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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irculation on Oxidative Stress and Blood 

Lactate in Kendo Athletes

Kim, Woon-Seong

Advisor : Prof. Seo, Young-Hw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irculation 

exercise on the oxidative stress and blood lactate in Kendo players. 

The subjects were 12 Kendo athletes from C university. Measurements 

were taken 2times, oxidative stress and blood lactat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Body composition decreased after cycling,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xidative stres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circulatory exercise. Blood lactat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circulatory exercise. In conclusion, we conclude that 

circulatory exercise has a positive effect by reducing oxidative stress 

and blood lactate in kendo players. This is thought to b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thletes that have systematically exercised the 

exercise program for the purpose of the game. If the kendo athletes 

systemize the cycling movement for a long time, they will be able to 

prevent injuries and demonstrate their skills in various competitions.



- 1 -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 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의 물질

적 풍요, 삶의 자동화 및 편리함,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 향상 등 엄청

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과학 문명의 발달과 현대사회의 자동화를 통

해 오늘날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잉경쟁의 심화, 운동부족과 불균형적인 식생활, 또 신체활동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특히 체력저하와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를 드

러내고 있다. 또한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시청 등이 가

장 대표적인 놀이가 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자연과 어우러져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부족과 신체활동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어 체력이 떨어져 건강

을 크게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야기되고 있다(오성민, 하성, 하창호, 2008). 

그리고 스트레스는 인간이 환경을 통해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신체

의 여러 가지 반응, 다시 말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정신이 위축 되어진 상

태를 야기하며 심신의 기능을 파괴시키고 인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Selye, 1983).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사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개인의 건강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1인 1종목의 스포츠 스타일이 많아지는 추세

이다. 순환운동은 그러한 많은 스포츠에서 경기력의 향상과 체력의 증진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복합

운동을 순환운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동방법이라 하였다(Patel et 

al, 2003). 이러한 순환운동은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구성하여 심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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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력, 근력, 근지구력을 발달시켜 몸 전체적인 기능을 길러주는 운동 방식으

로 이를 통해 몸의 순환작용의 기능을 돕고 ACSM(2001)과 Corbin et 

al(2002)의 지침서에 의하면 유산소운동이 피하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중지

질 대사 능력을 증가시키며, 호흡계, 관상동맥심장질환들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무산소성 운동은 인슐린반응의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골밀도 증가와 

손실을 예방하여 주기 때문에 무산소, 유산소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복합운동

의 개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순환운동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

하고 있다. 이에 순환운동 방법은 올 라운드 방식으로 체력향상 트레이닝을 

뜻하며 여러 가지 운동을 연결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순환운동이라고 야기하며 각 단계별 무산소운동 사이사이에 유산소 운동종목

을 축으로 하여 쉬는 시간을 불완전하게 유지시키는 운동방식이다. 또한 순

환운동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순환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운동하는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이순림, 배소심, 2004). 

위의 내용을 통하여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검도 선수들에게 적용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혈중젖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치변화를 알아보고, 경기

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

의 필요성이 있다.

B.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는 엘리트 검도선수들에게 순환운동을 실시하여 산화스

트레스와 혈중젖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

한 선수들에게 활성산소와 혈중젖산을 감소시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력 향상

을 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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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가설

이번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1) 순환운동에 참여하는 검도선수들의 신체조성(체중, 체지방율, 신체질량지

수)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순환운동에 참여하는 검도선수들의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3) 순환운동에 참여하는 검도선수들의 혈중젖산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대상자들은 G광역시 C대학 검도선수 12명으로 제한하였다.

  2. 대상자들의 측정과 운동방법은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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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순환운동

순환운동의 원어는 서킷 트레이닝(circuit training)이라고 불려왔으며 근력 

증가만을 목적으로 시키는 해외의 보디빌딩과 다르게 심장과 폐, 순환계도 더불

어 향상시키고자 영국 남부 leeds 대학의 체육 교수였던 morgan과 Adamson

에 의해 1953년 처음으로 연구되어진 운동을 말한다(임완기, 2014). 

NASPE(2010)에서 학생들이 구간 구간을 이동하면서 여러가지 유형 또는 

강도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이나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서킷 트레이

닝이라고 하였다(윤수인, 2013).

