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걷기운동은 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신체 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이나 삶의질 등여러 역에 미치는

정 효과로 인해 생활체육 장에서 비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1]. 지 장애인을 상으로 진행된연구에

서도 걷기운동은 체력이나 신체조성, 지질 등의 변

화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의 규칙 인

비만 지 애 여  노 딕워킹  신체   

체력 에 미치는 향

진1, 강 2*

1용 대학  특수체 과 수, 2 대학  특수체 과 수

The Effects of Nordic Walking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in Obese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ok-Jin Kim1, Yoo-Seok Kang2*

1Department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Yongin University, Professor
2Department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약 본 연구는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들을 상으로 노르딕워킹의 신체조성과 체력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1명의 상자들을 실험군(12명)과 통제군(9명)으로 무작 할당하여 구분한 후 12

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군은 주 2회의 노르딕워킹 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통제군은 비교 비활동 인 일상생

활을 하게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신체조성에서 근육량과 체지방률이 실험집단에서

로그램 참여 후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한 체력요인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근력과 평형성, 응력이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노르딕워킹 로그램은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의 신체조성 변화와 체력 증진에

체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일부 요인에 해서는 상자의 특성이나 로그램의 목표를 고려하

여 운동 빈도와 운동 강도, 운동 내용 등을 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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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ordic walking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in obese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ID). The subjects in experimental group(n=12) 

participated in nordic walking program for 12 weeks while those in control group(n=9) was controled not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After the training, weight, muscle mass and fat mas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experimental group. In physical fitness, strength, balance and coordination i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ordic walking can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to change body composition and to improve physical fitness in obese women with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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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운동 로그램을 체력이나 신체활동량 향상에 극

으로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3]. 하지만 상 으

로 신체활동에 한 동기 유발의 수 이 낮은 지 장애

인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4], 일반 인 걷기방법보다 스

틱을 이용하여 몸을 이동시키는 노르딕워킹이활동의 지

속성과 결과 측면에서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노르딕워킹은 걷기의 효과와 근력운동의 효과를 동시

에 얻을 수 있는 복합 인 움직임으로 재활 장에서

용 범 가 차 확 되고 있다. 노르딕워킹은 일반 인

걷기에 비해 에 지 소비가 크고 무릎과 발목 등 에

가해지는 부담이 으며, 양손에 폴을 쥐고 움직이기 때

문에 부상 험이 어 노약자나 장애인의 건강 증진

로그램이나 질병에서 회복 인 환자의 재활 로그램

등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5,6]. 최근에 수행된 연

구에 의하면, 노르딕워킹은 심폐기능과 상지근력의 향상,

걷기 효율[7], 신체조성[8,9] 등의변화와 통증 완화[10]에

도 효과 이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특히, 일반 걷기에 비

해 근력과 평형성 등체력요인의향상과체 감소에 보

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12].

본 연구의 상자인 지 장애 성인여성은 호흡기나

심 계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13], 압이나 당, 심박수, 비만 등 사증후군

의 험 요인들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4]. 동시에, 비슷한 연령 의 비장애인에 비해 체력

수 과 신체활동 수 이 낮으며[15], 체로 과체

비만 경향을 보인다[16]. 더불어, 수동 인 생활 습 과

신체활동 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특히, 지 장애 여성은 비장애인 는 지 장애 남성

에 비해 체력수 이낮고비만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18]. James, Rimmer와 Fujiura[17]는 지 장애

여성의 과체 비율이 59%로 남성의 27%보다 높다고 보

고하 다[19]. 이러한 비만과 그로 인한 체력과 운동기능

의 약화, 다양한 건강 문제 등은 반 인 삶의 질 하

에 주된 원인이되고 있다. 특히, 성인기지 장애인은 노

화와 장애의 복합 인 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한 체 리 체력 향

상을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된다.

최근까지 장애인을 상으로 노르딕워킹의 효과를 알

아본 연구들은 주로 보행능력 향상을 심으로 진행되었

다[20,21]. 반면, 비장애 년들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

들은 노르딕워킹이 신체조성과 건강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10,22]. 특히, 노르딕워킹은 일

반 걷기에 비해걷기 밸런스 유지 효과 인 근육사

용으로 인해 칼로리 소비와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

는 비만여성의 체 조 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9,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장애 성인여성들을 상으로

신체조성과 체력요인에 한 노르딕 워킹의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 다. 지 장애 성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활동에 한 자발 인 동기력과 주의력, 지속력 등이 약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즉, 이들을 한 운동 로그

