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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larify the effects of regular 
participation in weight training by middle‐aged women. For this 
purpose, 100 middle‐aged women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an 
exercise group (50) and a control group (50). Organized regular 
weight training was performed for 12 weeks and changes in mental 
health was observed before (week 0) and after (week 12) the 
exercis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Middle‐aged women’s regular participation in weight training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five sub‐factors of mental health 
(somatization, obsession, depression, anxiety and animosity). 
  In identifying the effects of regular participation in weight training on 
middle‐aged women’s mental health, first, it was difficult for this 
study to verify the long‐term effects of exercise only through 12 
weeks’ experiment, so long‐term experiment design is required for 
research.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exercise programs that 
minimize side effects from exercise and maximize the effects of 
exercis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frequency, intensity, hour and 
period of middle‐aged women’s participation in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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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인은 가정이나 근친관계 이외에도 급변하는 정책이나 기상이변 같은 불
확실한 미래,왜곡된 매스컴이나 세대간의 격차 같은 이해가 다른 가치관,세계
화의 물결이나 인터넷 같은 경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변화를 요구 받으며 생활하므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
증,불안감,불면증,두통,권태 등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생활
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이로 인한 여성인생의 약1/3(약30년)을 폐경기에
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폐경은 중년기 이후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통계청,2000).이에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여러 가지 성인병 또는 노인성질환들이 다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여
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폐경은 생리적,심리적으로 신체에 많은 변화를 일
으킴으로써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된다.
여성은 약 40세를 넘어서면서 점차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출혈량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며,여러 부정적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특히 폐경
기 여성은 여성 전체인구의 20.2%에 이르는데,이는 60년의 2배 수준이고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30년 후면 전체 여성 인구의 43%에 이를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폐경 후 나타나는 일련의 정신적,신체적인 변화인 폐경기 증후로
인해 여성들은 삶의 질의 저하를 겪을 뿐 아니라,이후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
한 이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현기(1989),Gallagher등(1980)은 골격은 일생을 통해 지속적인 대사가 일
어나는 조직으로 성장기에서 40세 이전까지는 골 형성이 골 감소 보다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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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골질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나 노화와 더불어 약 40세 이후부터 골질량이
감소하여 남녀 모두 10년마다 약 3-5%의 비율로 손실되며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47-74세 사이의 평균 감소율이 10년당 약 9%에 이른다고 하였다.이것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월경이 50세를 전후하여 폐경기를 맞게 되는데,폐경이
오면서 에스트로겐과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급격한 골질량의 감소
가 발생하기 때문이며,이러한 경우는 골다공증이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가
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석희,오상덕,박양선(2003)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점차 노령인
구 및 폐경기 여성의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및 이와 관련한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은순(2000)은 폐경기란 성 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이며 이시기는
여러 가지 변화와 건강문제를 동반하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성인병,퇴행성 질
환,골다공증 등의 이환율이 증가된다고 하였다.이경혜 등(1997)은 폐경기 중
년여성들은 자주 발작성 흥분,안면홍조,두통,심계항진,현기증,이명,불면증
등의 혈관 운동장애나 위장장애,정신장애 등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폐경기 장애라고 하였다.
Aloia등(1978)은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군 중에서 체내 칼슘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영준,윤영학(1999)은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련 변인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유산소운동이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에
유의하게 반응하였으며,콜레스테롤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정청희,최용주(1997)는 규칙적인 운동이 근지구력,심폐지구력,순환 및 대사
작용,내분비와 면역기능 등 건강 체력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는 경험적 이해
의 증대에 따라 일반 대중의 운동 참여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특히,근
래에 이르러 운동 참가자들이 신체적인 안녕(well-being)뿐만 아니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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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조로서 인식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Rejeski& Brawley(1988)는 최근 스포츠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으로 건강심리
학 영역에서는 경쟁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인의 운동참가,지속적인 운동참가
및 운동참가 습관화의 결정요인,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김진호(1993)는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
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 여자들은 운동을 활발
히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불안,초조감을 상당히 줄여 준다고 하였다.
우울증의 치료로서 운동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고,신경쇠약 환자에게도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또한 유진(1993)도 운동이 불안,우울증,스트레스,무드
등의 정서 및 감정적 요인들의 변화,반응시간,기억력,추리력 등 인지 과정
및 능력 요인들의 변화와 자기개념,자존심의 변화 등 총체적 정신건강에 유의
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Morgan(1985),Morgan & O'conner(1988)는 정규적인 운동활동 참여자의
85%가 운동 후 기분 좋은 정서상태를 경험하며,자긍심과 활력감이 증진되고,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임상학적 효과를 보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outcher(1991)는 운동과 정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틀
은 운동과 정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운동의 프로그램의 생리적
적응을 토대로 운동참가 과정을 운동참가,운동지속적 참가,운동습관화의 세단
계로 구분한 후 각각 단계에서 정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귀이이론,자기효능
감 이론,상반과정 이론 등을 짝지어 제시하였다.특히,운동참가의 초기단계에
서 정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기전으로 운동 자기효능감(exercise-self
efficacy)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강성구,김영수(2000)도 5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운동을 통하여 우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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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류호상(1997),김병준(2001)은 심리적 안녕
감 요인의 긍정적 효과에서도 시사하고 있듯이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혜택
중 전술한 부정적 정서의 감소뿐만 아니라 재미,즐거움,유희적 속성 또는 흥
미,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크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현상 고독감,우울증,불안

