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2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줌바 휘트니스 

운동이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체 육 학 과

송  보  경

[UCI]I804:24011-200000283744[UCI]I804:24011-200000283744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줌바 휘트니스 

운동이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gular Zumba Fitness Exercise on 

Health-related Fitness in Middle-aged Women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체 육 학 과

송  보  경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줌바 휘트니스 

운동이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서 영 환

이 논문을 보건체육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체 육 학 과

송  보  경





- i -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2

C. 연구의 가설 ········································································································ 3

D. 연구의 제한점 ···································································································· 3

Ⅱ. 이론적 배경 ····························································································· 4

A. 줌바 ····················································································································· 4

B. 건강관련체력 ······································································································ 6

C. 중년여성 ·············································································································· 9

Ⅲ. 연구방법 ································································································ 12

A. 연구대상 ·········································································································· 12

B. 연구절차 ············································································································ 12

C. 측정도구 ············································································································ 14

D. 측정항목 및 방법 ···························································································· 17

E. 줌바운동 프로그램 ··························································································· 18

F. 통계처리 ·········································································································· 26

Ⅳ. 연구결과 ································································································ 27

A. 건강관련체력의 변화 ···················································································· 27

B. 신체조성의 변화 ······························································································ 31



- ii -

Ⅴ. 논 의 ········································································································ 33

A. 건강관련체력의 변화 ···················································································· 33

B. 신체조성의 변화 ······························································································ 35

Ⅵ. 결 론 ········································································································ 36

참고문헌



- iii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 12

표 2. 측정도구 ·········································································································· 14

표 3. 줌바운동 프로그램 ························································································ 18

표 4. 근력의 변화 ···································································································· 27

표 5. 근지구력의 변화 ···························································································· 28

표 6. 심폐지구력의 변화 ························································································ 29

표 7. 유연성의 변화 ································································································ 30

표 8. 체중의 변화 ···································································································· 31

표 9. 체지방율의 변화 ···························································································· 32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 여성갱년기 초기증상 자가진단표 ···························································· 9

그림 2. 연령에 따른 에스트로겐 변화 ································································ 11

그림 3. 연구절차 ······································································································ 13

그림 4. 건강관련체력(근력) ·················································································· 14

그림 5. 건강관련체력(근지구력) ·········································································· 14

그림 6. 건강관련체력(심폐지구력) ···································································· 15

그림 7. 건강관련체력(유연성) ·············································································· 15

그림 8. 신장측정기 ·································································································· 16

그림 9. 신체조성 측정기 ························································································ 16

그림 10. 기본 스텝과 팔동작 ················································································ 19

그림 11. 메렝게 V 스텝 ························································································· 19

그림 12. 메렝게 V 스텝 ························································································· 20

그림 13. 메렝게 베토셔플 ······················································································ 20

그림 14. 메렝게 베토셔플 ······················································································ 21

그림 15. 살사 라이프 & 레프트 스텝 ································································· 21

그림 16. 살사 프론트 & 백 스텝 ········································································· 22

그림 17. 살사 2스텝 ······························································································· 22

그림 18. 레게톤 기본스텝 ······················································································ 23

그림 19. 레게톤 기본스텝 ······················································································ 23

그림 20.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 24

그림 21.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 24

그림 22. 쿰비아 기본스텝 ······················································································ 25

그림 23. 쿰비아 슬리피 ·························································································· 25



- v -

그림 24. 쿰비아 슬리피 ·························································································· 26

그림 25. 근력의 변화 ······························································································ 27

그림 26. 근지구력의 변화 ······················································································ 28

그림 27. 심폐지구력의 변화 ·················································································· 29

그림 28. 유연성의 변화 ·························································································· 30

그림 29. 체중의 변화 ······························································································ 31

그림 30. 체지방율의 변화 ······················································································ 32