순환운동은 통합적인 체력향상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으로 파워, 근력, 근지력, 

전신지구력, 민첩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올라운드 트레이닝 방법이다. 이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휴식하면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

키트를 구성하는 종목에 따라서 트레이닝의 목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노재성, 

2011). 

그 특성으로는 첫째 신체 보편적인 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체

의 특정 부위만 강화되고 발달되는 경우가 없게 종목을 배열해야 한다(윤한경, 

2001). 운동종목으로는 무산소 및 유산소성 저항운동 등 모든 종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어깨, 팔, 다리 등 모든 부위의 운동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배열해야 

한다. Morgan 등은 표준 서킷을 24가지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나  6, 9, 12 종

목으로 도 바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종목과 내용도 서로 다르게 구

성 할 수 있다(윤연주, 2015). 둘째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전에 어떠한 프로그

램 내용을 선정하여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종목의 선택은 필

요로 하는 체력요소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한 종목이 선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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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그 종목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기성, 2010). 순환운동의 강도설정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 선택을 할 때 

팔, 목, 배, 등, 어깨, 다리와 허리 등 7개 부위에 걸쳐진 운동을 선택함으로써 

한 부위의 운동이 겹치지 않게 배열하고 난 뒤 그 종목의 훈련방법을 완전히 

숙달하고 나서 각각 운동 종목 순서에 따라서 강도가 가장 큰 운동은 최대 반

복횟수, 강도가 적은 운동은 1분 안에 반복횟수를 약 1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지

게 하고 측정하여 그 절반으로 결정한다(김영완, 2009). 모든 운동을 3세트로 

구분지어 총 소요 시간은 10~30분 이내로 계측하고 총 소요 시간의 70~80%

의 목표시간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유기성, 2010). 또한 순환운동은 과부

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실행함이 원칙이다. 과부하는 양과 질의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력 육성에는 주로 시간(양)이 문제가 된다(남용현, 

2007). 셋째 보편적으로 서킷마다 6~15개의 운동종목이 있으며 보통 2~3회 

반복하여 전체 운동 시간은 약 20~30분 소요된다. 각 운동종목에서의 운동강

도는 30초안에 근육군을 피로하게 하는 정도로 설정한다. 약 1RM의 40~50%

에서 가능한 최대횟수를 반복을 하고 각 운동종목 사이에는 15~20초간의 휴

식을 갖고 일반적으로 6주 동안 1주일에 3번은 시행해야한다(김영완, 2009). 

그리고 효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격렬한 신체 운동을 충분

히 할 수 있으며 또 운동량과 질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적정부하로 조정 실행

할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체력 향상을 관찰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이 된다고 할 수 있다(윤연주, 2015). 또한 운동 내용의 편성에도 트레이닝의 

목적에 따라 발육부위에 따른 방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

람들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윤한경, 2001).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순환운동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트레이닝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동작을 조합하여 

유산소, 무산소 동작을 통해 근력 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운동의 방법과 여러 가지 동작 등을 복합해서 실시하기 때

문에 한 가지의 동작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단일 운동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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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 각각의 성취수준에 따라

서 여러 강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순환운동을 준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 앞에 설명한 순환운동의 효과와 특성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B. 검도

검도는 검술을 통해 하나의 인간수향을 말하며 또한 칼싸움이다.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동네 아이들끼리 막대기로 칼싸움을 하던 것, 바로 

그것이 검도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검도의 역사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편싸움에 심지어는 궁중에서 봉희나 격검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졌던 것이

다(이종림, 1999). 또 동양적 사고에 있어 검도에서의 도(道)의 개념은 ‘무

술이나 기, 예 따위를 행하는 방법’이라는 단순하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단련단계에서부터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철학적 정신 추구의 도(道)단계까지의 자기완성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가지고 

있다(서정란, 2006).

검도 수련의 목적은 정직한 길이면 참된 길을 찾으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칼이 아니라 죽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죽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

리고 도색에서의 엄숙한 자세는 검도의 예의(삼례: 국기의 대한 예, 스승에 대한 

예, 상호간의 예)를 지키고 심신의 연마를 게을리 함 없이 정도에 따라 수련함을 

원칙으로 한다(대한검도회, 2000).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숙달 습득하여 사용함으

로써 정신적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풍이 배양되며 일에 대한 의지력 함양에 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건전한 정신력과 체력, 지구력으로 인내, 침착성, 의지력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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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생활을 가지게 하여 사회공동체의 적용을 꾀한다. 한편 검도의 수련형태

는 선수 위주의 수련형태는 학교 체육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박학진, 2007). 

