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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슈 산타 수련이 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차준열, 박찬대(호원대학교), 박정민(충남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S시에 거주하는 10～13세의 초등학
생 40명(EG/20명, NEG/20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우슈 산타 수련이 비만 초등학생
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룹별 신체
구성(체중,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과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을 알아
보았다.
우슈 산타 수련 후 신체구성의 변화는 EG 그룹에서 골격근량, BMI, 체지방률, 기
초대사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차이에서는 사후검사에서
신체구성의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우슈 산타 수련
후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EG 그룹에서 카리오카, 크로스 스텝, 한
발멀리뛰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NEG 그룹은 한발멀리뛰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룹 간 차이에서는 사후검사에서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아, 우슈 산타 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
력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우슈 산타, 신체구성,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비만초등학생

Ⅰ

. 서 론

우슈(Wu-shu)는 중국전통의 체육종목인 쿵푸를 경기화 시킨 무도스포츠로써 동양
무술의 근원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실전 무술이다. 이러한, 우슈는 경기우슈와
전통우슈로 구분되며, 각각 투로와 대련으로 나누어지진다. 경기우슈의 투로는 장권전
능(長拳全能), 남권전능(南拳全能), 태극권전능(太極拳全能), 자선(自選)의 도수(徒手)와
병기술과 같은 표연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우슈의 대련 종목은 산타(散打)로
* 교신저자: mine7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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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박귀순, 2012). 전통 우슈의 투로는 당랑권, 소림권, 태극권 등의 도수와 다
양한 종류의 병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우슈의 대련은 도수 대련, 병기 대련, 혼
합 대련(도수와 병기 대련, 단병기와 장병기 대련)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경기우슈와 전통우슈의 투로 종목은 표현연기로 승부를 정하는 형식적인 방법은
같으나 도수대련은 경기규칙, 경기방법, 경기규격 등이 달라 많은 문제점을 대두시켰
으며, 이에 오늘날의 경기화된 산타로 규합하였다(박귀순, 2012).
우슈 종목 중 산타 경기는 같은 체급의 선수끼리 자유대련으로 맞붙어서 승부를 겨
루는 방식으로 낭심 부분을 제외하고 치고, 차고, 던지는 등 자유자재의 기술로 다양하
게 공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의 이종격투기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최
병진, 2001). 이러한, 산타경기는 매우 높은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며, 상대
방으로부터 맹렬한 직, 간접적인 신체의 타격을 주고받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격
과 방어를 계속하는 고도의 전신운동을 쉼 없이 지속하여야하는 높은 에너지 소비를
보이는 운동으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균형능력 등의 발달이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산타경기는 고도의 지구력과 심폐기능 및 근기능의
향상과 에너지 소비에 매우 유용한 운동으로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국내, 외의 우슈 참여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Tionlong
Duan, 2015), 우슈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산타경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이렇듯, 우슈에 대한 관심은 근대 스포츠종목으로서 세계화에 성공하여 현재
아시안 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엘리트 스포츠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으
며, 엘리트 스포츠로써의 우슈 참여 인구 또한 청소년 및 성인에 편향되어있던 연령
대가 초등학생 및 유아들의 성장 및 신체균형의 맞춤형 운동으로 바뀌고 있다.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과도한 영양섭취는 성장기 아동들의 비만의 주원인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2010)의 발표에 의하면 불균형적인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소아비만의 숫자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아
비만은 체형불균형과 체력의 저하 및 대사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의 발병율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0; Skinner,
2001), 신체활동 수준과 운동량이 떨어질수록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강태원, 허정, 2008).
초등학생 시기인 아동기는 발육·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운
동습관을 길러주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 증진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박정
민 등, 2015), 초등학생 시기의 신체활동과 체력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은 그만큼
성장기 학생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은 평생 건강을 위한 체력의
기초를 다지고, 운동 기능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종
환, 김종원, 2010). 또한, 성장기 아동들의 지속적인 트레이닝은 체중과 신체구성의
개선을 가져오며,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체력 증진 및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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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으며(Dao et al, 2004),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구성뿐만
아니라 체력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 발달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신체활동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으로, 이미 정해진 교과내용의 학습 등으로 인해 타율적이며 강제성인 특성이 있
으며 실기 위주의 운동장 수업, 학생들의 운동 기능 및 체력수준의 차이, 남녀학생간
의 개인차, 열악한 체육시설 및 공간 부족, 교과의 전문성 결여, 과밀학급, 불분명한
학업 성취 등으로 인하여 체육수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동시에 체육수업의 위
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종률, 2005). 이러한 원인은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
과 TV시청, 컴퓨터, 스마트 폰 사용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와 운동량의 부족
으로 체력은 오히려 역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이 국가적인 해
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체력저하의 원인과 그로인한 소아비만의 위험에 관한 연
구들은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교체육이 아닌 새로운 운동프로그램들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슈
종목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인 연구는 타 종목에 비해 많지 않으며, 더욱이 성장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슈 산타 프로그램 참여 그룹과 비 참여그룹을 비교분석하여
우슈 산타 수련이 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 능력 개선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S시에 거주하는 10～13세의 초등
학교 소아비만(BMI 26 kg/㎡ 이상)인 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 참여
자들의 그룹선정은 우슈 산타 운동그룹(Exercise group/ EG, n=20)과 비 운동 그룹(Non
Exercise group/ NEG, n=20)으로 무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집단화하였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변인의 사전검
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우슈 산타
프로그램은 정규학교수업이 모두 끝난 방과 후 시간으로 12주간 시행하였으며,
우슈 산타 운동그룹(EG)에만 적용하였고 비 운동 그룹(NEG)은 우슈 산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보호자의 실험참여 동의서를 받
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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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징