- vi -

ABSTRACT

Effects of Regular Zumba Fitness Exercise on 

Health-related Fitness in Middle-aged Women

Song, Bo-Kyung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8 

weeks of Zumba exercise on the health-related fitness of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 

middle-aged women and all the subjects were assigned to exercise 

group, and they performed 3 times a week for 40 minutes. The 

paired sample t-test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exercise and the statistical setting value was p <.05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In the health-related fitness 

of middle-aged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Zumba fitness 

exercise, muscle strength, muscular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flexibility, and body composition Body weight and body 

fat percentag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body composition weight and body fat 

percentage of middle-aged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Zumba 

fitness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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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it was concluded that this exercise was effective for 

improving health-related fitness of middle-aged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Zumba fitness exercise. This fitness bar is a 

combination of aerobic movements and dances with light music and 

beats, and it will be effective in relieving stress in the daily life or 

social life of middle-aged women. In future studies, if you combine 

effective stress-related factors with obesity-based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inue to conduct effective research, Zumba Fitness 

exercise could be suggested as one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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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기계의 자동화가 됨에 따라 편리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 운동부족과 동시에 영

양의 과잉 섭취로 인하여 중년기의 여성들은 비만과 신체 체형의 변화 등 건강

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성인병 및 생활습

관병을 미연에 예방을 하기 위하여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GX운동 중 

하나인 줌바 휘트니스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줌바 휘트니스 운동은 경쾌한 음악과 큰 움직

임으로 반복적인 근육운동을 통해 에너지 활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산소공급을 

향상시켜 심폐기능이나 체력의 발달에 큰 효과를 주고 있고 체중조절을 위한 대

표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산소 에어로빅 운동인 줌바 휘트니스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많

이 변해 왔다. 과거에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에어로빅을 시작으로 파워에어로빅

과 방송댄스 등 접목시켜서 선호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 한 운동이 줌바 휘트니

스이다. 이 운동은 대중가요와 에어로빅 동작이 합쳐져 이전의 운동보다 더 활동

적이고 운동량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으로 선호되고 있다.

중년기에 맞이하는 체력은 생활습관이나 건강관련 요인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 생활습관은 한 일생 주기를 살아가면서 생활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양식으로 한 번 형성이 된 생활습관은 

고치기 어려워 평생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년기에 생활습관

이 거의 자리잡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프로그램을 중

년여성들에게 제공하여 실시한다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기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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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운동으로 필요하다(전재완, 1997).

따라서, 줌바휘트니스 운동은 유산소와 인터벌 그리고 저항성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통합하여 500kcal~1000kcal 소비를 하며 각종 심혈관 및 몸 전체의 토

닝을 최대화 시킨다. 카디오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기 

쉬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근육에서부터 작은근육, 코어복부 그리고 우

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근육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

이 건강하고 즐거운 환경에서의 동작변화를 즐길 수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

라 줌바 휘트니스-파티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은 편안함을 느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Zumba Fitness, 

LLC, 200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박인영(2018)은 줌바 프로그램을 초등

학생들의 건강관련체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서현(2018)의 연구에서

도 줌파 휘트니스 운동이 중년여성들의 각종 생활습관병 인자와 혈중 산화스트

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인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년여성들

에게 줌바 휘트니스를 실시하여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방법의 하

나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총 8주 동안 중년여성들에게 줌바 휘트니스 운동을 적용하

여 건강관련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그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여 

각종 생활습관병에 대한 질환들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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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중년여성들에게 줌바 휘트니스 운동 전과 후에 따라 건강관련체력의(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중년여성들에게 줌바 휘트니스 운동 전과 후에 따라 신체조성(체중, 체지방

율)에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한점이 있다.

1. 피검자들은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 등록된 중년 여성 14명으로 제한

하였다.

2. 피검자들의 생활습관과 약물복용, 활동량 및 식습관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 피검자들의 운동조건이나 측정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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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줌바

1. 줌바운동

줌바운동은 에어로빅과의 댄스운동으로 1990년대 중반에 콜럼비아에서 에어

로빅 강사를 했던 Alberto Beto Perze의 의하여 시초가 된 휘트니스 프로그램

으로 라틴 및 세계적인 음악과 댄스 동작을 통합해서 즐겁고 효과적이며, 흥미로

우며, 역동적인 휘트니스이다(Zumba Fitness, LLC, 2007). 이는 “빠르고 재미

가 있는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줌바는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줌

바휘트니스로 현지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https://www.zumba.com). 