그리고 특성으로는 검술을 통하여 하나의 인간수양이다. 특히나 대한검도가 정

한 검도경기를 보면 검도는 체육경기의 한 종목으로 볼 수 있으며 칼의 역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대결하며 정해진 심판규칙 및 경기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격

투기적 대인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스포츠인 검도는 오래

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신체적 특성과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기화 시킨 것이

다(2011, 김영호). 우리나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검술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스포

츠 종목으로써 다른 스포츠보다 무도스포츠의 측면이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행하여진다고 보는 반면 검도는 

상대를 공격하는 자세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과 예의가 없

다면 바르게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검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검

도의 기본기를 알려 주기 전에 예법 및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이러한 것이 

다른 스포츠와 차별화된 검도만의 매력과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검도는 우리나

라 고유의 전통성을 품은 민족의 역사 안에서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무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검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의 검도

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실제로 검도가 경기 

화 되어 갔던 과정에서 약간의 일본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오래전 

신라 화랑도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검도의 맥이 전해져 왔음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영학(1997)은 검도의 연습, 시합훈련에서 주의력, 집중력, 

적극성, 판단력, 자주적 행동이 각각 길러진다고 하였다. 검도수련의 정신적 가치

성은 수련을 통한 올바른 인간행동의 완성이라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신력 즉, 의지력의 계발을 의미한다(김아름, 2009). 

현재 검도는 한국의 검술이 일본 내의 전란과정에서 발전되었으며 훗날 스포츠

로 체계화된 일본의 검도가 반대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강제 수용된 검도는 8.15광복 이후 새로운 세대의 호응을 받아 스포츠로 

정착되었다. 19953년 11월 대한검도회가 창립 발족되었고 대한체육회의 가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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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되었다. 이후 검도는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체육의 한계 속에서 발전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초 

생활체육의 급격한 확산과 대중매체의 영향에 힘입어 검도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

으로서 대중들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이강호, 2005).

위와 같이 검도는 상대와 기를 겨루는 경기이며 경쟁하는 스포츠로서 극기를 

필요로 하는 운동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인 수련도 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스포츠

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현대인들에게 건강

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이념으로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긍정적으로는 정신

적인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C.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활성산소란 보편적으로 체내로 들어온 산소는 세포의 한 부분(미토콘드리아)

에서 에너지를 만들며 거의 모두 안정된 물로 바뀐다. 이 세포는 영양을 포함하

여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포에 

있어 산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포로 들어가는 산소의 일부가 여러 

원인으로 물로 변환 되지 못하고 활성화 되어 산화작용이 강한 해로운 산소로 

바뀌어 세포를 생성하는 물질을 산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이다(Chance 

et al, 1980). 그리고 인간들은 음식물에 의하여 탄수화물 등 영양소를 섭취하

면 호흡을 통하여 체내에 유입된 산소와 결합한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발

생한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대사작용은 산소와 에너지원이 고르게 유지하는 

것인데 과식, 운동, 폭음 등으로 산소와 에너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대사과

정에서 부족하거나 남은 산소가 불안정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활성산소(Reactive 

oxygen radical)이라고 한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으로 이물질

이 체내에 유입했을 때도 많이 발생한다(최성오, 2003).

  산소는 산소원자 2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산소분자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 9 -

산소원자는 그 중심에는 1개의 핵(원자핵)을 가지며 8개의 전자가 핵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8개의 전자는 L각에 6개, K각에 2개로 이뤄져 있고 원자

핵의 궤도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돌고 있다. 이 8개의 전자 중 6개는 서로 짝을 

이루고, 나머지 2개는 짝이 없는 상태로 있다. 이처럼 짝짓지 못한 전자를 홀전

자라고 말하며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의 상태는 불안정하다. 특히나 이러한 

홀전자는 활성산소의 생성이나 산화에 관여하게 된다. 인체 내에 불안정한 산소

분자가 다른 원자나 분자를 만나게 되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전자

를 빼앗으려 한다. 다시 말해 산소분자에게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 산화되게 