연령(yrs)

Non Exercise group
(N=20)
Exercise group
(N=20)

슈투

2. 우

련

로 수

11.36±1.24
11.44±1.32

신장(㎝)
140.12±10.14
139.88±11.33

Mean±SD

체중(㎏)

48.26±11.32
46.94±12.22

프로그램

본 연구의 우슈 산타 프로그램은 대한우슈협회(2016)의 우슈 산타 경기 교본을 이
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He Guo-jian(2011)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슈 산타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성장발육에 도
움을 주는 스트레칭과 성장체조 및 매트운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운동 프로그램은 타
격기술인 주먹치기와 발차기로 구성하였으며, 실험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밀기와 던지
기기술은 생략하였다. 본 연구의 우슈 산타 프로그램은 12주간 주 4회 60분 프로그램
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우슈 산타 프로그램
구분

시간

운동내용

준비운동 10-15분 스트레칭
성장체조 및 매트운동
권법-주먹치기(2분×2세트)/ 주먹으로 미트치기
(3분×3세트)
발로 미트차기
본운동 30-40분 퇴법-발차기(2분×2세트)/
(3분×3세트)
연공(주먹+발 연결동작 수련)
3분×3세트
정리운동 5-10분 스트레칭 및 매트운동

운동강도

HRmax%
50-60

3. 측정도구 및 방법
가. 신체조성 검사

피험자들의 신장은 자동 신장계 BSM330(Biospace Co., Seuol, Korea)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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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체중과 체지방율 및 BMI 측정을 위해 Inbody 720(Biospace Co.,
Seuol, Korea)을 사용하였다. 측정방식은 피험자가 직립자세로 팔과 다리를 약간 벌
린 자세를 취하고 측정계의 표시된 위치에 맨발로 올라선 후 손으로 전극 손잡이를
잡고 기계의 측정 순서대로 체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체력의 구성요소인 운동수행 관련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능적 운
동수행능력의 항목으로 카리오카(carioca), 동시수축(co-contraction), 셔틀런
(shuttle-run), 크로스 오버 업 스텝(Cross over up step)과 한발멀리뛰기검사(one-leg
hop test)검사를 사용하였다.
1) 카리오카(carioca)능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운동수행관련 체력 요소인 민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카리오카 능력
측정은 Lephart et al. (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피험자에게 발을 엇갈리게
하며 옆으로 뛰게 하는 검사이다. 40피트(12.192m)거리를 측면스텝으로 하면서 돌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시작 위치로 시작 위치로 돌아오는 80피트(24.384m)코스 완료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한 측정치의 평균을 얻어 카리오카 능력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동시수축(co-contraction)능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운동수행관련 체력 요소인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해 동시수축 능력
측정은 Lephart et al. (1991)이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직경 2.5cm, 길이 1.23m
의 강력한 고무 튜브의 한쪽 끝을 바닥으로부터 1.52m 높이의 벽에 고정하였다. 바
닥에는 반지름이 2.44m인 반원을 그리고 피험자에게 검사 중 반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하였다. 피험자는 튜브가 고정되어 있는 벽의 한 지점을 바라보며, 반
원의 좌측에서 시작하여 우측으로, 다시 좌측 순으로 사이드 스텝(side step)을 이용
하여 최대한 빨리 5회 실시하였다(우측으로 3회, 좌측으로 2회). “시작”의 구령과 함