이후에는 DVD 및 비디오게임, 악세서리, 의상 등을 출시하면서 다양한 사업 분

야를 시작해서 줌바휘트니스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01년 미국 마이애미 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줌

바 운동은 2007년 기준으로 만 명이 넘는 강사가 배출되었으며, 30개국 이상에 

제공, 매주 150만명이 정도가 줌바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125여 

개국 이상의 110,000 정도의 사이트에 약 12만 명 이상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Thompson, 2011). 다른 장르의 댄스, 무용과는 달리 줌바의 안무는 루

틴이 형식적이고 고정화 되어있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음악을 즐기며 

따라할 수 있고 복합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Luttgen et al.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8월 줌바휘트니스 Korea를 통해서 공식

적으로 들어왔고, 등록된 지도자만 약 7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김미영, 2012). 

줌바 휘트니스는 댄스 세그먼트와 저항성 트레이닝 운동을 통합하여 복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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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방 연소나 근육을 트레이닝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Warm-Up으로 시작

하여 클래스 중반 피크까지 운동의 강도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강도를 점진적으

로 낮춰가는 Cool-Down의 패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줌바 휘트니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도의 리듬과 음악으로 강도와 운동의 회복조절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30~60분 내 속도 및 박자를 달리한 음악에 춤을 추는 구간훈련

의 형식이 있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시 유산소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박인영, 2018).

2. 줌바 운동의 효과

줌바운동의 운동효과로는 

1. 60분 운동에 수백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2. 줌바는 근력강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와 허리 

및 상체의 체형을 교정하는데 효과가 있다. 

3. 심장근을 강화해 혈압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4. 자신감을 높이고 기분 좋은 감정으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Perez & Greenwood-Robinson, 2009). 

ACSM은 2014년 기준, 과체중 및 비만인의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섭취열

량을 약 500kcal~1000kcal 정도 줄여야 하며,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루 최

소 30~60분(주당 150~300분)으로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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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강관련체력

체력이란 인간의 양질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적인 측면의 기초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체력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국면 하는 요소가 달라 

질수 있다. 체력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체력항목은 근력과 순발력, 지구력, 평형성,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 등 운동능력

에 중점을 두어서 여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행동적인 측

면을 강조하면서 근력과 지구력 그리고 민첩성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한다 라고 

하였다.

이승주(2000)는 건강체력은 운동 중 상해나 만성질환 등 건강과 관계가 있는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및 유연성과 더불어 신체조성을 제시하였으며, 경

기체력은 운동기술과 관련있는 순발력과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와 전신

반응으로 분류 하였다. 이처럼 체력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 

하지만 대체적으로 건강관련체력은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및 비

만과 관련된 신체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근력

근력은 근육의 수축하는 힘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로 인간의 모든 신

체활동인 작업과 운동은 이와 같은 근력이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력의 크

기를 말하는 척도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하게 되며, 1㎠당 kg으로 발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체중과 비례하여 같은 근력수준이라 할지라도 체중이 적게 나

갈수록 더 가치가있다고 보며, 활동성면에서 용이하다(김종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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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지구력

근지구력(musclar endurance)이란 근육의 지속적인 반복이나 부하에 대해 

반복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무게나 자신의 최

대근력의 일정비율 무게를 반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로 측정한다. 근지구력은 근

육에 분포된 모세혈관의 발달수준과 근육 내의 glycogen과 myoglobin의 함량

에 따라 결정되고 체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약한 경향이 있다(양점홍, 2002).

3.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의미하며,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원활한 움

직임 수행에 관여하는 체력으로 운동동작을 부드럽게 해주며, 상해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ACSM(2014)에 의하면 유연성은 완전한 관절가동

범위를 통해서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유연성은 운동 

및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체력요소이다. 모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관절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야 하지만 반대로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

에서 무리한 관절의 움직임은 조직의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근력의 부족이 

근육 수행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유연성의 부족은 관절 움직임에 제한을 

가져온다.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동적 유연성과 정적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적인 유연성은 연속적인 동작에서 신체움직임의 원활하게 하는 것에 

관여하는 유연성을 의미하며, 정적인 유연성은 정적인 동작에서 정지상태로 관절 

움직임의 최대범위에 관여하는 유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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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장시간 대근육을 이용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

며, 활동하는 대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인체

는 최대로 운동을 하는 중에 섭취할 수 있는 시간당 산소의 양을 최대산소섭취

량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폐지구력 기능을 판단할 때는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고 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최대산소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운동

으로 최대산소섭취량이 증가하는 정도는 개인의 체력수준 및 연령, 유전적 요인

이나 운동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이지현, 2009).

