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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Zumba Fitness on Lifestyle related disease 

and Blood Oxidative Stress Indicators in Middle-aged 

Women

Seo, Hyun

Advisor : Prof. Song, Chae-Hoon,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Zumba fitness on 

lifestyle-related factors and blood oxidative stress in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14 middle - aged women 

and the subjects were exercised three times a week for 8 week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 The lifestyle-related factors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of the exercise group were decreas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p <.01, p <.05). In the control 

group, lifestyle-related fact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in 

blood glucose (p <.01)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oxidative stress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riglyceride 

between the two groups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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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anges in oxidative stress in exercise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p <.05).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Zumba fitness has positive effects on lifestyle-related 

factors and changes in blood oxidative stress. Future research will 

be able to prevent various diseases such as lifestyle diseases by 

analyzing changes in antioxidant ability of Zumba fitness which is a 

function of the body antioxidant system that protects and eliminates 

oxidative stress caused by various subjects and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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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대문명의 발달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 자동화 되어 있다. 

이에 사람들은 신체활동의 시간보다 좌식 생활 및 업무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직장, 가정 및 육아 등에

서의 스트레스로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건강한 삶을 사는데 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질병이 없는 건강

한 상태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많은 발전에도 환경의 변화에 의해 

난치병과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생활습관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있으며, 발병요인으로는 운동습관, 흡연, 식습관,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 이

외에도 환경요인 보건의료기관 유전요인이 있다(정영호 등, 2014).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에서는 우리나라 비만율은 2002년에 비해 2013년에는 2.4%p 상승하여 

성인 3명중 1명이 비만이라고 보고하였다.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여성성인 3명중 1명(30.0%)은 비만, 

4명중 1명(22.0%)은 고혈압, 5명중 1명(20.2%)은 고콜레스테롤혈증, 10명중 

1명(9.6%)은 당뇨병,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하고, 걷기 

실천은 여자 3명 중 1명(38.6%)에 불과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으로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 매체와 학회에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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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가 주목 받고 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호흡과정에서 97%의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물로 환원이 되지만 이 중 2~3%의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활성산소로는 초과산이온, 과산화수소, 하

이드로옥시라디칼, 싱그레트 옥시젠이 있다. 체내에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신체가 

건강한 생명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많을 경우에는 체내 DNA를 공격

하고 반응해 세포를 산화 및 손상시켜 모든 질병 및 생활습관병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거의 확립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의 방어체계로는 고분자 항산화물질과 

저분자항산화물질이 존재한다. 고분자 항산화물질에는 슈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

(super oxide dismutase), 클루타티온 페록시다제(glutathione peroxidase), 카탈

라아제(catalase) 등이 있으며, 저분자 항산화물질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A, C, 

E와 아연, 철, 구리 β-카로틴 등이 있다. 항산화물질은 체내에 활성산소로부터 

산화된 신체를 보호하고 상호작용해 항산화기능을 상승시켜 질병 및 생활습관병

을 예방한다.

특히, 여성은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활성산소로부터의 산화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고, 항산화력은 약해져 피부탄력의 저하로 주름이 생기고, 감각기능, 

반사기능, 운동기능의 저하와 체중이 증가해 각종 질병과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맞는 운동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들이 소개되고 있다(주선영, 2013).

Zumba fitness는 유산소, 인터벌, 저항트레이닝의 기본원리를 통합하여 

500~1000kcal칼로리를 소비하며 심혈관 및 몸 전체의 토닝을 최대화 한다. 카

디오 기반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쉬운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근

육부터 작은근육, 코어, 복부 및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동작의 변화를 즐길 수 있

다. 분위기에 따라 Zumba fitness-Party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강습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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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느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수업에 계속 참여하게 만든다(Zumba

Fitness, LLC,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Zumba fitness를 실시하여 생활습

관병 관련인자 및 혈중 산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규명하고 

운동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건강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8주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Zumba fitness가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및 혈중 산화스트레스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각종 질병 및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Zumba fitness 운동 전과 후에 따라 중년여성의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Zumba fitness 운동 전과 후에 따라 중년여성의 혈중 산화스트레스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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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에 다음과 같이 제한점을 두었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W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중년 여성 14명으로 제한하였다.

