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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빠르게 걷기 운동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및 기분 상태의 변화 효과 

   본 연구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비만 여성에게 적용하여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

태를 평가함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 효과를 파악

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비만 여성의 치료 및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단일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원시 실험 연구이며, 대상자는 서울 

소재 Y 대학교 부속 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여성 수검자 중 체질량 지

수 25 이상의 비만 여성으로 하 으며,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20명이 최종 대상자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 개월 간이 으며, 연구 도구

는 일반적 사항은 구조적 질문지를 이용하 고,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율은 

Biospace Co. 의 Inbody 2.0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으로 하 다. 그리고 기분 

상태의 측정은 POMS(The profile of mood state)의 6개 범주(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로 구성된 The Line Analogue Self Assessment (LASA)를 이용

하 다.

   8주간 시행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만보기를 사용하여 주 4회 이상, 1

회 40분 이상, 시간당 6000-7000보의 빠른 걷기를 시행하는 빠르게 걷기 운동과 

함께 1회/1주 전화 상담, 매일 운동 일지 작성을 포함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고,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및 기분상태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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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26.45

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25.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여(t=5.12, p<.000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은 평균 34.93점

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32.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t=5.87, p<.000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하부 척도인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의 전후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간호 중재로 사용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만 여성에게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기분 

상태의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되는 말: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비만 여성,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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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 인구 중 12억 가량을 과체중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산치는 생활환경이나 양섭취 부족 때문에 저체중으로 고생하

는 사람과 같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또 성인 비만 

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3%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대한비만학회, 2003). 

   특히 성인 중에서도 여성은 전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정신적, 

환경적 향에 대하여 남자와는 다른 독특한 생물학적 행동 반응을 보이며 비만

해지기 쉬워, 여성비만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윤 숙, 2002).

   비만은 질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1996년 WHO에서는 치

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주요 질병으로 

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  비만이 되면 몸무게가 증가하고, 숨이 차고, 

신체거동에 부자유를 느끼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담석증, 고지혈증, 지방

간, 골관절염 등의 발생 요인을 가지게 되며 또한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 자궁

암, 난소암,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과 연관이 있으므로 사회적

인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최현주, 1995). 

   비만은 제 2형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고 

조기 사망 등과 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왔다. 비만은 그 외에도 자긍심을 해치고 우울증을 야기하는 등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조주상 등, 1995; 강징원 등, 

1994; Brownell & Kaye, 1982).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수술요법,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는데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은 운동과 식사요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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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쓰며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비만의 치료는 알

맞은 체중감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체중감량과 더불어 건강의 개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정은숙, 1998).

   운동은 에너지 대사, 대사과정의 수정, 신체조건의 개선, 만성병에 대한 감수성

의 감소, 체중감량 및 과도한 체지방의 감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광

무,1993),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은 혈중지질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비중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체중이 감소하거나 변하지 않을 때 운동으

로 감소하고 고비중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체중의 변화에 관계없이 운동에 의해 일

관성 있게 증가한다(Farrell and Barboriak, 1980: Kinsmann 등, 1980).            

   Berger(1984)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어도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면 

우울, 불안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 다. Biddle(1999)은 최근 장

기간의 운동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자긍심 및 인지기능

을 향상시킨다고 하 다.

   비만 치료에 효과적인 운동 중에서 부상과 낙오률이 낮은 저강도 운동인 빠르

게 걷기 운동은(Pollock 등, 1971; Pollock 등, 1989) 단순성, 용이성, 간편성, 상해 

예방, 경제성 등의 이유 때문에 모든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Voloshin, 1988; Porcari 등, 1989).

   이러한 운동 요법에 대해 비만 여성이 스스로 인식하고 실생활에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은 간호의 중요한 역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동 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자기 효능감이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

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Bandura, 1982).

   비만에 대한 질병으로의 인식 증가와 위험성의 대두에 따라 비만에 대한 연구

가 증가되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

는 대부분의 연구가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나 관련 지표에 대한 것이며, 비만 치료

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양측면, 운동 요법, 약물 요법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비

만에 관한 연구는 의학, 사회체육학, 양학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

호학에 있어서의 비만과 관련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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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비만여성에게 적용하여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태를 평가함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 효과를 파

악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비만 여성의 치료 및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하고자 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만 여성에게 적용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체지방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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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빠르게 걷기 운동이란 보통의 성인이 자신의 넓은 보폭으로 걸음을 걸어 옆사

람과 대화하면서 잠깐씩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Blessey 

등, 1976).

   본 연구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이란 6km/hr의 속도로 걷는 것을 말하며, 만보

기를 이용하여 시간당 6000-7000보의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하며, 일회 40분이상 주 

4회 이상의 운동을 의미한다.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만보기를 이용한 빠르게 걷기 운동, 전화 상담, 

운동 일지를 포함한다.  

2) 비만 여성

   비만이란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

5％,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를 말하며, 현재 체중이 이상체중의 20%를 초

과하는 경우로 정의된다(백 호, 1992).

   또다른 비만 지표인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는 대상자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장과 체중의 관계를 말한다. 체질량 지수는 성인에서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있는 수학 공식이며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BMI=kg/㎡).  WHO(Asia-Pacific Region)와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의 기

준은 체질량 지수 25kg/㎡이상으로 정의한다(대한비만학회, 2003).