감,수면장애 등이 건강에 끼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중년 여성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변화를 규명하는데 있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중년 여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요소 (신체화,강박증,우울,
불안,적대감)을 인지하고 12주 동안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중년
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정신건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여 중년 여
성들의 건강한 노후 삶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CCC...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111...중중중년년년 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가가가 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1)중년 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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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
1-3)중년 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1-4)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1-5)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나
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따라 정신건강은 통제된 선행변인 이외의 변인
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설정하였다.그러나
이외에도 웨이트트레이닝 참가환경,웨이트트레이닝지원에 대한 인식,중년여성
들의 가치관 등 웨이트트레이닝 관련 보유정보 및 상황변인 등이 유의한 관계
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광주지역 중년 여성들로 제한하였다.

EEE...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정정정신신신 건건건강강강(((mmmeeennntttaaalllhhheeeaaalllttthhh)))

심리적 장애요인을 정신건강의 척도로 보고 신체화,강박증,우울,불안,적대
감,등 심리적 장애 요인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요인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체화(Somatization)에 관한 영역별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자율신경 순

환계,호흡계,소화계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통증에 대한 주관적 호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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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강박증(Obsessive-Compulsive):어쩔 수 없이 되풀이 되는 사고,충동,

행동을 의미한다.
(3)우울(Depression):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동기결여,활력상실,절망감,

자살충동 등의 기분이나 감정을 의미한다.
(4)불안(Anxiety):신경과민,긴장,초조,두려움,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

상을 의미한다.
(5)적대감(Hostility):분노,공격성,자극과민,격분,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 내포한 감정 및 행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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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

건강은 보통 정신적 건강(mentalheailth)과 신체적 건강(physical-health)으로
구분되는데 건강한 퍼스넬리티(health-personality)를 유지,향상시키는 방법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의 연구 목적이다 .
정신건강(mentalheailth)이란 용어는 정신 병리의 유무를 정하기 위해 정신
병리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
내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Rogers(1961)는 정신건강이란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획득과 개인이 최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이룩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상태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정신적인
기능이나 상태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능과 같은 명확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조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
구와 관련이 있다.개인의 욕구는 계층적이어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의 욕구가 대두되고 또 그것이 충족되면 한 차원 더 높은 또 다른 욕구가 수반
한다.개인의 욕구체계는 최하위의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소
속감과 사랑의 욕구,존중의 욕구 등으로서 이러한 욕구를 바람직하게 충족시
킬 수 있을 때에 최상위의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본다.
Valliant(1975)는 30년에 걸친 종단연구로 정신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인 영역들로 성인기의 적응(직업적,사회적,심리적,의학적 적응)심리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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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방어기제의 성숙도,결혼생활에의 적응,정신질환의 유무,행복,객
관적인 신체적 건강 등을 들고 있으며 Morgan(1985)은 현재상황에서 잘 적응하
고 현저한 고통 없이 개인문제를 처리하며 건설적인 사회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또한 조은숙(1994)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적응행동을 통하여 성공하는 일련의 적응습관이며 정신이 불건강하다는 것
은 비교적 졸렬하고 비 성공적인 적응습관을 갖는 것이라 정의 하였고 정신을 건
강한 상태와 불건강한 상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Layman(1960)은 정신건강이
개인에게 만족을 가져오고 집단의 만족과 안녕에 공헌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일상
생활의 문제점들을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았다.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유진(1993)은 정신건강을 긍정적인 정서상태,최적의 인지과정,높은 자기개념과
자긍심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정신건강의 요소로는 지각(perception)이나 기억
력(memory),인지적 기능(cognitivefunction),행복감(well-being),불안(anxiety)
이나 우울증(depression)과 같은 마음상태나 기분 (mood)등이 포함되며 연구자에
대해서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신체상(bodyimage)에 관한 느낌 등을 포함
시키기도 한다(한명우,1994).
Trinidad(1998)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내용 중에 기존의 3단계인
준비운동,본 운동,정리운동의 실시 후 4단계의 심리기법 훈련과정의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무드(mood)와 스트레스(stress)등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들을 요약하면 개인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인 불안,우울,긴장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여 심
리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황명자,2000).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인 자아 존중감을 포함한 부정적인 정
신건강상태인 9가지 정신적 증상 차원을 그 지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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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111...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고고고찰찰찰

