활동을 통해 요산의 수치

가 개선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8주간의 공복 항운동을 통해 피로물질의 수 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낸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 로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8주간 12

시간의 공복유지와 항운동을 통해 사효율성의 정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피로물질인 젖산과 요산에서

역시 정 인 변화를 나타내 공복운동이 효과 인 식이

제한과 함께 트 이닝방법의 용을 통해 효율 인 건강

개선 로그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5. 결

본 연구는 12시간 공복유지 후 항운동이 사효율

성 피로물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

에 50 년여성을 상으로 사 동질성 검정을 통해

운동군과 조군으로 구분하여 운동군에는 8주간 주 4회

12시간 공복 후 상체와 하체 심의 고정식 기구와 리

웨이트를 병행하여 60분간의 항운동을 실시하 으며,

조군은 운동군의 효과를 비교하기 해 일상생활을 그

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같은 처치를실시하여실험 , 실험 후 사효율

성 피로물질에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효율성 변인으로 압(SBP, DBP), 지방, 공

복 당, 공복인슐린에서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

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12시간 공복 항운동이

년여성의 사효율성에 정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처치 로그램이 두 집단에서 상이한 효

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피로물질 변인으로 젖산, 요산에서 시기와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시간 공복 항운동이 년여성의 피로물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운동 후 피로물질의

증가는 당연시 될 수 있으나 일정기간 운동 후 피로물질

의 감소를 나타내 운동군과 조군 간에 의미있는 처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12시간의 공복유지

후 항운동이 사효율성 피로물질의 변화에 정

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 상자의 공복시간 유지

를 한 노력과 항운동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

여 처치효과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트 이닝 참여 후 피로물질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피로물질 련 연구 연구 상자의

계층을 폭넓게 하여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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