   본 연구에서는 비만학회가 정한 바대로 체질량 지수 25이상인 자를 비만으로 

정의하며,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율은 Biospace Co. 의 Inbody 2.0기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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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분 상태(Mood state)

   기분이란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하

거나 불쾌하거나 한 단순 감정으로(한 학회, 1992) 당면 목표에 관한 예측과 최

근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며 바뀔 수 있는 다차원적인 성질

로 나타난다(윤재량, 1993).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화로 기분 상태를 측정하 으며 McNair, Lorr& 

Doppleman(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The Profile of Mood state: 

POMS)를 Sutherland, Walker & Till(1988)이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

로 구성된 각각의 항목을 시각상사척도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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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경향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1995년 이전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한국인의 전

체적인 비만인구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95년 국

민건강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2.1%, 여성의 2.5%가 2단계 비만(BMI≥

30)에 해당되고, 1단계 비만(BMI≥25) 유병률은 14.8%로 아직까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비만 인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국민건강․ 양조

사에 의하면 WHO 기준(BMI≥30)에 의한 성인에서의 비만 유병률은 2.4%이었지

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진단기준에 따른 대한비만학회 기준(BMI≥25)에 의하면 

26.3%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유병률 증가추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BMI 25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향후 5년 이내 35-40% 수준에 달할 것이다(대한비

만학회, 2003).

   비만은 질병이 아닌 단순한 증상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1996년 4월 WHO에서

는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며, 

대사 장애로서 심장병,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15-40% 증가시킨다

고 한다. 또 남은 지방이 간에 부담을 줌에 따라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지방간, 담

석증, 간경화에 걸리게 된다. 신체가 비만하게 되면 뼈와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골격에도 이상이 생긴다 (허갑범, 1980).

   Chan 등 (1994)은  제 2형 당뇨병은 모든 성별과 인종에서 비만과 강력한 관

련이 있고 비만의 정도와 기간이 클수록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은 증가 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비만인의 고혈압 발생 빈도는 정상군의 3배 이상 되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80-90%가 비만이고,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증가시키며, 비만 여성 중에 특

히 뇌졸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Hubert, 1984).

   이렇듯, 비만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이러

한 합병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는 체질량 지수, 복부비만도의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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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비만의 조절에 따라 그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비만학회, 2003).

   이러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이 

있는데 이 중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활동 즉, 운동을 통한 방법

이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비만의 주원인인 에너지 섭취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잉여 칼로리로 침착된 지방조직을 운동을 통해 감소시키

는데 지방성분의 감소와 더불어 근육의 증가를 얻게 되어 바람직하며, 이러한 근

력의 상승은 물론, 운동수행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혈당과 지방을 에너

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당과 지질대사가 증진되며 운동근에 필요한 산소와 

양소를 공급해 주고 대사 결과 생산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폐기능이 항진된다(Astrand & Roda, 1977). 많은 임상학자들이 비만의 치료법 

중 가장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강성구 외, 2002).

   그러나, 운동 요법은 만성 질환의 중재로서 그 중요성과 효과는 인지하고 있으

나 실천하기 힘들고 지속하기가 힘들어 실제로 자주 실패를 경험하는 역이다(이

혜옥, 1982; 최창훈 등, 1993). Bandura(1982)는 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효능자원인 

성취완성,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에 근거한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에서 인간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과정에서 개인의 인지를 중요하게 설명하면서 자기효

능이 행위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효능은 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자원에 의

해 증가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에 의해 

인간의 행동변화가 결정되며 이러한 행동변화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Gillis(1993)는 일상생활에서 건강증진을 결정하는 인자에 대한 관련문헌을 분

석한 결과 자기효능이 가장 강력한 결정인자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휘

(1994)는 자기효능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

시키려는 목적에서 자기효능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음을 보고하

다.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기효능

은 건강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앞으로의 건강행위를 



- 8 -

예측케 하는 변수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만성 질환자에

게 기본적이나 가장 이행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운동요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김춘자, 1996).

   이러한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관련한 행위의 변화

에 대해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Gortner(1990)는 심장질환자의 회복기 활동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면서 자기효능을 높

이기 위한 전략으로 Mastery 모델링,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을 설명하고 이러

한 것이 간호에서는 교육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심장

수술 후 일반적인 간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자와 가족에게 지지를 제공하

기 위한 주기적인 전화방문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장수술 후 회복기 

환자의 자기 효능이 수술 전후 활동과 유의하게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

과를 보고하 다.