건강의 신체적 의미가 부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의학에서 정신건강은 의
학 치료적 방법 외에도 신체활동의 메카니즘의 통합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Williams(1988)는 비 신체활동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체
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체력의 약화는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즉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현대사회에서의 급증하는 정
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의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
가 뒷받침해 주듯이 80년대 이후부터 스포츠나 운동,여가활동의 정신적 영향
에 관한 연구 발표들이 급증하고 있다,현대인의 관심은 행복한 삶의 추구에
있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런 신체활동의 정신적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정영남(1990)은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에 서는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
수록 정신건강이 높다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최미숙(1993)은 ‘고등학생의 자
아존중감과의 관계분석’에서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모든 정신건강의 유형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신체화를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에서 의미있는 상관이있
고,자아존중감이 높은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보다 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전경희(1996)는 국민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자아개념,대인
거리,정신건강의 차이 분석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강박증,대인예민증,우울증은
여자인 경우가 높고,반면에 적대감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또한 박기춘(1998)의 ‘아동의 교사 기대
지각에 따른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79,p<.01),정신건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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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둘째,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정영남(1990)의 ‘여고생의 자아
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는 .097∼.523
(p<.001)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임은희(1996)의 자아개념 및 학
업성취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연구에서는 학문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는 .232
(p<.001),중요타인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은 .427(p<.001)정의자아개념과 정신건강
은 .359(p<.001),학급자아개념과 정신건강 .275(p<.001.),능력자아개념과 정신건
강 간의 상관은 .132(p<.001)라고 보고하였다.자아개념과 정신건강 각 하위변
인과의 상관 중 가장 높은 것은 우울증,강박증,예민성,편집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박기춘(1998)의 ‘아동의 교사기대지각에 따른 자아개념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간에는 .678∼.781
(p<.001)의 정적상관을 보였고,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범위는 .572∼.755(p<.001)이었다.
Dishman(1985)은 우울 증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한 우울증은 운동치료가
효과적이고 심한 우울증은 투약치료가 불가피하나 이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
므로 우을증 환자에게 운동처방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
고,운동빈도나 강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Morgan(1985)은 운동집단 50명과 비 운동집단 10명을 대상으로 20주 동안 운
동을 시킨 후 체력에 대한 자부심을 평가한 결과 운동 군에서 10주간의 기간동
안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20주 후 결과에서는 비 운동 집단보다 유의
차가 크게 나타나 운동 기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Berger(1984);
Goldberg,및 Bachman(1980)은 일정기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우울과 부적절한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Shepherd(1982)은 신체활동의 참여가 의학적 처방이상의 건강증진에 효과
적이라고 제시하였다.황명자(2000)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12주간의 신체활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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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참여 후에 심리기법단계의 집단에서 유의하게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
졌다고 하였으며,McCullagh,North와 Mood(1988)는 초기 우울증 치료에 운동
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하였고 모든 연령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치
료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민현(1998)은 주 3회씩 4주간의 운동프로그램
을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정신지수가 향상되었으며 운동실시집단 중에
서도 중 강도로 운동을 실시한 집단의 정신건강지수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보
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신체자아 개념과 정신건강의 관
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본다.따라서 폐경기 여성의 신체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상관은 어느 정도이며,신체자아 개념과 정신건강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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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에 참여
시켜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
대상,실험설계 및 절차,조사도구,조사절차 및 자료처리의 연구방법을 설정하
였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D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년 여성 100명을 대상
으로 하여 운동집단(웨이트트레이닝 참여)50명과 통제집단(웨이트트레이닝 비
참여)50명으로 구분하였다.단 피험자는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뒤 본인의 사전 동의 하에 운동집단 50명,통제집단 50명 총100명으로 무선 할
당하였다.

BBB...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11...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a.정신건강(간이 정신진단 검사)
간이 정신건강 검사(Symotom checklist-90-Revision)는 미국의 JohnsHopkins
의과대학 교수인 Derogati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Multi-DementionnalSelf-ReportSymptom Inventory)검사(90문항)



-13-

로서 우리나라에는 김광일과 원호택(1978)이 처음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표준화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단축형 간이 정신 건강 검사
(40문항)설문지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9개 하위요인척도별로 5점 Likert척
도로 채점하여 평점 하도록 되어있다.간이 정신진단검사의 각 증상척도는 신
체화(Somatization),강박증(Obsessive-Compulsive),우울(Depression),불안
(Anxiety),적대감(Host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63.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61.60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표 1>와 같다.