램은 쉽고 단순하면서도 기구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지하

고 근의 움직임을 효과 으로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노르딕워킹은 효과 인

운동 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비만

인 지 장애 성인여성의 부족한 신체의 기능 측면을

보완하고 과체 으로 인해 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노르딕워킹은 안 하고 효율 인 운동 로

그램이될 수있을것이다. 더불어, 최근까지 지 장애성

인여성의 체 조 이나 체력 향상을 한 활동은 수

운동, 걷기, 에어로빅, 짐볼 운동등을 심으로이루어졌

는데[2,25-27], 체로 장기간 유산소 운동이나 안 한

기구를 활용한 활동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이러한 연구들은 지 장애 성인여성에게는 강도 이

하의 규칙 인 운동과 일상생활에서 습 인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 장애 비만 성인여성의 12주간 노

르딕워킹 로그램이 신체조성과 체력요인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안 하고 지

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로그램으로써 노르

딕워킹의 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에서는 C시 거주 지 장애 성인여성들 특

별한 운동경험이 없고 체지방률 30%이상인 20∼30 비

만 지 장애 여성 24명을 선정한 후 실험군과 통제군으

로 각각 12명씩 무선배정하 다. 실험군은 12주 동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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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노르딕워킹 로그램

에 참여하 다. 반면, 통제군은 실험기간 규칙 인 운

동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이나 소속기 에서 비

교 비활동 인 일과를 보내도록 하 으며, 이를 매주

보호자와 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 다.

본연구에서는 사 에연구 상자 보호자, 는

상자가 속해 있는 기 의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 과 과

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 측정 실험을 진행

하 다. 통제군에서 사후측정에 응하지 않은 3명을 제외

하고 총 21명의 측정 자료를 최종 으로 결과에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복장애가 없는 지 장애 2∼3

으로 일상생활과 단체생활이 체로 가능하고 지도자의

언어 지시를 이해할 수 있으며, 특이한 의학 소견이

없고 장시간 활동과 보행에 문제가 없는 지 장애 성인

여성을 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들의 구체 인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Age Height(cm) Weight(kg)

Ex.group
(n=12)

33.17±6.76 157.98±5.33 63.21±6.32

Con.group
(n=9)

34.89±5.46 155.51±4.81 62.77±4.9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재 프로그램

본연구에서는 피검자들의 응을 해 3회에 걸쳐 노

르딕워킹 방법에 한 비교육을 실시하여 폴 잡는 방

법과 팔과 다리를교차하여 걷는 방법, 올바른 걷기 자세

등을 익힐 수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노르딕

워킹 로그램은 유사한 조건의 상자들에게 용한 선

행연구들[8,9,22]과 미국스포츠의학회[28]에서 체력이 낮

은 상자에게 제안한 운동 강도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구체 으로, 노르딕워킹은 12주 동안 주 2회의 빈

도로 매회약 50∼60분간실시하 다. 1~3주 동안은 40∼

50% HRR, 이후 4∼8주 동안은 50∼60% HRR, 9∼12주

동안 60∼70% HRR수 으로 진 으로 운동강도를 조

하여 실시하 다. 페이스조 은 Borg의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여 ‘약간 힘들다∼힘들다’의 수 유지를강조하고

최 한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노르딕워킹 자세와 실시 방법은 남상남[5], 김선호와

마성일[22]의 연구에서 용된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

상자들의 수 에 맞게 수정하 다. 즉, 폴의 길이는 신

장의 70% 정도를 유지하고 보폭은 신장-100cm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 으며, 발뒤꿈치에서 발 심을 바깥쪽으

로 이동하여 새끼발가락 쪽에서 엄지발가락 순으로 발

체로 3박자걸음을 걷도록 유도하 다. 걷기 속도는 처음

3주까지는 분당 60∼70m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약 2,000

∼2,500m 정도를 걷도록 하 으며, 4주 이후부터는 분당

70∼80m의 속도로 40분간 약 2,500∼3,000m 정도를 걷도

록 하 다. 운동 강도 걷기 속도는 상자별수 이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장소는 잔디가

깔려 있는 공원의 운동장에서 실시하 으며, 130m 정도

의 트랙을 돌면서 걷도록하 다. 기에는 자세 교정

동기 유발을 한 50m 거리를 보조자와 함께 직선으로

왕복하며 걷도록 하 고, 3∼4회 실시한 후에 피드백과

함께 휴식을 취하 다. 4주 이후부터는 트랙을 연속 으

로 돌도록 하 으며 간 2∼3회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Session Program Contents
Time
(min.)