   만성질환자에서 운동요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자신의 적극적 동기

와 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 자신의 태도도 중

요하지만 건강 전문인의 역할도 크다(유형준, 1993). 간호사는 대상자의 이행을 저

해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

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직접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특히 대상자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김춘자, 1996).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교육과 동기 부여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화 상담을 통한 언어적 설득과 일지 작성 등을 통한 성취 완성 이 다(김

춘자, 1996).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 하나가 걷기라고 할 수 있으며, 비만

인에서 체지방을 조절하는 데는 짧은 거리의 조깅보다 장거리의 걷기가 효과적이

고(Shephard, 1990), 저충격 활동으로 거의 상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운

동유형으로 권장될 수 있다(Voloshin, 1988). 또한, 지속적인 유산소운동은 비만인

들의 체중,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유산소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Watanabe 

등, 1994; 최재원, 강성구, 2000; 성봉주, 강성주; 2001)를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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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산소 운동 형태로 일상생활이나 임상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이 빠르

게 걷기와 달리기이다. 특히 달리기에 비해 빠르게 걷기 운동은 유산소적이고 저

충격 신체활동으로써 근골격근 및 관절에 충격이 적어 모든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이다(윤진환 등, 2002). 빠르게 걷기 운동은 유산소 능력(Davison 등, 1991), 

신체 구성, 골 도(Ohta 등, 1990), 혈압강하(Tipton 등, 1983), 혈청지질(Duncan 

등, 1991), 우울, 불안(Porcari 등, 1988), 그리고 정신건강(Cramer, 1991)등의 향상

에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까지도 걷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걷기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다(Holt, 1990: Martin 등, 1991). 걷기 속도에 따라 각 개인

에게 있어서 효율성이 존재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속도에서 효율이 가장 좋을 것

이라는 가설이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걷기 속도에서는 장기간 동안의 생리적 

적응과 인체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증가되어, 가장 적은 산소를 사용하며 

걷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걷기 시 속도와 보폭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조건들은 상호 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선호하는 걷기 속도는 남자의 경우 약 1.3 m/sec부터 1.5m/sec 정도

라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많고(Workman 등, 1963: Inman 등, 1981: Pearce 등, 

1983: Martin 등, 1991), 여자의 경우에는 약 1.2m/sec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Workman 등, 1963).

   그리고, 선호하는 걸음회수(preferred step frequency)는 분당 평균 116회 정도

로 남녀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때의 평균 보폭은 남

자가 평균 77cm, 여자가 63.5cm로 나타났다(Blessey 등,1976).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걷기 속도를 4.5에서 6km/hr까지만 증가시

켜도 에너지 소비율이 67%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걷기 속도별 산소 소비량의 효

율성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윤진환 등, 

2002). 빠른 속도의 걷기를 운동으로 실시할 경우 속도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 소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만환자의 운동 처방시 걷기를 이용할 때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와 운동의 효과에 크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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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윤진환 등, 2002).

   선행 연구에서 운동중재의 기간은 다양했지만 최소한 8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

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정신건강 상태의 개선만이 목적이라면 1개월 중재(김정

숙, 1998)로도 가능했지만, 신체적 건강상태의 상승이 목표라면 8주가 지나야 일부 

생리적인 지표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더 긴 시간 지속될수록 다양한 생리적 지표

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Oh-Park 등, 2002)고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성인들에게 있어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적어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그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김민현, 2001).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1986)지침에 의하면 정규적인 

운동 참가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신체활동을 행하며 1회 신체활동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지속시간은 

30-60분 또는 15-60분, 운동 빈도는 주 3-5회로 하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 다(고 완 등, 2000). 

   Pollock 등(1972)은 운동 빈도 주당 2회와 4회를 비교해 본 결과 2회 운동시는 

거의 체중감소가 없는데 반해 4회시에는 20.7%에서 17.4%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 으며, Leon 등(1979)은 비만자의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속보로 주당 5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 다. 박용우(1998)는 유산소성운동의 경우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고 길게 할수록 체중감량에 유리하며, 주 4회 이상, 30-60

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른 여러 연구자들(Pollock, 1972; Leon, 197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요법은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하루에 40분 이상으

로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위한 생활로서 유산소적 운동과 함께 기분전환을 위한 

개인의 신체적 활동은 우울, 근심,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임상적인 평가 부

분의 본질적인 상태를 향상시키고, 감소,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보조 처치로서의 중

요성과 개인의 사회 심리적으로 수반되는 스트레스의 반응의 감소에 대처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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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을 살펴 볼 수 있다(Gondola & Tuckman, 1985; 

Brown & Harrison, 1986).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리, 심리적 혜택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를 

살펴보면, 류호상(1999)은 장기간 운동이 비만 여성의 생리, 심리 상태에 대한 연

구에서 장기간 운동은 체지방,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고, 최재원과 강성구(2000)는 비만 청소년의 운동 참여와 그 생리, 

심리적 혜택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리적 효과(체중, 체

지방)들은 신체적 자기 자각과 자긍심에 향을 미친다고 발표하 다.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임 택 등, 

2001)에서 보면, 비만 환자들에서 체중 감소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개선에 전반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특히, 신체적, 사회적 기능, 전반적 건강 등의 항

목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유산소운동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심

리적 변인으로 기분 상태를 설정하고 있다(성봉주 외, 2001). 이러한 기분 상태에 

관한 과거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규적인 운동 활동 참

여자의 85%가 운동 후 기분 좋은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자긍심과 활력감이 증진

되고,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에 임상학적 효과

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Morgan, 1985; Berger & Owen, 1988; Hackfort, 

1993; 유 진, 1993; 정청희, 최용주, 1997).