<표 1>간이 정신건강 질문지의 구성과 문항내용 및 신뢰도

구성내용 문항번호 선행연구
(신뢰도 α)

본연구
(신뢰도α)

신체화 4,9,21,25,38,40 .80 .81
강박증 1,3,17,22,23 .82 .77
우울 10,30,31,33,35 .76 .80
불안 2,5,16 .75 .66

적대감 13,15,24,28 .80 .80

222...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중년 여성 100명(실험집단 :50명,통제집단 :50명)을
대상으로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실시하여 실험전과 후의 신체
정신건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통제집단은 웨이트트레이닝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았다.



-14-

aaa...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
<표 2>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 설계
구분 웨이트트레이닝프로그램

총시간주 준비
운동 프로그램 구성 내용 정리

운동

주 3회
스트레칭
체조
(10분)

․Dips
․DumbbellBenchPress
․DumbbellPress
․AlternatedDumbbellCurl
․DumbbellKickBack
․BenchKneeRaise
․LatPullDown
․Squat
․LyingLegCurl
․StandingCalfRaise

스트레칭
및

정리운동
(10분)

60분

bbb...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실실실시시시요요요령령령

(1)준비운동

(a)스트레칭체조(Stretching;유연성 증진운동)
우리 몸에는 관절이 200개가 넘는다.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의 유
연성이 떨어져서 빡빡해진다.심지어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덜그럭’소리가 난
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스트레칭을 통해서는 관절의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그러므로 모든 운동의 준비운동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온 몸을 풀어준 이후에 본 운동을 해야 운동으로 인한 부
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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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운동
(a)Dips(3세트;7,10,12번)
㈀ 평행봉 위에 두 팔을 짚고 올라선다.
㈁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내린다.
㈂ 잠시 멈춘 후 가슴 근육에 집중하며 팔을 펴서 원위치로 돌아온다.

(b)DumbbellBenchPress(3세트;10,13,15번)
㈀ 평평한 벤치에 눕는다.
㈁ 덤벨을 양손에 들고,팔을 모으며 가슴 위로 들어올린다.
㈂ 중량을 가슴 양쪽으로 내린다.
㈃ 중량을 다시 위로 들어올리고 팔을 곧게 편다.

(c)DumbbellPress(3세트;10,13,15번)
㈀ 바닥에 있는 덤벨을 양손으로 잡는다.
㈁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허리는 편 상태에서 덤벨을 들어올려 똑바로
선다.

㈂ 덤벨을 어깨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세를 바로잡고,머리 위로 들
어올리는 반복을 시작한다.

㈃ 내릴 때에는 가급적 천천히 내리며,귀 근처의 위치까지만 내린다.

(d)AlternatedDumbbellCurl(3세트;각7,10,12번)
㈀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선 후 양손에 덤벨을 잡는다.
㈁ 한 팔을 들어올리면서,다른 팔은 내리는 과정의 컬을 반복한다.

(e)DumbbellKickBack(각3세트;7,10,12번)
㈀ 한 손으로 벤치를 짚고 상완을 바닥과 평행하게 한다.
㈁ 덤벨을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뻗어 덤벨을 들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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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내릴 때에도 천천히 내려 반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f)BenchKneeRaise(3세트;10,15,20번)
㈀ 벤치의 끝에 앉아,몸 뒤로 손을 내어 벤치를 잡아 몸을 지탱한다.
㈁ 무릎을 굽히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끝어당긴다.
㈂ 다시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시작 위치로 돌아간 후 위의 과정을 반복
한다.

(g)LatPullDown(3세트;10,15,17번)
㈀ 렛풀다운 기구에 앉아서 바를 잡는다.
㈁ 상완이두근의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바를 목뒤,또는 가슴쪽으로 잡아
당긴다.

(h)Squat(3세트;10,13,15번)
㈀ 바벨을 머리 뒤로 승모근에 걸친 후 어깨 너비로 양발을 벌려 선다.
㈁ 엉덩이를 뒤로 빼고,등과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90도 각도의 앉은 자세를 취한다.

㈂ 하체의 힘으로 바벨을 들어올리며 원위치로 돌아온다.

(i)LyingLegCurl(3세트;10,13,15번)
㈀ 기구 위에 엎드려,발을 끼우고 손잡이를 잡는다.
㈁ 천천히 끌어올리고,점점 수축시 잠시 멈추어준 후,다시 천천히 내린다.