Warm-up Stretching
Freehand exercise, Pole

stretching
10

Main
exercise

Nordic
walking

1∼3W.: 40∼50% HRR
4∼8W.: 50∼60% HRR
9∼12W.: 60∼70% HRR

30
40
40

Cool-down Stretching Pole stretching 10

Table 2. Intervention program

2.3 측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용 사 과 사후에 상자

들의 체성분을 측정하기 하여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 Space co.)를 사용하여 체 과근육량, 체지방률

을 측정하 다. 한 체력은 김선호와 마성일[22],

Roberta와 Jessie[29]가 노르딕워킹의 노인여성에 한

효과 연구에서 제안한 체력요인과 Senior Fitness Test

에서 성인기 이후 건강체력 측정요인으로 제시한 요인들

을 기 로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응력 등

을 측정하 다. 먼 , 근력은 악력계(NH-3000D, O2run

HelmasⅢ)를 이용하여 둘째손가락의 제2 이 거의 직

각이 되도록 폭을 조 하여 잡고 직립자세로 두 발을 벌

려 선 자세에서 우세 손을 0.1kg 단 로 측정하 다. 유

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NH-3000G,

O2run HelmasⅢ)를 이용하여 0.1cm 단 로 2회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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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 치를 기록하 으며, 심폐지구력은 하버드스텝테

스트(Harvard step test)를 활용하 다. 3분을 기 운동

시간으로 설정하고 실험 피험자에게 심박수 측정 장

비(Hurex Q)를 가슴에 부착하 으며 1스텝에 4박자가

되도록 스텝박스로 승강 운동을 반복 실시하 다. 운동

이 끝난 후 3분간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안정 시

1분, 2분, 3분 시 의 심박수로 신체효율지수를 산출하

다. 평형성은 뜨고 외발서기 검사를 실시하 으며, 팔

짱을끼고 선상태에서한 쪽 다리의 슬 을 90도굴곡

시킨 상태에서 균형을 잃을 때까지의 시간을 단 로

측정하 다[31]. 마지막으로 응력 검사는 Senior

Fitness Test의 의자에서 일어서서 걸어 돌아오기(up

and go test)로 측정하 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8feet(2.44m) 거리를 왕복하여 돌아와

다시앉는데 걸리는시간을 2회측정하여 빠른 시간을

용하 다.

2.4 료처리 

각 집단과 시 별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고, 두

집단의 실험 과 후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

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 으며, 집단

과 측정시기별 차이검증을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

다. 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

에 한 오류 여부도 조사하 다. 통계분석은 SPSS/PC+

18.0 ver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α)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신체  변화

12주간의 노르딕워킹에 따른 신체조성의 변화는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육량(p<.01)과 체지방

률(p<.05)에서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체 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p<.001). 근육량은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유

의한 효과를나타냈으며(p<.01), 사후검증 결과 실험군에

서 유의한증가를 나타났다(p<.01). 체지방률도 측정시기

와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p<.05), 사후검증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p<.05).

Body
compositi

on
Group Pre Post p

Weight

EG 63.21±6.32 61.93±3.42 T .343

CG 62.77±4.92 63.28±3.40
G .691

T×G .000***

Muscle
mass

EG 18.43±2.10 20.43±2.22 T .004**

CG 18.66±1.64 18.56±1.94
G .337

T×G .002**

fat mass
%

EG 33.86±3.64 29.66±3.14 T .036*

CG 33.18±2.79 32.37±1.16
G .362

T×G .020*

*p<.05 **p<.01 ***p<.001,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
Time, G: Group, G ×T : Group×Time

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3.2 체력  변화

12주간의 노르딕워킹에 따른 체력의 변화는 Table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력과 평형성, 응력은 실험집단

이 노르딕워킹 로그램 참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으

며,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1). 한 사후검증 결과, 근력(p<.001)

과 평형성(p<.001), 응력(p<.001) 모두 통제군은 유의

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연성과 심폐지구력은 노르딕워킹 후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집단 측정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Physical
fitness

Group Pre Post p

Strength

EG 12.50±4.99 14.20±5.67 T .000***

CG 12.41±6.30 12.63±7.34
G .366

T×G .000***

Flexibility

EG 1.72±6.14 1.98±7.92 T .378

CG 1.49±6.47 1.43±9.47
G .678

T×G .184

Cardiac
endurance

EG 48.23±2.90 49.02±4.06 T .068

CG 47.34±2.81 48.13±5.14
G .508

T×G .940

Balance

EG 3.67±0.70 5.36±1.23 T .000***

CG 4.03±0.60 3.89±1.12
G .170

T×G .000***

Coordination

EG 10.45±3.13 8.53±3.31 T .000***

CG 10.30±3.25 9.81±3.18
G .321

T×G .000***

*p<.05 ***p<.001,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 Time,
G: Group, G ×T : Group×Time

Table 4. Change of phys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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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노르딕워킹이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의

신체조성과 체력요인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통해, 그동안선행연구들이 성인기비만이나 특

정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효과가 검증된 노르

딕워킹이 지 장애 성인여성을 한 특수체육 로그램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 로그램

의 빈도 강도, 기간, 효과성 등에 한 정보를 제시하

여 련 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 다.