   Petruzello, Lander, Hatfield, Hubitz 와 Salazer(1991)는 1960년부터 1989년 사

이의 운동과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단기간의 운동이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

효한 것으로 보고함과 동시에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 다.

   Dishman(1985)은 스포츠, 운동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임상적 증상

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이상 

그리고 운동시간당 20분에서 50분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하 으며, Berger(1984)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어도 20분 이상 지속하면 우울, 불안, 그리고 자아 



- 12 -

존중감의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같은 맥락에서 Biddle(1999)은 장기간의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심리적 효과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에서 지속적인 운동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감소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자긍심 및 인지 기능 향상에 그 효과가 크다고 발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만여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신체활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지방

과 기분 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관찰한 의학적 연구(Rippe 등, 1998)와 Sonstroem

과 Morgan(1989)의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생리적 혜택들은 신체적 자기 

지각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긍심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최재원과 강성구(2000)는 지속적 운동과 비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리적 효과들은 신체적 자기 지각과 자긍심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홍양자와 강승애(1998)는 운동에 참여한 노인여성들

은 비운동군에 비해 평형성이나 유연성 같은 신체기능이 우수하고 일부 우울증 

관련 요인들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대로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 생리적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들도 있었다. Blumenthal 등(1982)은 16주 동안 에어로빅 운동, 요가 그리고 통제

집단을 무작위 설계한 연구결과에서 신체적 유익함은 발견하 지만 심리적 이점

은 발견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mery와 Gatz(1990)는 48명의 남, 

여 노인들을 12주 동안 에어로빅 운동을 실시한 결과 생리적 변화는 발견하 으

나 심리적 안녕감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심리적 혜택과 정신건강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Hackfort(1993)은 아직 이러한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회의적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부

분의 정신건강 연구가 손쉬운 정상인을 피험자로 고용하여 다양한 사례(우울증 환

자, 비만인, 장애자 등)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회의적(류호상, 1999)이라는 점과 종속

변인인 정신건강 측정 방법이 대부분 실험이 아닌 사회학적 조사연구 방법을 취

함으로써 운동과 심리, 생리적 변인간의 보다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류호상, 1999; 유 진, 1993)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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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지속적인 운동이 체중, 체지방, 콜레스테롤과 같은 생리적 변화에 긍정

적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그러한 생리적 변화와 함

께 그것이 정신건강 또는 운동을 통하여 취득되는 심리적 효과와 어떤 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류호

상, 1999).

  

 



- 14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빠르게 걷기 운동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및 

기분 상태에 미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원시 실험 연구로서 단일군 전후 실

험 설계이다. 

   본 연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표1>과 같다.

<표1>  연구 설계 

사전조사
실험 처치

사후조사
8주

일반적 특성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1) 운동에 관한 개별 교육

2) 만보기 사용 교육

3) 운동 일지 작성(Daily)

4) 전화 상담(1회/주)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기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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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2003년 9월 29일에서 2003년 10월 8일 2주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Y병원 종

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여자 수검자 중 체질량 지수 25이상으로, 다른 방법의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 으며.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2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연구 도중 수술, 본인 입원, 

치료, 가족의 입원 등으로 탈락한 자 7명은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20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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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사항

   구조적 질문지를 이용하여 나이, 종교, 경제력, 직업, 결혼 유무 항목 등에 대

한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 다. <부록1>

2)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율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율은 Biospace Co. 의 Inbody 2.0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

된 값으로 하 다.

  

3) 기분 상태 측정

   기분 상태 측정 도구는 Sutherland 등이 The Profile of Mood state (POMS)

를 수정한 The Line Analogue Self Assessment (LASA)로, 이 도구는 POMS 의 

6개 범주(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10cm

시각상사척도로 양끝은 ‘전혀-하지 않다’(0)와 ‘매우-하다’(10)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79 다.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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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1) 빠르게 걷기 운동 교육

   먼저, 만보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 다.

   둘째, 빠르게 걷기 운동에 관한 개별 교육을 시행하 다. 

   교육 내용은 운동 실시 횟수( 주 4회 이상)와 1회 운동시간(40분 이상),

   걷기 운동의 속도(시간당 6000-7000보) 으며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교육하

다. <부록2>,<부록4>

(2) 전화 상담

   Bandura(1977)의 언어적 설득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 으며 여성 비만자

에게 빠르게 걷기 운동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만보기의 사용 등 

잘못된 내용은 설명해 주고,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어려운 점

에 대한 대처방법을 의논하여 적절한 방법을 권하 으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

질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내용으로 진행하 다.

  전화 상담은 1회/ 1주 연구 대상자와 약속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3) 운동 일지

   8주간의 빠르게 걷기 운동 이행과 내용에 대해 매일 스스로 평가하고 기록하

는 운동 일지를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작성토록 하 다. 