(j)StandingCalfRaise(3세트;10,13,15번)
㈀ 적당한 무게의 바벨을 어깨에 지고,발 앞부분을 받침대에 대고 선다.
㈁ 가능한 한 높이 뒷꿈치를 들고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내린다.
㈂ 내리는 동작에서 뒷꿈치는 받침대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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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리운동
정리운동은 운동전 본래의 몸 상태로 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운동
입니다.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혈액이 하지로 몰려 혈압이 갑자기 떨어
져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정적휴식(움직이지 않고 쉬는 상
태)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휴식을 취하는 동적휴식이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심박수나 혈압이 운동전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고정
식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리운동으로서 효과적입니다.준비운동과 마찬가지고
10정도가 적당하며 본 운동이 끝난 후 강도를 서서히 낮추어야 합니다.그리고
정리운동시에는 준비운동시 실시한 스트레칭을 다시 해주면 근육에 활력을 주
며 유연성을 증가시켜줍니다.

CCC...실실실험험험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ㆍ
사후의 2개 측정시점으로 구성되는 피험자간의 집단요인(2)과 측정시점별 요인
으로한 2×2반복측정에 의한 요인설계(2×2Repeatedmeasurefactorialdisige)
로 설정하였다.

DDD...실실실험험험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2주 동안 웨이트트레이닝를 실시하였다.웨이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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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닝 프로그램은 주3회,운동시간은 총 60분으로 50명 전체가 10분간의 스트
레칭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또한 자료수집방법은 기준선(사전),
12주(사후)에 걸쳐 정신건강 측정도구인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11.0Version을 사용하였다.정신건강
측정변인의 변화를 사전 사후로 분류하여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과 측정시점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Repeatedmeasure2-wayANOVA)과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였다.모
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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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과과과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따라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중년 여성을 운동집단(웨이트트레이닝참
여)과 통제집단(웨이트트레이닝비참여)으로 구분하여 웨이트트레이닝를 12주
간 실시하여 사전(0주),사후(12주)총2회에 걸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AAA...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 변변변화화화

111...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신신신체체체화화화 변변변화화화

<표 3>은 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다른 집단별 신체화에 대한 평
균 및 표준편차이다.

<표 3>집단별 신체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변 인

운 동 집 단 통 제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사전 50 159.00 .63 50 134.00 .65
사후 50 95.67 .43 50 144.67 .65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별 신체화의 변화는 사전에는 운동집단은 159.00점,통
제집단은 134.00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부정적인 신체화 정서가 높게
나타났으며,한편 사후측정 결과에서는 운동집단 95.67점,통제집단 144.67점으
로 부정적인 신체화 정서는 통제집단이 운동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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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ㆍ시점별 변화추이는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보면,운동집단은 63.33
점이 낮아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10,67점이 증가하는 변화 추이가 관찰되었다.
<그림 1>은 신체화에 대한 집단별 변화 추이이다.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하여 보면 운동집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통제집단은 다소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화

0

50

100

150

200

사전 사후

측정시

점
운동집단

통제집단

신체화

0

50

100

150

200

사전 사후

측정시

점
운동집단

통제집단

그림 1.집단별 신체화의 변화추이

<표 4>은 집단별 신체화에 대한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
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F2.196=150.819,p>.001).
<표 4>신체화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df F P
Group 1 2.584 .111
Time 2 80.857 .000***

Group * Time 2 150.819 .000***
Error(Time) 1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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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각각의 집단(운동집단ㆍ통제집단)에 대한
측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분석 결과 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49=348.552,p>.001).
통제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222...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강강강박박박증증증 변변변화화화

<표 5>은 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다른 집단ㆍ측정시점별 강박증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별 강박증의 변화는 사전에는 운동집단은 158.00점,통
제집단은 132.60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강박증은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144.80점으로 운동집단이 낮게 나타났다.한편 사후측정 결과에서는
운동집단 94점,통제집단 142.00점으로 강박증은 통제집단이 운동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집단별 강박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변 인
운동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강박증 사전 50 158.00 .70 50 132.60 .62
사후 50 94.20 .38 50 142.00 .53

이러한 집단별 변화추이는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보면,운동집단은
63.8점이 낮아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9.4점이 증가하는 변화 추이가 관찰되었다.
<그림2>은 강박증에 대한 집단별 변화추이이다.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
교하여 보면 운동집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통제집단은 다소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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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집단별 강박증의 변화추이

<표 6>은 집단별 강박증에 대한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
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F2.196=128.355,p>.001).