된다. 이와 같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물질을 프리라디컬(free radical) 또는 

라디컬(radical)이라고 하며 활성산소도 프리라디컬의 일정이다. 활성산소는 공

유하지 않는 전자쌍을 지닌 분자 또는 원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음이온, 양이온 

및 중성자 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공유 전자를 가진 분자 또는 원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 안정된 분자와 반응함으로 일련의 라디칼(radical) 생성반

응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자유 라디칼은 생체 내의 지질, 단백질 및 

DNA와 아주 쉽게 결합하여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 

생물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자유 라디칼은 바로 산소 라디칼이

다. 안정화된 상태의 산소는 두개의 비공유 전자를 최외각으로 가졌으며 이것이 

만약 한 개의 전자와 반응하게 되면 그 중 반응성이 높은 산소 중 자유 라디칼

인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만들며 연달아 반응성이 높은 산소종으로 속

하는 하이드록시 라디칼, 리피드 라디칼 및 나이트러스 라디칼 등이 만들어진

다. 이처럼 다양한 자유 라디칼 등은 산소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은 정

상적인 대사과정들 중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를 통해 만들러 진다. 대

개 사용된 산소의 약 1~5%가 삐져나와 자유 라디칼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많은 염증반응 중 백혈구에 의한 싱글렛 산소 생성, 

조직 손상 시 전자전달계 손상으로 인한 자유 라디칼 생성 및 식품 산화에 의

한 자유 라디칼 생성 등이 주요 출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노화와

도 관계가 있는데 인체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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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는 약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 속의 세포질 내 미토콘

드리아에서 산소와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과정에 대량의 

산소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사과정에서 이용되는 산소 중에서 약 2~3%가 활성산소(유해산소)

로 변한다. 인체 내에 적정수준의 활성산소는 대사작용에서 이로운 점도 있는데 

우리 몸속에 침입하는 병균 또는 세균 등을 치료하여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지

만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와 세포막의 치명적인 손상

과 더불어 세포기능감퇴와 죽음유발, 효소 및  DNA를 공격하여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동맥경화와 같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인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각종 암 및 노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Lisio et al, 2011). 특히,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고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활성산소는 더욱 활발해져 뇌혈관의 내피와 유전자를 손

상시킨다(시게오, 2001).

D. 혈중젖산(혈중젖산)

혈중젖산이란 조직세포 안에 무산소성에 인한 과정에서 산소공급이 불균형하

였을 때 생겨나는 대사산물의 하나이다. 동물체에서의 ATP 생산은 보편적으로 

호흡에 따라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의해 이뤄지지만 격한 운동과 같은 순간적 

무산소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위와 같은 호흡과정은 멈추게 되며 젖산발효와 기

질수준의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ATP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에너지 대사

과정은 열효율 측면에서 호흡과정에 비교해 봤을 때 10%미만에 지나지 않지만 

생체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최대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급에 대하여 극한적인 

생산방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과거 보편적으로 젖산은 운동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주는 피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젖산의 생성은 몸 안에서 포도당이 초성포도산으로 분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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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에 세포내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ATP 소모량이 점차 많아질 때 젖

산이 생성된다. 체내에 쌓이게 되면 근육, 간 등의 혈액과 조직 세포를 산성화시

키고 효소의 활성화, 근 수축활동의 억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칼슘이온의 단

백질 결합 등의 다양한 대사 산증(metabolicacidosis)을 통해 운동 후 근육의 

피로나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Martin, Robinson ＆ Robertshaw, 

1978; 남영열 ＆ 김규태, 2014). 

이러한 혈중 젖산의 생성과정은 인체는 다양한 대사과정에 의해서 근 수축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고 있으며 생명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대사과정 중 탄수화물(글리코겐 또는 글루코스)에서 ATP가 

생성할 때 부산물로서 피루빅산이 생성되는데 피루빅산이 피루빅산 트랜스포터

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면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의해 산화되어 

ATP를 생성하며 LDH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젖산이 생성된다(윤성원, 

2010). 이러한 현상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운동부하에서 젖산의 생

성과 제거율 사이의 높은 비율로 생성되는 젖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비율이 

보조를 더 이상 맞추지 못해 젖산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김현, 1998). 