   운동일지의 내용은 운동 여부, 운동 시간, 보행수로 구성되었으며, 특이사항에

는 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날의 이유를 적도록 하 다. < 부록 2> 

 



- 18 -

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진행 절차와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 Y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통한 연구 승인

․ 설문지를 통한 기분 상태 조사

․ Inbody 2.0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측정

5) 사후조사

       

․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여자 수검자 중 

  체질량 지수 25이상인 자

․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  단, 다른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2) 대상자 선정

․ 구조적인 질문지<부록1>을  이용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분 상태를 자가 보고식으로 조사

․ Inbody 2.0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측정

3) 사전조사

․ 기간: 8주

․ 내용: 지침서를 이용한 개별 교육, 만보기를 이용한 

 빠르게 걷기 운동(40분 이상/1회, 4회 이상/ 1주 ). 

 1회/1주 전화 상담 , 매일 운동 일지 작성

4)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실시

1) 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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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석하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 및 기분상태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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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20명이 으며, 연령은 40대(40-49세)가 8명(4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50대(50-59세)가 7명(35%)의 분포를 보 다. 

   종교는 기독교가 8명(40%)이 으며,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17명(85%)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1명(5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고졸 이

상이 14명(70%)이 다.

   직업상태를 보면, 사무직이 7명(3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전업 주

부가 6명(30%)이 다. 

   가족의 월수입은 401 만원 이상이 9명(4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다.

연구 대상자의 신장 분포를 보면, 151-160cm의 대상자가 16명(80%)이 다.

   각 대상자별 운동량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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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연령 20~29세 2(10%)

30~39세 3(15%)

40~49세 8(40%)

50~59세 7(35%)

종교 기독교 8(40%)

천주교 3(15%)

불교 1(5%)

없음 6(30%)

기타 2(10%)

결혼상태 미혼 2(10%)

기혼 17(85%)

사별 1(5%)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4(20%)

중졸 2(10%)

고졸 11(55%)

대졸 2(10%)

대학원이상 1(5%)

직업 생산직 3(15%)

서비스직 2(10%)

사무직 7(35%)

전문, 행정관리직 1(5%)

전업주부 6(30%)

기타 1(5%)

가족의 월수입 101~200만원미만 6(30%)

201~300만원미만 3(15%)

301~400만원미만 2(10%)

401만원이상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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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각 대상자의 운동일지에 기록된 운동량(보행수/운동일수)

(N=20)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1 24500/4 20,280/4 32,520/5 33,000/4 34,500/5 33,500/4 34,000/4 34,000/4

2 24,700/4 32,000/5 33,000/5 27,000/4 28,000/5 27,000/4 28,000/4 33,000/5

3 27,000/4 20,280/4 29,010/5 24,090/4 32,340/5 25,464/4 31,964/5 32,000/5

4 38,500/5 42,112/6 51,015/6 26,341/4 26,854/4 31,289/5 25,000/4 26,240/4

5 23,364/4 27,084/4 26,000/4 25,750/4 26,300/4 25,500/4 24,500/4 27,000/4

6 31,000/5 32,500/5 29,500/4 37,500/5 30,000/4 27,500/4 28,000/4 28,500/4

7 25,000/4 25,600/4 27,000/4 28,000/4 27,300/4 26,500/4 26,500/4 25,400/4

8 28,000/4 28,000/4 29,000/5 28,500/4 29,500/5 28,500/5 29,000/5 28,700/4

9 32,000/5 33,200/5 34,000/5 29,000/4 33,000/5 34,300/5 33,500/5 30,000/5

10 32,340/5 34,000/5 28,500/4 27,500/4 32,000/4 25,000/4 26,500/4 25,500/4

11 22,750/4 23,700/4 32,000/5 28,500/5 24,300/4 23,500/4 23,500/4 25,500/4

12 29,500/5 32,000/5 29,450/5 34,000/5 28,000/4 34,500/5 28,900/5 31,500/5

13 26,000/4 26,341/4 26,464/4 34,350/5 28,000/4 25,600/4 26,500/4 25,430/4

14 24,500/4 24,600/4 27,000/4 27,500/4 28,000/4 29,500/5 26,000/4 26,500/4

15 26,240/4 27,000/4 28,500/4 31,960/5 27,500/4 28,000/4 28,500/4 27,000/4

16 23,000/4 24,500/4 24,000/4 23,500/7 24,500/4 24,700/4 23,000/4 22,500/4

17 22,600/4 25,000/4 25,500/4 26,000/4 24,300/4 22,500/4 26,000/4 25,300/4

18 30,000/5 32,000/5 28,500/4 28,000/4 27,500/4 30,000/5 28,500/4 28,000/4

19 27,500/4 28,500/5 26,400/4 26,000/4 27,500/4 30,000/5 28,300/4 26,500/4

20 25,000/4 26,000/4 29,000/4 30,000/5 27,000/4 26,000/4 24,500/4 2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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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효과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를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4> 와 같다.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26.45점에서 빠르

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25.6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5.12, p<.0001).

  <표4>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따른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

수의 차이

                                                               (N=20)

빠르게 걷기 시행전 
평균±표준편차

빠르게 걷기 시행후 
평균±표준편차

t p

체질량지수 26.45±1.5312 25.67±1.5603 5.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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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에 미

치는 효과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을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

교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5> 과 같다.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은 평균 34.93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32.79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5.87, p<.0001).