5. 신체조성

신체의 구성성분을 화학적 측면으로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 및 단백질, 수분과 

무기질 등이 으로 보며,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골과 근육, 피부, 내장 등 여러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총칭을 신체구성 및 신체조

성(body composition)이라고 한다. 신체조성은 활동습관과 식습관, 유전 등 사

회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조성 항목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체중과 체지방량, 근육량과 제지방량, 신장, 수분 등이 있다(김갑룡, 

2009). 체중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지방과 지방을 제외한 체수분, 무기질 그리

고 단백질로 구분하는 방법과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박숙자, 2008).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체중을 뺀 나머지를 제지체중이라고 하며, FFW는 대부

분 골격근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체지방의 양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 보통 식이섭취의 증가와 함께 신체활동량 감소, 에너지 대사

에서 지방을 동원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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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성갱년기 초기증상 자가진단표

C. 중년여성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의 연결단계의 시기로 중년이란 대체로 40~60세 

사이의 연령을 말하며, 이 시기에는 신체적 능력이 점차 약해지지만 정신적 

능력 은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고 일생 중 가장 두려움을 갖는 시기

이며, 재적응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이다(김인숙, 2004).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의 40대 이후 중년여성의 사망률이 급상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40대 전후 만성질환이나 성인질환의 이환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과 질환 이환율이 점차 높

아진다는 경향을 고려한다 생각해도 이러한 40대 전후의 사망률과 이환율의 

급증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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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2005).

중년여성은 신체적 노화로 폐경을 격게되고 급감하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

겐의 영향과 함께 운동부족, 신체활동부족 등으로 남성과 비교할 때, 산대적으

로 쉽게 비만에 노출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성질환 및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엉덩이, 허벅지, 유방, 하복부 등 지방축적이 출산과 수유의 에너지원으로 

동원된다. 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복부 및 내장지방의 축적이 늘어나면서 대

사증후군 유병률 또한 남성에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Mesch et al, 

2006). 

1. 중년기와 건강관련 체력

특별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30세 이

상 넘어가면서 근력저하가 점차 시작되고 60세가 넘어가면서 저하률이 2.7

배 증가, 80세가 넘어가면서 절반으로 저하한다(박경민, 2008). 연령증가에 

따른 호흡순환기계통의 기능은 성인기 초기 이후 10년마다 최대22%정도 가

량 저하한다(김찬희, 1997). 따라서 신체적으로 점차 퇴행을 느끼고 여성호

르몬의 급변이 시작되는 중년기의 건강체력 관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장은실(2000)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줄넘기 운동이 심폐

지구력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산소운동능력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보고하였고 훈련빈도 및 기간에 따라 그 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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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에 따른 에스트로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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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 GX 프로그램에 등록된 중년여

성들을 대상으로 줌바 휘트니스 참여를 희망하고, 특정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중

년여성들로 의학적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는 대상자 1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인원수(N)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줌바운동그룹 14 163.30±3.71 62.82±10.27 29.13±6.16

B.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8주간 줌바운동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련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계획하였으며, 아래의 연구절차의 내

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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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선정 및 참고문헌 고찰

↓

대상자 선정

․ 중년여성- 줌바휘트니스그룹 (14명)

↓

사전측정

․ 건강관련체력(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 신체조성(체중, 체지방율)

↓

줌바휘트니스 실시

․ 운동 형태 : 줌바휘트니스

․ 운동 강도 : 55∼85% HRmax

․ 운동 시간 : 5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건강관련체력(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 신체조성(체중, 체지방율)

↓

자료처리

그림 3.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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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측정항목 도구명 제조국 용도

건강관련체력 InBody U-town KOREA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체조성 InBody 370 KOREA 체중, 체지방율 

신장계 BSM330 KOREA 신장

그림 4. 건강관련체력(근력) 그림 5. 건강관련체력(근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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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강관련체력(심폐지구력)

그림 7. 건강관련체력(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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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장측정기

그림 9. 신체조성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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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항목 및 방법

  1. 건강관련체력 검사

건강관련체력검사는 InBody U-Town 기기로 근력은 악력기의 손잡이를 

손에 맞게 쥐고 몸통과 팔은 15°로 맞추고 악력기를 잡고 약 5초간 최대의 

힘을 유지한 결과 값을 상대악력 측정공식에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근

지구력은 교차윗몸일으키기로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작 소리에 맞추어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게 하고 다시 등이 바닥에 닿은 뒤 1분가 반복횟수를 