께 측정을 시작하고 피험자가 완전히 수행을 완료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second)
로 평가하였으며, 이렇게 3회 반복한 측정치의 평균을 얻어 동시수축 능력을 비교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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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셔틀런(shuttle-run)능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하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왕복달리기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Lephart et al. (1991)과 Demeritt et al. (2002)에 의해 시행된 방법을 사
용하였다. 6.1m의 거리를 두고 편평한 바닥위에 테이프로 표시를 한 후 피험자를 한
쪽 테이프 바로 뒤에 준비시키고 “출발” 구령과 함께 2회를 왕복하도록 하여 총
24.4m를 최대 속도로 달리게 하여, 마지막에 출발 쪽 테이프를 지나갈 때까지의 시
간을 평가하였다. 방향 전환을 위해 원을 그리지 말고 발목을 이용하여 몸을 달릴 방
향으로 즉각 전환하도록 요구 하였다. “시작”의 구령과 함께 측정을 시작하고 피험자
가 완전히 수행을 완료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second)로 평가하였다.
4) 크로스 오버 업 스텝(Cross over up step)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운동수행관련 체력 요소인 하지의 근파워와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크로스 오버 업 스텝(Cross over up step) 측정을 실시하였으
며, 25㎝의 스텝박스에 한쪽다리를 올려놓고 스텝박스 반대편으로 다리를 넘기는 동
작으로 1분간 다리위치를 교환한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한쪽발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
으로 반대쪽 다리도 실시하였다.
5) 한발멀리뛰기검사(one-leg hop test)능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운동수행관련 체력 요소인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발멀리뛰기
측정을 하였으며, 한 다리로 도약 삼단 멀리뛰기를 3번의 연속 도약해서 뛴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3회 반복한 측정치의 평균을 얻어 한발멀리뛰기 능력을 비교 분
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0.0(window statistical package)을 이용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후, 집단 내 실험 전, 후의 유의성 검정은 대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한 사전검사
및 실험 전, 후의 유의성 검정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
하였다. 이때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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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과

1. 신체구성의 변화

우슈 산타 수련 후 신체구성의 변화는 <표 3>와 같다. EG 그룹의 신체구성의 변
화는 운동 전과 후에 체중(p<0.003), BMI(p<.002), 체지방률(p<.000), 기초대사량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골격근량(p<.004)은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NEG 그룹의 신체구성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슈 산타 수련 전, 후 그룹 간 차이의 사전검사에서는 신체구성의 모든 변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도 체중(p<.000), 골격근량
(p<.003), BMI(p<.012), 체지방률(p<.000), 기초대사량(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피험자들의 신체구성의 변화
Groups

Items
체중(kg/m2)

EG(n=20)
NEG(n=20)