<표5>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후에 따른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의 차이

(N=20)

 

빠르게 걷기 시행전 
평균±표준편차

빠르게 걷기 시행후 
평균±표준편차

t p

체지방율 34.93±2.4186 32.79±2.4760 5.8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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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

   빠르게 걷기 운동이 비만 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부 척도인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의 전, 후 차이를 Paired t-test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6> 과 같다. 

   하부척도의 총점으로 이루어진 기분상태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19.55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19.00점이 고(t=0.78, p=0.4474),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곤 항목은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4.95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

행 후 평균 4.65점이 고(t=0.81, p=0.428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안 항목에서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2.50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2.45점이 고(t=0.20, p=0.847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혼란 항목에서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1.35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1.30점이 고(t=0.21, p=0.8336)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 항목은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1.70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

행 후 평균 1.70점으로(t=0, p=1.0000)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활력 항목에서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5.10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5.10점으로(t=0 ,p=1.0000)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분노 항목에서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 평균 3.95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후 평균 3.80점이 고(t=0.47,p=0.643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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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후의 비만여성의 기분 상태의 차이

(N=20)

 

빠르게 걷기 시행전 
평균±표준편차

빠르게 걷기 시행후 
평균±표준편차

t p

  기분 상태 19.55±7.2291 19.00±6.3990 0.78 0.4474

피곤 4.95±2.2820 4.65±1.8994 0.81 0.4283

불안 2.50±1.8209 2.45±1.7910 0.20 0.8474

혼란 1.35±1.2258 1.30±1.2182 0.21 0.8336

우울 1.70±1.5593 1.70±1.4903 0.00 1.0000

활력 5.10±2.3597 5.10±2.0493 0.00 1.0000

분노 3.95±2.4381 3.80±1.7044 0.47 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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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에 미치는 효과

   8주 동안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행한 후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는 빠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의 체질량 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 결과는 지속적인 걷기 운동이 비만인들의 체중,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유산

소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Watanabe 등, 1994; 최재원, 강성구, 2000; 성봉

주, 강성주; 2001)를 보인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며, 여러 연구자들(Pollack, 1972; 

Leon, 197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요법은 낮은 강도의 운

동으로 하루에 40분 이상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도 일치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하기 쉽고 경제적이며, 간편한 방법의 운동이기 때문에 

간호중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의 감소를 보이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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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에 미

치는 효과

   8주 동안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은 빠

르게 걷기 운동 시행 전의 체지방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비만인들의 체중,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Watanabe 등, 1994; 최재원, 강성구, 2000; 성봉주, 강성주; 2001)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으며, 여러 연구자들(Pollack, 1972; Leon, 1979)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체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요법은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하

루에 40분 이상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도 일치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체중이 줄지 않아 체질량 지수에는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서

도 체지방율은 감소를 보여 빠르게 걷기 운동의 효과를 단순히 체질량 지수의 감

소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빠르게 걷

기 운동이 체지방율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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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비만 여성에게 적용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후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인 기분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 으나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

노의 하부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 

   이는 Blumenthal 등(1982)의 연구와 Emery와 Gatz(1990)의 연구에서도 운동 

후에 신체적 유익함은 발견하 지만 심리적 이점은 발견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운동과 기분의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지는 바와

는 다른 것으로, 류호상(1999)의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Rippe 등 (1998)

과 Sonstroem과 Morgan(1989)의 연구에서도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생

리적 혜택들은 신체적 자기 지각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자긍심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분 상태의 평균 점

수에서 감소를 나타내어 기분 상태의 호전을 미미하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으

며, 하부 척도 중 우울과 활력을 제외한 피곤, 불안, 혼란, 분노도 평균 점수에서 

감소를 나타내어 특히 이 부분의 심리적 호전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운동 후 기분 상태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대상자들이 빠르게 걷기 후 나타난 신체적 비

만도의 차이를 현저하게 느끼지 못했으며, 또한 처치 전 기본적인 기분 상태의 점

수가 대상자들의 대부분에서 상향 수준을 웃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없는 일반 건강 진단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 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운동과 기분 혹은 다른 심리적 척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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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26.45점

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25.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t=5.12, p<.000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은 평균 34.93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32.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여(t=5.87, p<.0001),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체지방율을 낮추

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 여성의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하부 척도인 피곤, 불안, 혼란, 우울, 활력, 분노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방법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간호 중재로 사용된 빠르게 걷

기 운동 프로그램은 비만 여성의 체질량 지수, 체지방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나, 비만 여성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만 여성에게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기분 상태의 변화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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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상자 수를 늘리고 대조군을 설정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빠르게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빠르게 걷기 운동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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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비만 대상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동 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작성 되었습니다.