2) 피험자의 생활습관, 약물복용, 활동량, 식습관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 피험자의 운동조건 및 측정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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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Zumba Fitness

1990년대 중반 콜럼비아에서 에어로빅 강사였던 Alberto Beto Perze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였다. 10대 시절부터 지역 무용가를 돕거나 댄스클럽에서 춤

을 추며 생계를 이어갔다. 졸업 후에는 라틴문화의 댄스를 교육도 하였다. 어느 

날 Beto는 에어로빅 시간에 음악이 준비 되어 있지 않아 평소 듣던 라틴음악을 

수업에 활용하면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라틴 및 세계음

악과 댄스 동작을 통합하여 즐거우며, 효과적이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피트니스

로(Zumba Fitness, LLC, 2007) 뜻은 “빠르고 재미있는 움직임”이다. 이후 

Beto는 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Zumba fitness는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https://www.zumba.com).

2001년, 두 명의 창업자, Alberto Perlman과 Alberto Aghion의 관심을 끌게 

되고, 비즈니스 잠재력이 있음을 직감한 이들은 Beto와 손을 잡고 Zumba  

fitness, LLC를 만들고 Zumba fitness가 개발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DVD, 비디

오게임, 악세사리, 의상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해 Zumba 

fitness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2001

년 미국 마이애미 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Zumba fitness는 2007년 기준으

로 만 명이 넘는 강사가 있고, 30개국 이상에서 제공되며, 매주 거의 150만명이 

Zumba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25개국, 110,000사이트에 약 12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피트니스에서 인기가 높다(Thompson, 2011). 다른 장르

의 댄스, 무용과는 달리 안무에 루틴이 형식적이고 고정화 되어있지 않아 이여서 

누구나 쉽게 음악을 즐기며 따라할 수 있고, 더불어 유 · 무산소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Luttge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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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a fitness가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적으로 인기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별성 때문이다(https://www.Zumba.com). Zumba fitness는 

인간의 신체, 정신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이는 창시자인 BETO의 창시이념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2012, 

김미영).

우리나라 역시 2012년 8월 Zumba fitness 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식적

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오피스에 등록된 지도자 7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2012, 

김미영). 현재 국내에서 Zumba 지도자양성은 2016년 11월까지 총 104회 실시

되어, 약 3천여명의 지도자를 배출 및 교육활동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이하나, 

2016).

Zumba fitness에는 메렝게, 살사, 쿰비아, 레게톤, 차차차, 플라멩고, 힙합, 탱

고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의 댄스가 포함되어있고, 자신의 나이 체력에 맞추어 선

택 가능한 프로그램 또한 구성 되어있다(Dalleck et al, 2015).

● 줌바 골드 : 노인과 체력이 약한 중년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 줌바 베이직 : 입문자 및 누구나가 가능한 프로그램

● 줌바 토닝 : 신체 전반적인 근력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 줌바 아쿠아 : 줌바베이직 또는 줌바토닝을 얕은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

● 줌바 키즈 : 어린아이들의 근력과 바른 자세를 위한 프로그램 

Zumba fitness는 댄스 세그먼트와 저항 트레이닝 운동을 통합함으로써 유산

소와 무산소 운동의 지방 연소 및 근육 토닝이 가능하며 간헐적 트레이닝으로 

웜업으로 시작하여 클래스 중반에는 피크까지 운동 강도 증가, 그 후 강도를 점

진적으로 낮춰 쿨다운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

도의 리듬 및 음악으로 다양한 강도의 운동과 회복조절을 가능케 한다.

ACSM(2014)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의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500 

~1000kcal 정도 줄여야 하고,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에서는 최소 하루 30분

(즉, 주당 150분)부터 60분(주당 300분)으로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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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a fitness가 40분의 수업에 500kcal에서 최대 1000kcal를 소비시키므

로 비만해소에 적합하다.(Mary.2011). 또한 복부내장지방 및 복부둘레 감소에 

효과적(JTBC everybody, 2014)이며, 허리와 하체를 이용하는 동작이 많아 

유연성 향상과 코어근육, 엉덩이근육, 허리 등 단련에 효과적(워싱턴 포스트, 

2008)이라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음악에 맞춰 운동하다보면 스트레스 해소 역

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다. 

Zumba fitness는 높은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음악을 독특한 동작과 컴비

네이션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참가들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며, 운동을 통해 엔

도르핀호르몬의 분비로 기분도 좋아져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병의 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체중감량과 근육토닝으로 

긍정적으로 변한 자신의 보며 자신감이 생기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일상생활

을 더욱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성해 준다(Cindy, 2011). 