골격근량(kg)

EG(n=20)
NEG(n=20)

BMII
(kg/㎡)

EG(n=20)
NEG(n=20)

t**
t**
t**

체지방률(%)

EG(n=20)
NEG(n=20)

기초대사량

EG(n=20)
NEG(n=20)

t**
t**

pre

post
45.42±9.26
49.27±10.26
-1.003
-3.936
17.13±3.33
18.18±3.72
17.66±3.48
17.31±5.32
-.968
-2.480
28.16±2.61
26.82±2.82
28.48±3.12
29.01±3.65
-.602
-3.102
29.82± 6.27
27.72±8.22
29.98±7.63
29.92±8.23
-.460
-3.609
966.52±112.36 1036.32±128.62
972.23±102.36 978.86±121.46
-1.110
-5.906

46.94±12.22
48.26±11.32

†††

†

††

†††

* : Paired t-test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a group
**: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both groups(pre/a, post/b)

†††

t*

M±SD

-2.661
0.820
-3.002
0.293
3.402
-0.902
3.440
0.202
-4.362
-0.366

††

††

†††

†††

†††

†,††, and ††† mean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2.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변화

우슈 산타 수련 후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EG 그룹의 기
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변화는 운동 전과 후에 카리오카(p<0.03), 동시수축(p<.000), 셔
틀런(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크로스 오버 업 스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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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p=.000), Left(p=.023), 한발 멀리뛰기 검사의 Right(p=.000), Left(p=.000)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NEG 그룹의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슈 산타 수련 전, 후 그룹 간 차이의 사전검사에서는 기
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도 카리오카(p<.032), 동시수축(p<.000), 셔틀런(p<.000), 크로스 오버 업 스
텝의 Right(p=.000), Left(p=.034), 한발 멀리뛰기 검사의 Right(p=.000), Left(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피험자들의 신체구성의 변화
Items

카리오카
(carioca/초)
동시수축
(co-contraction/초)
셔틀런
(shuttle-run/초)
크로스오버업스텝 Right
(Cross over up
step/회)
Left

한발멀리뛰기검사

(one-leg hop test/㎝)

Groups

1.120
27.33±3.68
27.62±3.28
-.968
12.26±2.21
13.12±3.06
-.633
39.22± 6.33
39.38±7.12
-.460
34.21± 5.32
33.98±4.82
-.460
72.32±11.33
72.23±10.36
-0.310
66.12±10.36
66.63±12.22
-0.221

t**

EG(n=20)
NEG(n=20)

t**

EG(n=20)
NEG(n=20)

t**

EG(n=20)
NEG(n=20)

t**

EG(n=20)
NEG(n=20)

t**

Right

EG(n=20)
NEG(n=20)

Left

EG(n=20)
NEG(n=20)

pre

15.92±3.21
15.24±2.36

EG(n=20)
NEG(n=20)

t**
t**

post
14.42±2.86
15.11±2..26
-2.026
24.12±3.12
27.31±4.21
-4.484
10.86±2.32
13.66±3.88
-4.962
44.32±9.12
39.92±6.21
-3.729
35.62±4.33
34.02±5.63
-1.909
86.12±12.22
74.86±11.43
-4.096
72.13±11.86
68.36±9.23
-2.366

* : Paired t-test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a group
**: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pre- and post-values in both groups(pre/a, post/b)

†

†††

†††

†††

†

†††

††

M±SD

t*

-2.603
0.312
-4.682
0.303
3.652
-0.462
3.962
0.882
2.020
0.620
-4.662
-0.862
-3.422
-0.862
†