  연구에 제시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지 문항이 누락되면 사용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오며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강 순  올림 (02-3497-2909)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솔직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년 ____월 ____일(만     세)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____________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④ 이혼  ⑤ 별거  ⑥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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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생산직  ② 서비스직  ③ 판매직  ④ 사무직  ⑤ 전문․행정관리직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

6. 가족의 월평균 수입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이하  ③ 201-300만원 이하   

④ 301-400만원 이하  ⑤ 401만원 이상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최근 2주 동안 귀하의 기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0부터 10까지의 수평선 위에 X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피곤하지 않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피곤하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불안하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혼란스럽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우울하다

전혀 기운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기분이 넘친다

전혀 화나지 않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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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운 동 일 지
1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9/30 10/1 10/2 10/3 10/4 10/5 10/6

운동여부 ○   ○ × ○ × × ○

운동시간 40분 50분 40분 45분

보행수 5500 6500 5500 6000

특이사항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2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3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4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 42 -

5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6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7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8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날 짜

운동여부

운동시간

보행수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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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귀하는 비만의 중재 방법인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입니

다. 빠르게 걷기 운동은 주 4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1회 운동량은 40분 이

상, 시간당 6000-7000보의 빠른 걸음을 걷게 되는 운동입니다. 보행 수의 

측정은 제공되는 만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8주 동안 실시하게 되며, 1주에 한 번씩 본 연구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 여부 및 어려움 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또한, 운동의 지속 여부 및 효과 평가를 위해 매일 운동 일지를 작성하

게 되며, 8주 후에는 체지방 측정 및 설문지를 통한 사후 조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으며 의문이 있다

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의를 거절하

고 프로그램 참가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 이해하 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2003년    월    일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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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빠르게 걷기 운동 지침서

1. 만보기 사용 방법

 1) 만보기는 바지의 허리 부분에 평행하게 꽂아 사용합니다.

 2) 본 만보기는 걸음수 측정, 보행거리 측정, 소모한 칼로리 측정의 기능이 있습

니다. 여러분은 걸음수 측정의 기능으로 사용하시게 되며, 운동 전 만보기의 숫자

를 0으로 맞춘 후 운동이 끝나면 걸음 수와 운동 시간을 운동 일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3) 본 만보기에는 두 개의 버턴이 있으며, 화면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버턴이 

Reset 버턴이고, 왼쪽에 있는 버턴이 Mode 버턴입니다. 조정 방법은 왼쪽의 

Mode 버턴으로 기능을 조정한 후, 오른쪽의 Reset버턴을 눌러 0에 맞추면 됩니

다.

2. 준비 운동

   본 운동인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운동을 하면 체온과 근육의 온도가 높아져 호흡, 순환, 근육, 골격계, 신경

계가 본 운동에 대비하여 생리적 대응 태세를 갖추어 갑작스런 피로와 상해를 방

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운동은 먼저, 스트레칭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 줍니다.

   발목, 무릎, 허리 등 걷는데 필요한 각 관절을 부드럽고 서서히, 충분히 풀어 

준 후, 제자리에서 가볍게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습니다.

   준비운동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땀이 나기 시작할 때가 본 운동을 

하기 위하여 준비가 된 상태로 주로 5-10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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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빠르게 걷기 운동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서 본 운동인 빠르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본인이 평소 걷는 것보다 약간 넓은 보폭으로 약간 숨이 찰 정

도의 걸음을 말합니다. 가지고 계신 만보기를 사용하여 1분에 100-115보 정도의 

걸음 속도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은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면서 전신은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운동 시간은 40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무리를 느끼실 때는 잠시 쉬신 후 운동을 재시행해 주시

면 됩니다.

4. 정리 운동  

   빠르게 걷기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합니다.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을 해 주는 것은 근육의 경화나 근육통을 유발하는 젖산

을 순환과정에서 제거해 주며 다리 내에 혈액 축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심한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면 운동에 의해 항진되어 있던 생리적 기능이 갑작스

런 운동 정리로 상호간의 기능 조화를 잃어버리므로  5-10분간의 가벼운 정리 운

동을 하는 것이 피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 운동시와 같은 스트레칭으로 운동으로 인해 피로해진 근육을 풀어 줍니

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운동을 1주에 4일 이상 시행하시게 되며, 1회 

시행시에는 빠르게 걷기 시간을 40분 이상 유지하여 주십시오. 빠르게 

걷기를 시행한 시간과 그동안의 걸음 수를 운동 일지에 적어 주시고, 

운동을 하지 못한 날은 그 이유를 운동 일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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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운동 일지에 나타난 운동 불이행의 이유(단위: 일)

불이행 이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합계

바빠서 11 10 10 11 9 8 7 8 74

피곤해서 8 7 5 4 4 5 6 6 45

귀찮아서 8 6 6 6 6 8 10 9 57

아파서 10 8 6 6 4 4 6 5 49

날씨(비,추위) 4 8 6 6 6 4 6 7 49

힘들어서 8 10 8 8 7 5 5 5 56

다른 운동을 해서 2 0 3 3 3 2 2 2 16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2 2 3 3 4 5 3 4 23

4일 운동을 해서 0 0 4 4 10 8 8 7 41

 미기록 3 0 0 0 2 4 3 3 17

합계 54 51 51 51 55 53 56 56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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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각 대상자의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N=20)

신장
체중(kg)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운동전 운동후 운동전 운동후 운동전 운동후