Zumba fitness 이러한 사회관계를 좋게 만들어 개개인의 정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남성적인 투박한 근육 생성보다는 여성적이고 아

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어주어 심미적인 효과도 있다.

B.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1. 혈당(Blood Glucose)

글루코스는 육탄당으로 식물계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원천이

고 물의 존재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글리코겐은 에너지원으

로 동원될 수 있는 글루코스의 저장형태이다(나선영, 2006).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으로 분해되어 간 또는 근육으로 운반되어 저

장되고, 간 또는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약 300~400g으로 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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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 섭취된 글리코겐은 지방조직으로 운반되어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나선영, 2006).

인체가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글루코스가 이용되기 때문에 조직 구석구석

까지 혈액이 잘 순환해야 한다. 중추신경 또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기에 혈중 글루코스의 농도를 잘 유지해야한다. 특히 혈

중 글루코스 수치가 70mg/㎗ 이하일 경우에는 저혈당으로 인해 기능의 저하로 

무력감, 초조감, 피로 등이 일어나고 심하게 저하될 경우 의식불명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상 혈중 글루코스 수치는 공복 시 80~120mg/㎗, 식후 최고는 200mg/

㎗, 식후 2시간에는 120mg/㎗ 이하를 정상수치로 보고 있다.

보통 혈중 글루코스는 체질, 스트레스, 운동 및 식사여부 등에 따라서 수치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데 동맥혈보다는 정맥혈에 수치가 높게 나오며 공복 시에는 

동맥혈과 정맥혈의 혈당 차이는 10mg/㎗ 전후인거에 반해 식사 후 동맥혈과 정

맥혈의 혈당 차이는 20~50mg/㎗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이귀녕, 1986).

  2.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스테로이드(steroid)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동물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

본 물질이며, 특히 신경조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 흡수를 돕는다. 성인의 

경우 체내 약 100g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뇌에 25%로 가장 많

고 나머지는 혈청 중에 포함되어있다. 1/3은 유리형으로 존재하고 2/3은 ester형

으로 존재한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섭취 가능하며 식이 콜레스테롤

은 혈중콜레스테롤의 농도에 영향을 준다(신군수 등 2003).

운동과 총콜레스테롤 농도간의 차이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단언한 연

구는 없으며, 운동이 총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는 운동뿐

만 아니라 인종, 성별, 연령, 체중, 비만도, 식습관, 흡연, 음주 및 운동의 형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Gaesser & Rich, 1984; 민헌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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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은 밀도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초저밀고 지단백 콜레스테롤(very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VDL-C)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HDL-C)

  이중 LDL-C은 동맥경화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Freddy et al, 2002).

  3. 중성지방(Triglyceride)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일종으로 몸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있

으며 에너지원으로 분해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중성지방은 피하

지방으로 축적된다. 중성지방은 자연계에 90% 이상 존재할 만큼 흔한 지방세포

로 골격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산소대사에 의해서 ATP를 생산할 수 있는 에

너지원이다. 체내 저중성지방의 수치는 영양장애를 의미하고, 고중성지방은 

HDL-C를 감소시키고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이정인, 2005).

규칙적인 운동은 지방의 대사를 활성화시켜 총콜레스테롤(TC), 고단백콜레스

테롤(HDL-C), 저단백콜레스테롤(LDL-C), 중성지방(TG) 등의 혈중지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Andersen et al, 1995).

C. 혈중 산화스트레스

인체는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독성물질에 감염 시 무독화반응, 면역 

활동, 생체 균형 유지활동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운동, 과식, 폭음, 흡연, 매연 및 자외선 등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요

인에 의해 산소가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활

성산소(Oxygen Free Radica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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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물체는 산소를 이용하여 항산화물질(antioxidant)과 친산화물질

(peroxidants)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불균형으로 친산

화성물질이 우세하여 발생하는 산화적 손상을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라고 한다(운동현, 2011).

산화적 스트레스는 신체 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불균형으로 각종 질병 및 생

활습관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Bengmark ea al, 2009).

특히 연령증가, 심혈관 질환환자, 고강도 운동 수행 시에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 조직 내 세포와 반응해 질병을 초래한다고 된다(임채성 등, 2011; 

Kondo et al, 2009). 