기입한다. 심폐지구력은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시작과 동시에 음악 및 신호

음에 맞추어 도착지점까지 가며, 점점 빠른 형태로 진행되며 반대라인에 2회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까지 해서 횟수를 기입한다.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

로 굽히기로 피험자는 신발을 벗고 측정기기면에 양발을 정확하게 붙이고 무

릎을 곧게 편다.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양손을 모아 상체를 숙여 최대

한 멀리 뻗도록 하고 측정 2회중 가장 잘나온 값으로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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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줌바운동 프로그램

  줌바 운동은 G광역시 W휘트니스 센터에서 그룹운동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총 8주간 주 3회 1일 50분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운동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3. 줌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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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본 스텝과 팔동작

그림 11. 메렝게 V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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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메렝게 V 스텝

그림 13. 메렝게 베토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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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메렝게 베토셔플

그림 15. 살사 라이프 & 레프트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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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살사 프론트 & 백 스텝

그림 17. 살사 2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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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레게톤 기본스텝

그림 19. 레게톤 기본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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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그림 21. 레게톤 니리프트와 팔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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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쿰비아 기본스텝

그림 23. 쿰비아 기본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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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쿰비아 슬리피

F.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통계자료는 SPSS 24.0으로 이용하였고, 통계의 모든 결

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작성하였으며, 줌바운동 전과 후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법으로 적용하였고 통계적 설정값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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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건강관련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근력의 변화는 <표 4>,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근력은 사전 

27.93±3.96kg에서 사후 31.07±3.92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4. 근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근력(kg) 27.93±3.96 31.07±3.92 -5.306 .00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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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근력(kg)

31.07

27.93

pre-test

post-test

그림 25. 근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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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지구력의 변화

근지구력의 변화는 <표 5>,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근지구력은 사전 

27.10±3.71kg에서 사후 30.58±3.35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5. 근지구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근지구력(회) 27.50±2.10 36.80±2.04 -8.408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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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근지구력의 변화



- 29 -

3. 심폐지구력의 변화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표 6>,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심폐지구력은 

사전 11.47±3.04회에서 사후 16.53±4.32회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1).

표 6. 심폐지구력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심폐지구력(회) 11.70±3.52 20.20±3.73 -5.695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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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심폐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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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성의 변화

유연성의 변화는 <표 7>,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연성은 사전 

11.47±3.04회에서 사후 16.53±4.32회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01).

표 7. 유연성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유연성(cm) 11.67±6.77 18.17±5.85 -4.409 .0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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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연성의 변화



- 31 -

B. 신체조성의 변화

1. 체중의 변화

체중의 변화는 <표 8>, <그림 2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중은 사전 

62.83±8.83kg에서 사후 60.76±8.86kg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8. 체중과 체지방율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체중(kg) 62.80±10.27 61.30±10.34 2.990 .01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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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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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지방율의 변화

체지방율의 변화는 <표 9>, <그림 3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체지방율은 사전 

34.15±5.61%에서 사후 30.19±4.67%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9. 체지방율의 변화                                            M±SD

Items pre-test post-test t p

체지방율(%) 29.13±6.16 26.54±1.59 5.503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01

0

5

10

15

20

25

30

35

체지방율(%)

26.54

29.13

pre-test

post-test

그림 30. 체지방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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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 줌바 휘트니스을 통한 건강관련체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년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줌바운동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유용한 프로그램의 하

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위에 나

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A. 건강관련체력의 변화

ACSM(2014)에서는 건강관련체력의 항목인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조성의 4효소에서 개인의 능력과 수준은 운동습관에 따라 

건강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좋은건강을 유지

하는 것과 각종 생활습관병을 감소시키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련체

력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양점홍, 2002).