<표 6>강박증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df F P

Group 1 1.596 .209
Time 2 81.621 .000***

Group * Time 2 128.355 .000***
Error(Time) 196

p>.001***

또한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각각의 집단(운동집단ㆍ통제집단)에 대한
측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분석 결과 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49=230.96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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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우우우울울울 변변변화화화

<표 7>은 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다른 집단별 대인 우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표 7>집단별 우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변 인

운동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우울 사전 50 161.40 .72 50 129.60 .73
사후 50 97.20 .56 50 146.20 .68

먼저 집단별 우울의 변화는 사전에는 운동집단은 161.40점,통제집단은 129.60점
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운동집단이 통제집단 보
다 높게 나타났지만 많은 감소가 관찰되었다.한편 사후측정 결과에서는 운동
집단 97.20점,통제집단 146.20점으로 우울은 통제집단이 운동집단보다 높게 나
타났다.이러한 집단별 변화추이는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보면,운동집단
은 64.2점이 낮아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16.6점이 증가하는 변화 추이가 관찰되
었다.
<그림 3>은 우울에 대한 집단별 변화 추이이다.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
교하여 보면 운동집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통제집단은 다소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4-

우울

0

50

100

150

200

사전 사후

측정시

점
운동집단

통제집단

우울

0

50

100

150

200

사전 사후

측정시

점
운동집단

통제집단

그림 3.집단별 우울의 변화추이

<표 8>은 집단별 우울에 대한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정
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간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F2.196=764.354,p>.001).

<표 8>우울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df F P

Group 1 .366 0.547
Time 2 64.354 .000

Group * Time 2 146.517 .000
Error(Time) 196

p>.001***

또한 집단ㆍ시점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각각의 집단(운동집단ㆍ통제집단)
에 대한 측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9=214.76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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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불불불안안안 변변변화화화

<표 9>은 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다른 집단ㆍ측정시점별 대인
불안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표 9>집단별 불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변 인

운동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불안 사전 50 159.67 .64 50 130.33 .75
사후 50 98.00 .49 50 132.00 .75

먼저 집단별 불안의 변화는 사전에는 운동집단은 159.67점,통제집단은
130.33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통제집단은
130.00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많은 감소가 관찰되
었다.한편 사후측정 결과에서는 운동집단 98.00점,통제집단 132.00점으로 불안
은 통제집단이 운동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집단별 변화추이는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보면,운동집단은 61.67점이 낮아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1.67점이 증가하는 변화 추이가 관찰되었다.
<그림 4>은 불안에 대한 집단별 변화 추이이다.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
교하여 보면 운동집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통제집단은 다소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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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집단별 불안의 변화추이

<표 10>은 집단별 불안에 대한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정
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간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F2.196=74.488,p>.001).

<표 10>불안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df F P
Group 1 .090 .764
Time 2 57.226 .000***

Group * Time 2 78.488 .000***
Error(Time) 196

p>.001***

또한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각각의 집단(운동집단ㆍ통제집단)에 대한
측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분석 결과 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9=50.216,p>.001).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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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웨웨웨이이이트트트트트트레레레이이이닝닝닝 참참참여여여와와와 적적적대대대감감감 변변변화화화

<표 11>은 중년여성의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다른 집단ㆍ측정시점별 적대
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표 11>집단별 적대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변 인
운동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적대감 사전 50 154.75 .67 50 114.75 .75
사후 50 95.75 .50 50 127.25 .66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별 적대감의 변화는 사전에는 운동집단은 154.75점,통
제집단은 114.75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중
간측정 결과 운동집단은 141.25,통제집단은 126.25점으로 운동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많은 감소가 관찰되었다.한편 사후측정 결과에서는 운
동집단 95.75점,통제집단 127.25점으로 적대감은 통제집단이 운동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이러한 집단별 변화추이는 사전과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보면,운
동집단은 59점이 낮아진 반면에 통제집단은 12.5점이 증가하는 변화 추이가 관
찰되었다.
<그림 5>은 적대감에 대한 집단별 변화 추이이다.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하여 보면 운동집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통제집단은 다소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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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집단별 적대감의 변화추이

<표 12>은 집단ㆍ측정시점별 적대감에 대한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먼저 집단과 측정시점간
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F2.196=123.282,p>.001).