운동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운동 중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라 활성산소의 양도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고되어 진다. 이는 운동이 많은 이득을 주지는 고강도 유

산소 운동은 많은 활성산소 발생을 일으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실험에

서도 휴식시보다 운동 시에 근육 내에서의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된 결과도 있다

(Jakson et al., 1985). 즉 운동은 신체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섭취

량을 증가시켜 과산화물 생성물을 증가시켜 산화적스트레스를 가져 온다(Sjodin 

et al., 1990). 체내 산소 섭취 이용률의 증가에 따라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이

것이 산화적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 문제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에너지 

대사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에 의한 조직 손상이다. 운동은 산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는 안정시보다 운동 중에 생성이 더 증가하므로 활성산소에 

의해 DNA 손상 및 단백질에 산화적스트레스가 발생한다(Ji, 1996).

적당한 운동은 생활습관병 및 질병의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적당량 이상의 고강도 운동은 신체 내 산소 이용률이 높아 생화학적, 생리학적 

및 화학적 변화 등에 의해 여러 효소의 결함을 유발하여 체내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Bank & Cha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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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W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Jumba fitness에 참여를 희망하고, 의학적 특별한 질병이 없

으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중년여성들에게 동의를 얻어 14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인원수(N)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운동군 7 159.14±2.73 57.18±4.47 26.98±4.02

통제군 7 161.55±5.27 60.04±3.40 27.97±2.46

B. 연구절차

  본 연구는 8주간 Jumba fitness을 참여하여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및 혈중 산

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년여성(운동군 7명, 통제군 7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운동그룹은 주3회, 일일 50분, 총 8주간 Jumba 

fitness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운동 실시 전 0주, 실시 후 8주차에 총 2회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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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선정 및 문헌고찰

↓

피험자 선정

․ 중년여성- 운동군 (7명)

         - 통제군 (7명)

↓

사전검사

․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검사

․ 혈중 산화스트레스 검사

↓

Jumba® fitness 실시

․ 운동 형태 : Jumba fitness

․ 운동 강도 : 55∼85% HRmax

․ 운동 시간 : 5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검사

․ 혈중 산화스트레스 검사

↓

자료처리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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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측정항목 도구명 제조국 용도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Accutrend® Plus Germany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산화스트레스 

측정기

FORMplus

system

(CR3000 Series)

Italy 활성산소

신체조성 측정기 InBody 370 KOREA
신장, 체중, 

체지방율 

          

  

그림 2.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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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화스트레스 측정 도구

그림 4. 원심 분리기 그림 5. 산화스트레스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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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항목 및 방법

  1.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검사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검사는 Accutrend
®

Plus(Germany)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고, 측정하고자(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는 항목의 

스트립을 삽입 후 검사기 덮개를 열고 랜싯을 손가락 끝부분에 찔러서 혈액

을 스트립에 점적한 후 검사기덮개를 닫으면 자동 검사된다.

  2. 혈중 산화 스트레스 검사

  혈중 산화 스트레스 지표 검사는 CR3000 Series(Italy)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랜싯을 손가락 끝부분에 찔러서 20ul의 모세관을 이용하여 채혈한 

후 시약 R2에 채혈한 모세혈관을 넣어서, 큐벳을 조심스럽게 위, 아래로 혈

액이 희석되도록 섞은 다음 다시 시약 R1에 부어서 큐벳을 1분간 원심분리

기에 돌린 후 큐벳을 장비의 Reading Cell에 올려놓고 6분 동안 자동측정 한

다(오장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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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화스트레스 정상수치 범위

그림 7. 산화스트레스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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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umba fitness 프로그램

  운동 시행은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서 Jumba fitness를 8주간 실시하였

고, 주 3회, 1일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포함하여 50분 운동을 실시하였다. 

Jumba fitness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Jumba fitness 프로그램

기간 운동방법
운동 

시간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준비운동 5분

1주

-

8주

▷ 메렝게

- 메렝게 기본스텝

- 투스텝, 니킥, 6-스텝, 메렝게 박스, v스텝,     

    베토셔플, 스쿼트, 점핑

▷ 살사 기본스텝

- 살사 라이트 & 레프트 스텝, 2스텝 

   살사 프런트 앤백, 록백

  

▷ 쿰비아 기본스텝

- 2스텝, 슬리피 레스, 슈거 케인, 마체테

   오른다리 프런트 앤 백, 왼 다리 프런트 앤백

▷ 레게톤 기본스텝

- 스톰프, 니 리프트, 데스트로자, 2스텝바운스

40분
55~

85%

주 

3회

정리운동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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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본 스텝과 팔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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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메렝게 V 스텝