먼 , 노르딕워킹의 신체조성에 한 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체지방률과 근육량에서 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

성인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노르딕워킹이 체

지방 BMI 감소, 근육량 증가 등 신체조성 개선에 유

의한 향을 수 있는 효과 인 유산소운동이라고 보

고한 결과들[12,22]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BMI 27lg/m2 이상 40 반의 비만 성인여성을

상으로 본연구와유사한조건인 12주간 주 2회 50∼60

분간 노르딕워킹을 진행한 후 재 로그램 참가자들의

체 과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한 차성웅[9]의

연구와도 체로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볼 때 12주간의 노르딕워킹 로그램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지 장애 성인여성의 비만 련 지표개선에 효과

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운동 강도나 보

조자의 도움 등 재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인

로그램 처치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비만 년여성에 한 걷기운동의 효과를 조사

한 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걷기운동이 신체조성 개

선에 향을 주기 해서는 12주 이상 주 3회 이상의 운

동 빈도로 실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38]. 본 연구의 경

우, 12주간 주 2회의 운동 빈도로 신체조성 개선에 효과

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 장애 성인여성에게 노르딕워킹

이 일반 걷기에 비해 신체조성 개선에 보다 효율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노르딕워킹은

일반 걷기에 비해 걷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체

력이 약하거나 신체 기능이 좋지 못한 상자들의 운동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김로빈과 조 행[39]의 연구 결과

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임희정[40]이

진행한 일반 걷기와 노르딕 걷기의 신체조성 변화에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노르딕워킹은 일반 걷기에 비해

제지방량 증가에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즉,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제지방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기

해서는 간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비교 장시간 실시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41], 노르딕워킹은 다른 유산소 운

동보다 효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

걷기와 비교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체지방률을 감소시키

고 근육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결과로 볼 때, 지 장애

성인여성에게 동일하게 용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향후 노르딕워킹과일반 걷기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

러한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률의 감소와 더불어 근육량 증

가라는 결과를 얻었다. 근육량은 신체성분 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에 지 사나 골 등과 하

게 련되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2]. 특히, 성인기 이후에 차 활동량이

어들면서 상체 부 의 근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Janssen과 Heymsfield, Wang, Ross[32]

에 의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근 손실을 방하기 해서

는 지속 인 운동이 요구되는데, 여성은 하체운동 심

으로, 남성은 상체운동 심으로 균형 있게 신체를 발달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강유석[32]도 규칙 으

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지 장애 성인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근육량이 유의하게 많다고 보고하 다. 특히,

장기간 낮은 강도의 신체활동이 성인기 이후 상자들의

근육량 증가에 효과 이었다는 Hakkinen과 Pakarinen[33]

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체 심의 걷기 움

직임과 상체 골격근의 반복 인 움직임을 유발하는 노르

딕워킹은 강도 수 의 신체활동을 통해 체지방률 감소

와 더불어 근육량 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르딕워킹 로그램 실시에 따른 체력요인

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근력과 평형성, 응력이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반면,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은 유의한 변화

를 나타내지 못했다. 먼 근력의 경우 근육량의 변화에

서 논의했듯이, 12주간 주 2회 노르딕워킹만으로도 유의

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있었다. 특히, 하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지의 움직임을 동시에 이용하여 걷는 동안에

부하를 이고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르딕워킹은

상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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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와 마성일[22], 차성웅[9], Kocur과 Deskur-Smielecka,

Wilk, Dylewicz, Takeshima 등[34] 국내·외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노르딕워킹을 통한 근력 향상 효과는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규칙 인 운

동이 성인기 남녀 모두에게 근력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

행연구들[32,35]과 동일한맥락으로 볼수 있으며, 노르딕

워킹이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의 근력강화 로그램으

로도 용될 수있음을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하지의 부

하를 덜고 상지의근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일반 걷기에

비해 근력이나 근지구력 향상에 보다 효과 이며[11,34],

근력운동의 단조로움이나 부담으로 인해 웨이트 트 이

닝 로그램 근이 어려운 지 장애인들에게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형성의 경우, 노르딕워킹 로그램에 참여한집단이