근력은 근육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대로 근육의 수축력을 발휘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근력의 측정은 등장성 근력의 측정과 등척성 근력의 측정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측정법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등척성 근력의 측

정형태인 악력으로 하였는데 중년여성들의 줌바 운동 이후에 근력은 유의한 향

상을 보였다. 김미경(2018)은 중년여성들에게 근력운동을 통하여 건강관련체력 

요인 중 근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정제현(2013)은 8주 간의 

스피닝 운동을 통하여 중년비만여성의 근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근지구력은 신체 특정의 근육이나 근육근이 일정 부하를 주게 되면 근육수축

의 지속능력과 어떠한 작업을 동일하게 운동 강도로 반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오래매달리기,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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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일으키기 그리고 앉았다일어서기 등으로 측정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방법은 윗몸일으키기로 측정하였는데 중년여성들의 줌바 운동 이후에 근지

구력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김지운(2017)은 순환운동을 비만 여자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근지구력에서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였으며, 라은

정(2014)의 연구에서도 복합운동으로 비만중년여성들의 근지구력이 향상되었다

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심폐지구력은 평소나 운동후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활발한 신체활동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운동지속능력을 의미한다. 심폐지구력의 측정

방법은 오래달리기-걷기와 트레드밀과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최대산소섭취량 산

출하는방법 그리고 하바드 스텝 테스트 등과 같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측정방

법은 왕복오래달리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중년여성들의 줌바 휘트니스 이후

에 심폐지구력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승범(200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여

성들에게 댄스스포츠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고 하였으며, 정준석(2014)의 연구에서도 스텝박스 운동을 비만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심폐지구력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연성은 관절가동범위와 근육, 건 그리고 인대 등의 신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체력적인 요소로서 운동 효율성의 증진과 상해 예방 등과 같은 작용을 수

행하는 능력으로써,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와 윗몸뒤로젖히기, 서서윗몸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손어깨뒤로돌리기 등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의 측정방법은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로 측정하였는데 중년여성

들의 줌바 운동 이후에 유연성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윤수현(2009)의 연구에 

의하면 탄력밴드 운동을 통해 여성노인들의 근지구력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고 하였으며, 김진엽(2009)의 연구에서도 수영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건강

체력요인 중 근지구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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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체조성의 변화

신체조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들이 전체에 대해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신체조성은 개인의 건강이나 체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운동기능의 감소증을 치료 및 예방하는 전문 임상의학자들은 물론이고 운동과 

스포츠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일반인의 경우에 신체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만, 특히 복부지방 및 관상

동맥 질환의 증가와 비 인슐린 의존성 당뇨 그리고 고혈압 등의 각종 생활습관

병 질환 증가와 더불어 체지방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그 진단과 예방, 

치료의 진행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허리/엉덩이

의 둘레비율(WHR)과 체질량지수(BMI)등의 인체형태지수를 통해서 지방의 분

포와 양을 추정하고 있다(박철희, 장인현, 2009). 신체질량지수(BMI)는 대표적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만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비만과 높은 연관성이 있고, 

체지방율(%fat)은 체중에 대해서 체지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비

만도를 나타내고, 남자는 15%, 여자는 25% 이상을 과체중, 남자가 20%, 여자

는 30%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강주형, 2014). 본 연구에서 신체조성은 

InBody 370으로 측정하였는데 중년여성들의 줌바 운동 이후에 신체조성 항목

에서 체중과 체지방율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조완주(2009)의 연구에 의하

면 복합운동이 비만중년여성의 건강관련체력에서 체중과 체지방율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자은(2010)의 연구에서도 걷기, 달리기운동과 

댄스스포츠를 접목한 운동이 비만중년여성의 신체조성에 유의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총 8주간의 줌바 휘트니스 운동이 중년여성들에게 건강관련체력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줌바 휘트니스 운동은 피험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동의 강도설정에 있어 적합한 프로그램의 구성이었

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실시한다면 건강한 중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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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총 8주간의 줌바 운동을 통하여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련체력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년여

성 14명으로 피험자들은 모두 운동그룹으로 배치되어 주 3회 1일 40분 운동으

로 실시하였고, 운동 전과 운동 후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Sample 

t-test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설정 값은 p<.05로 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 

값을 얻었다.

A. 줌바휘트니스 운동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련체력에서 근력

(p<.001), 근지구력(p<.001), 심폐지구력(p<.001), 유연성(p<.01), 신체조성

(체중(p<.05), 체지방율(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B. 줌바 휘트니스 운동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의 신체조성(체중(p<.05), 체지방

율(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줌바 휘트니스 운동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련

체력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줌바 휘트니스 운동은 

경쾌한 음악과 비트에 맞추어 에어로빅 동작과 댄스를 접목한 운동으로 중년여

성들의 건강관련체력 뿐만 아니라 평소 사회생활이나 집안 내에서의 스트레스해

소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과 비만과 관련된 교육적인 프로그

램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효과성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줌바 휘트니스 운동

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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