<표 12>적대감의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df F P
Group 1 1.810 .182
Time 2 65.236 .000***

Group * Time 2 124.282 .000***
Error(Time) 196

p>.001***

또한 집단ㆍ시점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각각의 집단(운동집단ㆍ통제집단)
에 대한 측점별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운동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49=159.559,
p>.001).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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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따른 정신건강의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에 있다.따라서 중년 여성을 운동집단(웨이트트
레이닝참여)과 통제집단(웨이트트레이닝비참여)으로 구분하여 웨이트트레이닝
를 12주간 실시하여 사전,사후 총2회에 걸쳐서 정신건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많은 운동심리학자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운동이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고,더불어 긍정적 성격,우울감소,불안
감소,작업수행과 정서적 측면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Morgan&
O'conner,1988).
같은 맥락에서 운동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정신적 복지

(mentalwell-being)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성인의 자긍심 향상에 긍정적인 인
과관계가 있으며,유산소성 운동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 감소는 물론 활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Dishman,1985;
Morgan,1985).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심리적 혜택에 대한 연구들은 가장 최근에

Bachman(1998)은 운동과 심리적 혜택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지속적인 운동은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예,우울,불안,긴장,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며,자긍심과 같은 성격형성과 매우 밀접한 인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 Morgan(1985)은 스포츠와 운동 경험이 인지된 능력의 영

역에 따라 자기개념 자긍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공적인 체중감량,근력,외모,신체적 기술 등 운동을 통하
여 얻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은 개인의 자긍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희,최용주(1997)는 66세 이상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에어로빅댄스가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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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능,신체조성,유연성,근지구력 등과 같은 건강관련 요소들에 유의한 향
상을 보고하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근지구력,심폐지구력,순환 및 대사 작
용,내분비와 면역기능 등 건강 체력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는 경험적 이해의
증대에 따라 일반 대중의 운동 참여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특히,근래에
이르러 운동 참가자들이 신체적인 안녕(well-being)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조로서 인식한다고 하였다.Rejeski&
Brawley(1988)는 최근 스포츠심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으로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는 경쟁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인의 운동참가,지속적인 운동참가 및 운동참가
습관화의 결정요인,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김진호(1993)는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
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의 여자들은 운동을 활
발히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불안,초조감을 상당히 줄여 준다고 하였
다.우울증의 치료로서 운동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고,신경쇠약 환자에게도 운
동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또한 유진(1993)도 운동이 불안,우울증,스트레스,
무드 등의 정서 및 감정적 요인들의 변화,반응시간,기억력,추리력 등 인지
과정 및 능력 요인들의 변화와 자기개념,자존심의 변화 등 총체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Morgan(1985),Morgan & O'conner(1988)는 정규적인 운동활동 참여자의
85%가 운동 후 기분 좋은 정서상태를 경험하며,자긍심과 활력감이 증진되고,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임상학적 효과를 보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류호상(1997),김병준(2001)은 심리적 안녕감 요인의 긍
정적 효과에서도 시사하고 있듯이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혜택 중 전술한 부
정적 정서의 감소 뿐만아니라 재미,즐거움,유희적 속성 또는 흥미,심리적 안
녕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아직 운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 이유를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토대로 살펴보면,첫째,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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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정신건강 연구의 대부분이 손쉬운 정상인을 피험
자로 고용하여 다양한 사례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비만인,장애인,다양한 정
신적 장애를 가진 자 등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회의적이다(류호상,
1997).둘째,종속변인인 정신건강 측정 방법이 대부분 실험이 아닌 사회학적
조사연구 방법을 취함으로써 운동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류호상,1997;유 진,1993).셋째,지속적이고 종
단적 연구의 부재 현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운동과 건강의 다양한 혜택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보다 폭넓은

사례들과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들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로 선정된 중년 여성은 그 시기로 볼

때 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의 시기로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중년여성의 부정적 특징으로서 신체적으로 성인병,퇴
행성 질환,골다공증 등의 이환율이 증가되는 것(정은순,2000)뿐만 아니라 발
작성 흥분 현상,안면홍조,두통,심계항진,현기증,불면증,위장장애와 같은 질
병에 유발할 수 있다(이경혜 등,1997).
또한 중년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Achte(1980)
는 중년기 시기의 여성은 심리적인 공포감과 열등감,우울증과 불안이 전환반
응에 의하여 정신,신체적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폐경과 노화
현상에 대한 회고,결혼과 직업에 대한 만족 등의 심리상태가 폐경기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중년기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다양

한 부정적 정서와 신체와 관련된 자긍심에 매우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운동과 정신건강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있

었다.이러한 시도들에 공통된 주장은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운동 또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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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긍정적인 정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즉,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운동은 우울감소,불안감소,작업수행과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신건강의 혜택들은 모든 연
령과 성별에서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 5가지 하위 요인 즉,신체화,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모두 운동집단에서 감소 추이가 발견되었다.반대
로 통제집단에서는 신체화,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공포불안,요인에서 증
가 추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