그림 10. 메렝게 V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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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메렝게 베토셔플

그림 12. 메렝게 베토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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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살사 라이프 & 레프트 스텝

그림 14. 살사 프론트 & 백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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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살사 2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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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레게톤 기본스텝

그림 17. 레게톤 기본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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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그림 19.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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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쿰비아 기본스텝

그림 21. 쿰비아 기본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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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쿰비아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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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3.0을 이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 하였다 측정 사전·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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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군 7명, 통제군 7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8

주간 Zumba fitness이 중년여성의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 및 혈중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생활습관병 관련 인자의 변화

  1. 혈당(Blood Glucose)의 변화

  혈당의 변화는 표 4, 그림 8,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111.57±26.66mg/dl에서 사후82.28±17.96mg/dl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통제그룹은 사전 71.14±14.61md/dl에서 

112.42 ±11.32mg/dl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그룹 간 비교에서는 사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혈당의 변화                                                 M±SD

pre-test post-test t p

혈당

(mg/dl)

E.G(n=7) 111.57±26.66 82.28±17.96 2.465 .049
*

C.G(n=7) 71.14±14.61 112.42±11.32 -5.110 .002**

t 3.517 -3.756

p .384 .14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 29 -

0

20

40

60

80

100

120

140

E.G(n=7) C.G(n=7)

pre-test

post-test

그림 23. 그룹별 혈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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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집단 간 사전·후 혈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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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의 변화

  총콜레스테롤의 변화는 표 5, 그림 10,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

그룹은 사전 214.85±44.37mg/dl에서 사후180.42±21.90mg/dl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통제그룹은 209.42± 

36.45mg/dl에서 219.57± 40.93md/dl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간 비교에서도 사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총콜레스테롤의 변화                                         M±SD

pre-test post-test t p

총 

콜레스테롤

(mg/dl)

E.G(n=7) 214.85±44.37 180.42±21.90 2.871 .028*

C.G(n=7) 209.42±36.45 219.57±40.93 -1.637 .153

t .250 -2.231

p .476 .24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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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그룹별 총콜레스테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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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집단 간 사전·후 총콜레스테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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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성지방(Triglyceride)의 변화

  중성지방의 변화는 표 6, 그림 12,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159.71±30.31mg/dl에서 사후120.57±28.24mg/dl으로 감소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통제그룹은 194.14±99.24mg/dl 에

서 229.85± 104.64mg/dl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간 비교에서는 사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표 6. 중성지방의 변화                                             M±SD

pre-test post-test t p

중성지방

(mg/dl)

E.G(n=7) 159.71±30.31 120.57±28.24 4.602 .004**

C.G(n=7) 194.14±99.24 229.85±104.64 -2.057 .085

t -.878 -2.667

p .005** .02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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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그룹별 중성지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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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집단 간 사전·후 중성지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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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중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혈중 산화스트레스의 변화는 표 7, 그림 14,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324.71±40.04F.U에서 사후 270.14±36.14F.U으로 감소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냈다(p<.05). 통제그룹은 261.42± 84.91F.U

에서 317.28±69.18F.U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룹 간 비교에서는 사전·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7. 혈중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M±SD

pre-test post-test t p

산화

스트레트

(F.U)

E.G(n=7) 324.71±40.04 270.14±36.14 3.121 .021*

C.G(n=7) 261.42±84.91 317.28±69.18 -2.078 .083

t 1.783 -1.598

p .196 .19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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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그룹별 산화스트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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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집단 간 사전·후 산화스트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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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Zumba fitness을 통한 생활습관병 관

련인자 및 혈중 산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A. 생활습관병 관련인자

ACSM(2014)에서는 1주일에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조성을 개선시

키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로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조성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혈중 글루코스(Glucose)는 평소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운동 시에 분해

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혈중으로 이동한다(하창호, 2010).

운동 중 혈중 글루코스(Glucose)는 운동 후 5~10분 사이에는 상승하며(Callers, 

1983), 이후에는 점점 혈중 글루코스(Glucose)의 농도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

다. 그리고 운동 후에 혈중 글루코스(Glucose) 농도의 증가의 이유는 운동 시에 

근육이 필요로 했던 에너지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간에서 생성되는 글루코스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재규 등, 2004).

총콜레스테롤(TC)은 지질의 분해효소에 의해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

가 된다. 이후 분해된 유리지방산은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지만, 소비되지 

못한 유리지방산은 피하 층에 축적이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조현철, 2002).