젖산은 낮은 강도의 운동부하에서는 산소 공급이 비교적 문제가 없으므로 큰 

폭의 증가는 없으나 높은 강도의 운동 시에는 많은 양이 쌓이게 되는데 젖산의 

생성은 산소부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젖산 농도는 운동 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운동 시간만으로 축적량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Brooks 등

(1980)은 젖산이 운동 종료 후에 급격히 감소하여 1시간 후에는 안정 상태로 

회복되어 진다고 하였으며 체내에 축적된 젖산은 운동 후 정적 휴식보다는 가벼

운 운동이나 마사지로 젖산 농도가 신속하게 분해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운동부하가 개인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면 활발하게 수축하고 있는 근

육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불완전 연소되어 젖산으로 전환된

다(류상균, 2007). 

그리고 분해과정은 운동 중에 생성이 된 젖산은 회복기에 혈액을 통해서 간장

과 위장에서 약 85% 정도가 글리코겐으로 재합성이 되는데 이러한 경로는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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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Krebs)회로의 수정적응으로써 해당과정에서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글루코스

의 재합성이 활발할 때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약간의 소변이나 땀

으로 배출된다. 젖산의 소비과정들은 코리사이클(Cori Cycle)과 젖산사이클

(Lactic acid Cycle)이라고 칭하는데 전체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또한, 글루코스가 간장에서 재합성이 되어 체내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는 글루코스 대부분은 지방산으로 합성이 되어 중성지방

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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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C대학교에 소속된 검도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며, 의학상 특별한 질병이 없고, 특정약물이나 보조

제를 복용하지 않는 검도선수(n=12)를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항목

집단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운동그룹

(n=12)
175.21±4.83 73.50±5.95 17.67±4.3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B.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의 신체조성측정은 InBody 370,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농도 CR3000 

Series, 혈중젖산은 Lactate Pro2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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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조성 측정

  

신체조성 측정은 Bio-Space사의 In-Body 37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법은 최근 체성분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생체전기저

항분석법이고 체내로 전기 신호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기는 도전성이 가장 높은 

수분을 따라서 흐른다.

그림 1. 신체조성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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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검사 

활성산소는 CR3000 Series(Callegeri,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손끝을 

소독 후에 채혈 후 20ul의 모세관에 채혈한 혈액을 담아 R2 시약에 채혈된 

모세관을 넣어 R2시약이 모세관과 잘 섞이도록 위, 아래로 흔들어 혈액을 희석

시키고 다시 R1 시약에 넣어 그 큐벳을 60초간 원심분리기로 혈장과 혈청을 

구분시켜 큐벳을 산화스트레스 측정 장비의 Reading Cell에 올려놓으면 자동 

광학센서 측정을 한다.

그림 2.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측정기

그림 3.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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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중젖산 측정

혈중젖산의 측정은 Lactate Pro2로, 전원을 켠 상태에서 켜고 혈중젖산 검사

시약을 넣어 손가락 끝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채혈한 후에 Lactate Pro2

에 결합된 검사지 끝부분에 혈액을 흡수시키면 측정신호음에 따라 15초 후에 

자동 측정된다.

그림 4. 혈중젖산 측정기

그림 5. 혈중젖산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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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6>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주제 선정 및 문헌고찰

↓

피험자 선정

․ 엘리트 검도선수(n=12)

↓

사전검사

․ 신체조성(신장, 체중, 체지방율, 신체질량지수)

․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 혈중젖산

↓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순환 운동

․ 운동 강도 : 60-80% HRmax

․ 운동 시간 : 6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신체조성(신장, 체중, 체지방율, 신체질량지수)

․ 산화스트레스(활성산소)

․ 혈중젖산

↓

자료처리

그림 6.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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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동 프로그램

  세부적인 순환운동 프로그램은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순환운동 프로그램

주 순환운동(1세트 / 10분) 세트 시간 강도 빈도

준비운동 10분(스트레칭 / 워킹)