유의한 향상을 보 다. Edelberg[36]는 성인기에 어들

면서 평형성 감소가 발생하며 이는 반 인 하체 근력

의 약화와 응력이나 고유수용기 기능 하에 따라 나

타날 수 있다고 하 다. 한 규칙 인 신체활동 참여가

효과 인 방법이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12주간 실시한노르딕워킹에 참여한 성인의 평형성이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들[11,22]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에서

실시하 는데 평평한 바닥보다는 지면이 고르지않고 부

드러운 상태 기 때문에 상자들이 몸의균형을 인식하

고 유지하려는 고유수용감각을 효과 으로 진시켰을

것으로 단된다. Takeshima 등[11]에 의하면, 노르딕워

킹을 실시하는 표면의 상태에 계없이 폴에 달되는

충격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부드러운 잔디나 평평하지

않은 지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평형성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이한 지면 조건

에서나타나는노르딕워킹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응력 한 노르딕워킹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노르딕워킹을 통해 하지근력이 향상되고 하지와 상지의

교차 인 움직임이 좋아진 결과가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Kocur 등[3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검사 방법

을 사용하여 노르딕워킹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본 연

구 결과와 같은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은 과

근육과 같은 신체요소의 조화로운 움직임이며신체와 사

지의 상 인 움직임 형태라고 할 수 있다[38]. 노르딕

워킹은 리듬감 있는 걸음으로 계속 인 하지와 상지의

교차 인 움직임으로 상자들의 동작 응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체력요소 유연성과 심폐지구력은 노

르딕워킹 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비장애 성인여성을 상으로 12주간노르딕워킹 이

후 유연성이나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었다는 김선호와 마

성일[22]과 Takeshima 등[11]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측

면이 있다. 일반 걷기나 노르딕워킹에 따른 유연성이나

심폐지구력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들은 체로 일 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차성웅[9]은 12주간 주 3회

의 노르딕워킹 후에 유연성에는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

면 심폐지구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서동일, 김성기, 장 기[38]는 성인여성을 상으로

걷기운동을 용한 연구에서 유연성은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고 하 고, 소 과 최 [42]은 12주간 걷기운동

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 유연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

았다고 하 다. 결국, 걷기운동은 로그램의 운동 빈도

나 운동강도, 상자, 실행환경등에따라 유연성과심폐

지구력에 미치는 향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자의

특성과 로그램 목표에 따라 조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심폐지구력의 증가가 유의하지 못한 것은

주 2회의 운동 빈도가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

강도의 운동 강도 설정이 개인의 특성에 하지 못했

거나 체 처치 로그램 진행에서 상자 개인별로 충

분한 운동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유연성은 근육의 탄성이나 길이, 신경계 활성에

의해 향을 받으며, 유연성 트 이닝은 일반 으로 부

드러우면서 약간 힘든 강도의 스트 칭 동작을 10∼30

정도, 그리고 주당 최소한 3∼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

장된다[43]. 본 연구의 처치에서는 비운동 단계에서 일

부 스트 칭 동작이 포함된 것 이외에는 본 운동의 운동

빈도나 내용에 있어서 유연성 향상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요인이 거의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유연성 증진을 해서는 특정 움직임이 포함된 부가 인

신체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들을 상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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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 2회의 노르딕워킹을 실시한 후 신체조성과 체력

요인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 , 신체조성에서 근육량과 체지

방률이 노르딕 워킹 로그램에 참여한집단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 다. 즉, 12주간의 노르딕워킹은 비만 지

장애 성인여성의 신체조성 개선에 비교 효과 인 활

동이 될 수 있다고 단된다. 한 체력요인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근력과 평형성, 응력이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반면, 심폐지구력과 유연성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통해, 노르딕워킹은 리듬감 있는 걸음으로

계속 인 상지와 하지의 교차 인 움직임을유발하기 때

문에 상체의 근력 증가와 평형성 응력의 향상에 효

과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심폐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자의 특성과 로그램의 목표를 고려하여운동 빈도

와 운동 강도 등을 조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집단별 인원이 비교 고 상자들

의 인지 , 는 정서 부 응으로 인해 노르딕워킹을

익 서 수행하는데 개인차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처치

조건을 동일하게 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러

한 들은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2주간의 실험기간 ․후 결과만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실험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으며, 걷기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까지는 고려하여

설계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르딕워킹

과 일반 걷기의 상 인 효과 차이를 알아볼 수있을 것

이다. 특히, 운동기능이나체력요인 이외에신체활동량이

나 걷기 효율성, 주의력이나 활동 동기, 상호작용 등 심

리·사회 요인에 있어서 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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