†††

†††

†††

†

†††

†††

†,††, and ††† mean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Ⅳ

. 논 의

본 연구는 우슈 산타 수련이 소아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초등학생의 신체불균형 해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
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아비만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우슈 산타 수련그룹과 비 수련그룹으로 나누어 우슈 산타 프로그램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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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아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변인을 관찰한 결과 다음
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슈 산타 수련 소아비만그룹에서 체중, 근골격근, 체지방률, BMI, 기
초대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균형 잡힌 신체구성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시켜주
어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손천택, 201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신체구성은 체지방 감소와 제지방량을 증가시켜 균형 잡힌 신체구
성과 이로 인한 건전한 신체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임순길, 유충열, 2007)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슈 장권과 남권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에 효과가 있다(차준열,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와 비추어 보
면 우슈 산타 수련이 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변인의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성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신
체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비만은(대한비만학회, 2008) 신체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는 대사기능장애와 신체불균형을 통한 성장발육 기능장애를 높이는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Skinner, 2001). 또한, 성장기 아동들의 신체구성과 성장발육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학교체육에 의존하는
현 사회적 실정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아이
들이 참여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우슈 산타
수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학교운동 프로그램이 아닌 엘리트 스포츠로서
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생의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은 성장발달과 체력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한 일상생활과 균형잡힌 자세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1979)하였으며,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은 신체불균형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와 척추질환의 주범으로 성장기 아동의 성장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슈 산타 수련이 소아비만 운동그룹에서 카리오카
검사, 동시수축 검사, 셔틀런 검사, 크로스 오버 업 스텝 검사, 한발 멀리뛰기 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초등학생의 신체
구성 안정화 향상은 신체균형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임은숙 등, 2008)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우슈산타 프로그램이 비만 남녀대학생의 기초체력과 신체안
정화에 도움이되었다(두안 티엔롱, 201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슈에서의
신체균형은 자세유지나 운동기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한
우슈협회, 2016)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슈 종목과 유사성을 보이
고 있는 태권도 수련이 신체중심 변화에 영향 주었다(류시원, 류지선, 2012)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박정민 등(2017)의 태권도 수련인 초등학생의 신체안정화에 영
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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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장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신체구성의 개선 효과와 신체안정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체중, 체지방
률, BMI의 감소와 골격근량, 기초대사량의 향상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초등
학생의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에도 긍정적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성장기 소아비만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우슈 산타 수련은 소아비
만 초등학생들의 신체구성과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운
동 방법이라 생각된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슈 산타 수련이 소아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
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초등학생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아비만 초등학생(EG/20,
CG/20)명을 대상으로 우슈 산타 수련을 실시한 후 신체구성 및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슈 산타 수련 후 신체구성변인의 변화는 EG 그룹에서 체중, 골격근량, BMI,
체지방률, 기초대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NEG 그룹에서는 신체구성
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룹 간 차이에
서는 사후 검사에서 체중, 골격근량, BMI, 체지방률, 기초대사량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2. 우슈 산타 수련 후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EG 그룹에서 카리
오카 검사, 동시수축 검사, 셔틀런 검사, 크로스 오버 업 스텝 검사, 한발 멀리뛰기 검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NEG 그룹에서는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간 차이에서는 사후검사에서
기능적 운동수행능력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우슈 산타 수련은 소아비만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 운동수행능력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이와 같은 신체구성과 기능적 운동수행능력 향상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불균
형해소와 발육발달에 우슈 산타 수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 후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의 연령별 운동습관과 식습관 및 생활습관까지 조사하여 운동요법과
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소아비만 예방
및 신체불균형해소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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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Wushu-Sanda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and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in Obese
Elementary Students

Cha Jun Youl, Park Chan Dae(Ho Won University)
Park, Jeong Min(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ushu Sanda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and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in the obese elementar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ushu Sanda Exercise group (n=20) and
Control group (n=20). The Wushu Sanda training program for 12 wee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body composition, ther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dy weight, body mass index, body fat percentage, whereas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skeletal muscle, basal metabolic rate in EG.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arioca, co-contraction, shuttle-run,
Cross over up step Right and Left, one-leg hop test Right and Left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in EG. As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Wushu Sanda
training could improve the body composition and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of obese elementary students.
Key words: Wushu Sanda training, body composition,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obese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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