8주

1. Squat

2. Knee Up Running

3. Knee Push-up

4. Plank

5. Step-Box

6. V-sit Up

7. Hip raise

8. Cross Knee Up

9. Crunch

10. Jumping Jack

각1분

1세트

총

3세트

40분
60-80%

HRmax
3회 / 주

정리운동 10분(스트레칭 / 워킹)



- 19 -

E. 실험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표 3>과 같이 사용하였다.

  표 3. 실험도구

측정도구명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신체조성 검사 InBody 370 KOREA
체중, 체지방율, 

신체질량지수

신장계 G-Tech KOREA 신장

산화스트레스

측정기
CR3000 ITALY 활성산소

혈중젖산

측정기
LT-1730 JAPAN 혈중젖산

F.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으로 수집된 결과의 모든 값은 평균(M)

과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으며, 운동그룹과 통제그룹 내 사전 사후 측정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 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설정 값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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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신체조성의 변화 

  1. 체중의 변화

체중의 변화는 <표 4>,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73.50±5.95kg에서 사후 74.65±5.66kg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체중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체중(kg) 74.65±5.66 73.50±5.95 2.103 .07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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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운동그룹의 체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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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지방율의 변화

체지방율의 변화는 <표 5>,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18.16±4.16%에서 사후 17.67±4.38%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체지방율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체지방율(%) 18.16±4.16 17.67±4.38 1.860 .10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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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운동그룹의 체지방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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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체질량지수의 변화

신체질량지수의 변화는 <표 6>,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그룹은 

사전 24.27±1.52kg/㎡에서 사후 24.00±1.74kg/㎡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신체질량지수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신체질량지수

(kg/㎡)
24.27±1.52 24.00±1.74 1.214 .26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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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운동그룹의 신체질량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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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1.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산화스트레스의 변화는 <표 7>,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운동

그룹은 사전 257.37±80.71F.U에서 사후 175.87±36.19F.U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7.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산화스트레스

(F.U.)
257.37±80.71 175.87±36.19 4.685 .0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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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운동그룹의 산화스트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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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혈중젖산 변화

혈중젖산의 변화는 <표 8>,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혈중젖산은 사전 

6.33±5.05mmol/ℓ에서 사후 3.26±3.03mmol/ℓ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8. 혈중젖산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혈중젖산

(mmol/ℓ)
6.33±5.05 3.26±3.03 4.072 .00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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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운동그룹의 혈중젖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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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순환운동이 검도선수들의 산화스트레스와 혈중젖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로써 총 8주간 주 3회 1일 60분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검도선수들에게 신체적 발달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순환운동 전과 후에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A. 신체조성의 변화 

신체조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체지방량과 피하지방의 양은 신체발육과 

나이가 들어감에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조성은 개개인의 영양상태 혹은 

건강상태를 평가해주는 지표로써 사용하고 있다(강창균 등, 2008). 

또한, 신체조성은 인체를 지방과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로 구분하고, 

개인의 건강척도와 체력의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체중은 신체에 포함

하고 있는 모든 지방량과 신체수준과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로 구분하고 있는 

제지방을 합한 값과 같다(김남경, 2012).

정현교(2015)는 장기간 검도수련이 비만청소년들에게 신체조성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상연(2010)은 검도 운동프로

그램의 참여자들에게 신체조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기영(2017)의 

연구에서 순환운동을 실시한 검도선수들에게 체중과 체지방율에서 감소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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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체중, 체지방

율, 신체질량지수에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

는데 이는 같은 검도운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감소를 나타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처방학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신체조성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요소를 수정 보완 한

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B. 산화스트레스의 변화 

활성산소는 사람이 섭취한 음식물이나 호흡을 통해 몸속에 유입된 산소가 결

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 이

외에도 외부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방사선, 자외선 그리고 공해와 같은 요인 등으

로 인해 발생된다. 활성산소는 신체의 대사 작용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인체 내 활성산소의 양이 과다할 경우에는 산화적 위험이 발생되

어 이때 세포 구성성분인 지질과 같은 요인의 결합으로 인하여 돌연사, DNA등

에도 심각한 손상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오장록, 2018).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의 연쇄적으로 생성되면 에너지로 사용

하는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세포 내의 조직들을 파괴시키며, 산소를 이용

하는 능력에 대해 효용성을 떨어뜨려 지구성 운동수행력을 점차 감소시키는 결

과를 보인다(최종환 등, 2004). 특히, 격렬한 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과산소 