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5개의 하위요인 모두 집단별 상호작용효과가 인정되었
다.상호작용효과 인정에 따른 개별 집단(운동집단,통제집단)의 반복측정에 의
한 일원변량 분석결과에서 신체화,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요인에서 운동
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균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집단의 정신건강 하위요인들의 감소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통제집단의 정신건강 5개의 하위요인에서 증가현
상이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결과적으로 중년기 여성
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가는 정신건강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 30-40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병준(2001)의

결과에서 지속적인 운동요법에 참여한 운동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 보다 긍정
적 정서인 자긍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며,더불어 부정적 정서인 신체화,
강박증,우울증,불안,우울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는 다분히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 중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에게 정
신건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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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에 있다.따라서 총 100명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집
단(50명)과 통제집단(50명)으로 구분하여 조작화된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을
총 12주간 실시하였다. 이에 사전(0주),사후(12주)총2회에 정신건강 변화를
관찰하였다.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중년기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는 정신건강의 5가지 하위요

인(신체화,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BBB...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규칙적인 웨이트트레이닝 참여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12주에 한정하여 장기간의 운동에 효과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장기간의 실험 설계의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중년기여성의 운동참여에 있어 갖는 특성,운동 빈도,강도,시간.기간
등을 고려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동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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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본 설문조사는 규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참여가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중년 여
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아울러 그 외
에는 어떠한 조사나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제시된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신 종 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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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종훈의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필요
한 기초적인 배경 질문지와 E-mail등을 제공하고 사용할 것
을 허가합니다.또한 나는 12주동안 신종훈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나는 신종훈의 연구 과제가 성실히 수행되기 위하여 나의 자
료가 인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합니다.또한 신종훈의 논문에서
나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04년 12월

연연연구구구 참참참가가가자자자 성성성명명명 :::

연연연구구구 참참참가가가자자자 서서서명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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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부부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사사사항항항 관관관련련련 질질질문문문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번호에 ___또는
()안에 ‘■'표시를 하거나 '■'표를 하여 주십시오.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보기에 없
거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1.귀하의 연령은?( )세

2.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명

3.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
■ 무학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학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석사 ■ 대학원 박사

4.귀하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가족의 월급,집세,이자,기타 잡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백만원 단위로 써주십시오 ( 백 만원)

5.귀하의 건강상태는 좋은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건강한편 ■ 다소 건강한편 ■ 다소 허약한편 ■ 매우 허약한편

6.귀하의 체중은 ? ( )kg

7.귀하의 신장은 ? ( )cm

8.귀하의 가족형태는 ?
■ 부부 ■ 혼자 ■ 자식 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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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 관관관련련련 사사사항항항 질질질문문문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에에에서서서 느느느끼끼끼는는는 정정정신신신건건건강강강을을을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답답답을을을 선선선택택택하하하여여여 맞맞맞는는는 숫숫숫자자자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시시시오오오...

1.머리가 자주 아프다. 1 2 3 4 5

2.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1 2 3 4 5

3.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 2 3 4 5

4.사소한일에도 짜증이 나며 현기증이 난다. 1 2 3 4 5

5.성욕이 감퇴한다. 1 2 3 4 5

6.사람들이 나를 용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1 2 3 4 5

8.가끔씩 울화가 치민다. 1 2 3 4 5

9.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1 2 3 4 5

10.기운이 없고 우울하다. 1 2 3 4 5

11.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12.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롭다. 1 2 3 4 5

14.모든 일에 흥미와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울기를 잘한다. 1 2 3 4 5

16.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1 2 3 4 5

17.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기억력이 좋지 않다. 1 2 3 4 5
19.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 하거나 불친절하다

고 느낀다. 1 2 3 4 5

20.성 문제로 고민한다. 1 2 3 4 5



-42-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성성성실실실한한한 답답답변변변에에에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를를를 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않않않
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않않않
다다다 보보보통통통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그그그렇렇렇

다다다

1.구역질이 나거나 잘 토한다. 1 2 3 4 5

2.가끔 심장이 마구 뛴다, 1 2 3 4 5

3.매사에 결단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4.몸매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1 2 3 4 5

5.긴장이 잘된다. 1 2 3 4 5

6.마음속이 텅 빈것같다. 1 2 3 4 5

7.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1 2 3 4 5

8.사람들이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9.팔,다리가 묵직하다. 1 2 3 4 5

10.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1 2 3 4 5

11.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1 2 3 4 5

12.사람들과 함께 있을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1 2 3 4 5

13.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14.다른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신념을 가
지고 있다. 1 2 3 4 5

15.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16.매사에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한다. 1 2 3 4 5

17.모든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마음이놓인다 1 2 3 4 5

18.가끔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19.어떤물건이나 장소가 겁이나서 피한다. 1 2 3 4 5

20.넓은 장소나 거리에나가면 두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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