총콜레스테롤(TC)의 기준범위는 120~200mg/dl이며, 측정 시 260mg/dl 이상

은 정상수치인 120~200mg/dl보다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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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TG)은 지방의 일종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되며, 소장에서 흡수가 된

다. 중성지방(TG)은 에너지원을 운반, 저장, 장기의 조직을 유지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혈액 내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될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임기범, 2013). 지방세포와 근골격계에 저장되어있어 간, 장, 

피하지방에서 합성이 이루어진다. 공복 시 중성지방은 간에서 지방산과 당이 

합성되어 유산소성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이귀녕 등, 2003). 또한 섭취된 

음식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지단백질과 결합해 혈액으로 유입된다(신동원, 

전종규,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총콜레스테롤(TC)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운동시간이 길

수록 낮아지며(Baker, 1986),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고영완, 김영래, 1997).

오수일(2013)은 복합운동이 중년여성의 혈중 글루코스의 유의한 감소율을 

보고하였으며, 강설중(2013)도 복합운동이 중년여성의 총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과 인슐린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상우 등(2002)은 60대 노인들의 12주 운동참여가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

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강대관(2000)은 40대 여성이 12주 수중운동 후 총

콜레스테롤이 사전·후 비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주화 등(2005), 김우찬(2013)은 에어로빅 운동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

(Triglyceride),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Zumba fitness을 실시한 결과 

운동군에서는 사전·후 혈중 글루코스(Glucose),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의 감소로 유의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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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중 산화스트레스

산화스트레스는 혈중 내 산소 중에서 2~5%가 불완전한 환원과정을 통해 과

산화물과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철과 구리 등에 의해 강한 활성산소 및 

수소유리기를 발생시켜 세포손상, 노화 및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조현철 등, 2006; Niess et al., 1999).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도한 산소섭취는 노화과정이나 각종 질병에 

있어서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능

력은 인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Maxwell. 1995).

그러나 인체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 내 산화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유리기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항산화력의 감소로 인해 세포변형(Ryan et al., 

2008)과 혈관질환 및 염증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류승필 

및 이수천, 2006; Perez et al,. 2002).

또한 혈중 산화스트레스는 과도한 운동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최성오, 2003).

1회성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의 참여는 산화스트레스의 증가보단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Wray et al., 2001) Sjodin 등(1990)은 규칙적인 운동은 산화스

트레스의 활성산소의 방어체계인 항산화효소의 활성으로 혈중산화스트레스를 낮

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Tanskanen 등(2011)은 산화스트레스는 불충분한 회복과정과 관련이 높아 

운동 후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운동의 참여와 유산소 

능력은 혈중 산화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지속적인 운동이 아닌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할 경우 항산화효소의 분비량에

는 변화가 없으나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기했을 경우에는 

항산화효소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 사실은 지속적인 운동이 아닌 일시적인 과격

한 운동은 면역력을 낮추는 반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면역능력을 높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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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ju.ac.kr/~bwkim/essaty1.html). 특히 유산소 운동은 산화스트레스의 

수치는 낮았으며, 항산화물질의 수치는 높았다(문종일,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종일(2012)은 규칙적인 운동은 고령자의 산화스트레

스의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정재민(2009)는 복합운동이 활성산소를 감소

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오장록(2014) 밴드운동에 참여시킨 결과 산화스트레스의 

농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Zumba fitness을 통해 중년

여성들에게 실시한 결과 통제군 집단보다 운동군 집단에서 산화스트레스가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인 운동 참여는 산

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Zumba 

fitness이 중년여성들의 산화스트레스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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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Zumba fitness이 생활습관병 관련 인

자 및 혈중 산화스트레스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중년여성 14명을 운동그룹(n=7)과 통제그룹(n=7)으로 선정하였

고, 피험자들은 8주간 주 3회 운동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 운동그룹의 생활습관병 관련인자(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는 감소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1, p<.05) 통제그룹의 생활습관병 

관련인자에서는 혈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총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산화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는 중성지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B. 운동그룹의 산화 스트레스의 변화는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p<.05), 통제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결론을 보면, Zumba fitness이 생활습관병 관련인자와 혈중 산화

스트레스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Zumba fitness로 다양한 대상자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를 방어

하고 제거하는 체내 항산화 시스템의 기능인 항산화력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면, 

생활습관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Zumba fitness의 

관련 연구가 향상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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