1 157 71.4 67.4 29 27.3 41.7 38.1

2 157 61 58.5 25 23.7 34.2 30.5

3 157 64.8 60.1 26.3 24.4 36.1 32

4 156 67.2 65.8 27.6 27 33.1 32.5

5 153 58 57 25 24.3 35.5 35.1

6 150 56.4 57.2 25.1 25.4 36.7 33.6

7 157 65.6 65.6 26.6 26.6 36.4 34.6

8 154 62.7 59.4 26.4 25.1 33.6 29.5

9 157 62 58 25.2 23.5 35.5 32.4

10 156 64 62.2 26.3 25.5 35.1 33.6

11 148 55.3 54.8 25.2 25 36.3 35.2

12 153 66.3 64.5 28.3 26.2 35.2 28.7

13 157 61.7 60 25 24.3 34 32.5

14 160 64.7 62.5 25.2 24.4 34 32.8

15 165 71.6 71 26.3 26.1 30.7 29.6

16 158 69.2 69 27.7 27.6 30.8 30

17 158 64.7 64.5 25.9 25.8 35 33

18 147 59.4 58 27.5 26.8 34.6 32.8

19 151 57.3 56 25.1 24.6 32.5 32.1

20 154 72.1 71 30.4 29.9 37.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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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전화 상담 내용 요약(일부)

전화 상담 내용 요약

1. 1주째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하기가 힘들더라구요.

․4일 정도 했는데, 무릎도 아픈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아요.

․비 오거나 추우면 운동하러 나가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꾸준히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2. 2주째

․ 몸살이 난건지 몸이 아파서 운동하기가 힘들었어요.

․ 지난주에 무릎 아프던 건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 운동을 더 오래 했더니 조금 

나았어요.

․아직 몸에 안익어 그런지 귀찮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뻔 해요. 냉장

고에 붙여 둔 일지 때문에 기억이 났디요.

․회사일이 많고 피곤해서 운동할 엄두가 안났지요, 뭐.

․매일 몸무게를 재는데 어떤 날은 몸무게가 좀 주는 것도 같다가 아닌 것도 같

고 그래요.

3. 3주째

․너무 바빠서 운동 못했어요.

․몸무게는 안줄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개운해진 느낌이예요.

․친구들이랑 수  간 날은 걷는 건 안해요. 수 을 꾸준히 하는 건 아니구요.

․처음엔 운동하고 그러면서 더 피곤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무릎 아픈 것도 없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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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주째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붓는데, 요즘은 조금 덜해 지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1kg 정도 줄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쯤이면 몸무게가 좀 줄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몸은 가벼워진 느낌인데 몸

무게는 똑 같더라구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4일 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은 안한거예요.

5. 5주째

․약속도 했고, 전화도 주시고 하니까 4일은 채우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날은 기운이 빠져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몸무게는 너무 들쑥거려서 안재요.

․몸무게가 빠지니까 신나고 좋아요. 계속 이렇게 몸무게가 빠질까요?

6. 6주째

․몸무게가 요지부동인데 이런 사람이 많나요?

․운동하고 몸무게가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신나서 저녁 늦게 먹는 것도 자제하

게 되더라구요.

7. 7주째

․아직 변화도 잘 모르겠고 약속한 거니까 4일이상은 운동하려고 해요.

․몸무게가 줄지 않으니까 귀찮아지는 날은 운동 안해요.

․이젠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8. 8주째

․어제는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나가 걸었더니 식구들이 놀랐어요.

․몸이 가벼워진 건 알겠는데, 운동이 잘 된 건지는 검사를 해 봐야겠죠?

․아직 좀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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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alking exercise program 

on BMI, percentage of body fat and mood state

 for women with obesity

                                                       

                                                         Kang, soon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walking exercise program on BMI, 

percentage of body fat and mood state for women with obesity, and to apply 

this exercise program to the treatment and the promotion of health 

maintenance of obese women as a nursing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pre-experimental study were 20 obese women 

with BMI over 25 who visited Health Examination center of a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locat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or 2 month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3. BMI, 

percentage of body fat, and mood st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for 8 weeks. BMI and percentage of body fat were 

measured by Inbody 2.0 of Biospace Co.  and mood state was measured using 

The Line Analogue Self Assessment(LASA) which consisted of 6 category of 

POMS(The Profile of Mood State)-fatigue, anxiety, confusion, depression, 

energy and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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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for 8 weeks included the fast-walking 

exercise of 6000-7000 steps/hour by using step counter, for more than 40 

minutes/exercise and more than 4 times/ week, and the telephone counselling 

once a week and the writing up of daily exercise log.

   Data were analysed by SPSS Win 1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used 

on demographic data of the participants was analysed in real number and 

percentage. BMI, percentage of body fat and the difference in mood state 

before and after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were analysed using the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ith administration of this program, BMI showed the significant decrease 

statistically from 26.45 to 25.67(t=5.12, p<.0001).

   So,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had an effect on the decrease of BMI for 

women with obesity.

2) Percentage of body fat showed the significant decrease statistically from 

34.93 to 32.79 (t=5.87, p<.0001), and it also had an effect on the decrease of  

percentage of body fat for them.

3) To analyse the effect of this program on mood state for them, the 

sub-indices(fatigue, anxiety, confusion, depression, energy and anger)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alking exercise program as a 

nursing intervention had an effect on the decrease of BMI, percentage of body 

fat for women with obesity. However, the program did not pro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change of mood state.

Key words: walking exercise program, women with obesity, BMI, percentage 

of body fat, mood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