섭취로 인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며, 이와 반대로 운동수행력이 저하되면, 안정 

시 보다 운동 후에 활성산소가 증가를 보이고 다시 회복기에 혈중 활성산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규 등, 2007; Alessio & Goldfarb, 1988).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생체 내에서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체 내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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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활성산소의 증가는 항산화 방어시스템의 생리적인 활동을 활성산소와 

반대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항산화 방어시스템은 세포의 신호 

그리고 산화-환원반응의 조절기전과 같은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충분한 ROS

를 유지시키거나 다른 한편으로 악영향을 주는 ROS의 수준을 최소화시킨다

(Poljsak, Suput & Milisav, 2013). 다른 한편으로 내재적 조절 기전이 혈중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

법들이 제시한다. 이는 섭취를 통한 항산화제들로써 작용되는 것들로 잘 알려진 

천연, 약학물질 등의 처치는 ROS로 유도된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이 된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Parameshwaran et al., 2010).

본 연구의 결과 순환운동을 통하여 검도선수들의 산화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장록(2018)의 연구에 의하면 순환운동이 비만

중년여성들에게 혈중활성산소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양승자(2018)의 연구에

서도 복합운동이 중년 비만여성들의 혈중 활성산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수미(2016)의 연구에서도 타바타(순환)운동을 통해 중

년여성들에게 유해산소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

를 나타냈다. 이는 활성산소의 특성 상 운동을 실시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지

만 점점 지나갈수록 신체가 적응해 가면서 회복기에 처음보다 빠른 회복을 보

인 결과라 생각되어 산화스트레스의 감소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C. 혈중젖산의 변화

인체는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속에서 산소와 유기화합물, 근 글리코겐 등의 

소비가 증가하며 이산화탄소나 젖산, 무기인 화합물 및 기타 부산물질들을 생

산하게 된다. 그 중 혈중젖산은 운동진행과정 중에서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

지 못하면 무산소 과정에서 생성되고, 근피로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간에서는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되거나 신장에서 배설될 때까지 혈액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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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 근 수축을 어렵고 힘들게 생성되기 때문에 혈중젖산을 신속한 제거와 

빠른 회복들이 무산소 운동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홍순호, 2005).

젖산이 생성되거나 제거될 때는 운동부하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빈도, 운동

지속시간 및 식이와 글리코겐의 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중젖산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최대 하 운동을 진행할 때 혈중젖산은 운동그룹이 통제그룹보다 낮은 

혈중젖산농도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최대 하 운동을 진행할 때는 운동그룹

이 더욱 높은 혈중젖산농도의 수치가 보인다고 하였다(김성준, 201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순환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 검도선

수들에게서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김동현(2018)은 배드민턴 선수

들에게 코어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중젖산의 감소를 보고 하였으며, 김현재

(2018)의 연구에서도 근력강화 트레이닝이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의 혈중젖

산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계주(2017)의 연구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에게 홀더트레이닝을 적용하여 혈중젖산을 측정한 결과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순환운동이 선수들에게 혈중젖산

의 감소를 보여 평소 컨디션 조절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긍정적

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인 검도선수 뿐만이 아닌 다양한 종목

의 선수들에게 순환운동을 접목하여 실시한다면 경기력 향상 및 결정요인에 영

향을 주는 혈중 젖산을 감소시켜 준다면 운동선수들을 관리하고 경기력 성장을 

위해 기초자료로서 제시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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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검도 선수들에게 순환운동을 실시하여 산화스트레스와 혈중젖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목적을 두었다. 대상자는 C대학 검도 선수들로 12명

(운동그룹=12명)으로 실시하여, 측정은 총 2회(0주, 8주), 산화스트레스와 혈

중젖산 검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조성(체중, 체지방율, 신체질량지수)은 순환운동 실시 후에 감소하였지

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산화스트레스는 순환운동 실시 후에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3. 혈중젖산은 순환운동 실시 후에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순환운동이 검도 선수들의 산화스트레스와 혈중젖산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시합을 목적을 두고 체계

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해온 선수들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라 생각되며, 검도

선수들에게 순환운동을 체계화 하여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상을 예방하고 

각종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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