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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트레이닝이 여자 아동의 체력, 혈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에 미치는 영향

유동훈¹, 허유섭²

¹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²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서 론

아동기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인지기능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식 생활패턴,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게임 등 좌식생활의 증가로 

신체활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85% 이상이 신체활동 부족

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이러한 신체활동의 부족은 체력저하, 소아 성

인병 및 골밀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감소된 

골량, 뼈의 불안전성과 근력의 감소 등은 성인기의 골절 위험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호르

몬의 변화로 골밀도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골다공증 유병률을 나타낸다[5].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진료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535,000명에서 2011년 773,000

명으로 44.3%로 증가하였으며, 성별 분석의 결과 여성의 점유율은 약 

92.5-93.6%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6].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기 동안 최대 골질량이 평균 수준보다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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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ossFit training on physical fitness, blood lipids and bone metabo-
lism index of prepubescent girls. 

METHODS: Eighteen elementary school girls were assigned to either crossFit training group (CTG: n=9, Height: 148.08±5.80 cm, 
Weight: 58.26±3.29 kg, Age: 11.44±0.73 year) or control group (CON: n=9, Height: 147.49±5.41 cm, Weight: 56.83±3.72 kg, Age: 
11.22±0.83 year). crossFit training program consisted of workout of the day (WOD) with 3-4 items for 10 weeks (3 day per week).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hand grip, back strength, sit-up, sargent jump, eyes-closed one-leg standing and trunk flex-
ion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TG. 2) The TC, TG, LDL-C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HDL-C was increased signifi-
cantly in the CTG. 3) The osteocalci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TG,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lkaline 
phosphatase and calcitonin.

CONCLUSIONS: CrossFit training was effective for physical fitness and blood lipid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ne 
metabolism index. Long-term exercise may be effective for positive changes in bone metabolism index and further study on crossFit 
training consisting of different exercise intensity, period, and frequency should be performed on prepubescent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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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여성의 경우 최대 골질량이 형성되

는 시기는 약 12.5세 전후에 최대비율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7]. Hansen et al. [8]은 아동기에 골밀도 형성과 최대 골질량 획득이 

폐경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최선책으로 보고하였다. 2015

년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에서는 생애 골밀도 발달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7]. 발표 결과, 가장 직접적

인 요인은 개인의 유전자가 60-80%의 영향을 주며, 나머지 20-40%는 

영양소, 건강에 해로운 습관(흡연, 음주 등)과 고강도 신체활동이 포함

되었다. 이 중 수년간의 연구에서 골 건강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요

인은 고강도의 신체활동과 칼슘의 섭취라고 보고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체의 조골세포에서 골을 자극하여 골 생성을 촉

진하며, 골밀도는 운동강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9]. 골밀도의 향

상을 위해서는 낮은 운동강도보다 높은 운동강도의 트레이닝이 효과

가 있으며[10], 체중 및 중량부하 운동은 골 건강에 필수적인 운동으로 

기계적인 부하의 자극은 골의 발달 및 재형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11]. Mitchell et al. [12]도 아동기의 골무기질량과 골밀도의 증가는 고

강도 신체활동의 수행 시간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10대 초반 아동들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의하면 30분 이상의 운

동시간에 10분 이상은 고강도의 운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장하였

다[13]. Jung et al. [14]은 비만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의 하나인 스텝 박스 운동을 12주간 실시하여 골밀도의 향상을 보고

하였으며, MacKelvie et al. [15]은 사춘기 전의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7

개월 동안 다양한 점프 운동 프로그램을 주 3회, 10분간 중재하여 요

추, 대퇴골의 골밀도 향상을 보고하였다.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골대

사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줄넘기와 같은 점핑(jumping) 동작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6,17],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행하

는 고강도 저항성 운동종목 중의 하나인 크로스핏을 여자 아동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크로스핏은 1996년에 미국의 체조 및 피트니스 코치인 Grag Glass-

man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신체활동 중 가장 좋은 운동유형으로 소

개하였다. 크로스핏 관련 지도자들은 주로 체조, 올림픽 역도 및 파워

리프팅(power lifting)과 같은 다양한 동작들을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

하고 있다[18]. 크로스핏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것으

로 여겨지지만, Bakshi [19]는 지난 10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크로

스핏 운동으로 “CrossFit Kids”를 언급하였다. CrossFit Kids는 모든 동

작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아

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체조, 맨몸운동과 웨이

트 리프팅 요소들을 결합하여 실시하며, 10가지 영역의 신체능력(심폐

지구력, 최대근력, 유연성, 협응력, 민첩성, 균형감각, 정확성, 파워, 스테

미너, 속도)을 개발하고, 특히 골밀도 및 전정기관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20]. 또한, 크로스핏의 특징은 저항성 운동처럼 특

정 근육이 아닌 전신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으로 구성되어 

운동량이 크며, 운동수행 방법에 경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흥미유발

과 동기부여가 가능하다[21]. 

크로스핏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ng et al. [22]은 남자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크로스핏 운동을 실시하여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체지방률과 골밀도에서 T-score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Bakshi [19]는 20명의 초등학생(남 13명, 여 7명)을 대상으

로 매일 30분씩 크로스핏 운동을 진행하여 학업성취도에 관련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Yu [23]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12주간 크로스핏 운

동집단과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건강 

및 기능관련체력에서는 최대산소섭취량과 사이드 스텝에서 크로스핏 

운동집단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혈중지질은 두 집단 모두 총콜레스테

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감소하였으

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은 증가하였으며, 크로스핏 프로그램의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보다 짧은 운동시간에 효과를 보여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

으로 보고하였다. Kim [24]은 비만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크로

스핏을 실시하여 건강관련체력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은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혈중지질성분은 TC, TG와 LDL-C는 

감소, HDL-C는 증가를 보고하였다. Yoo & Huh [25]의 연구에서 12주

간 크로스핏 운동을 실시하여 TG, LDL-C는 감소하였고, HDL-C의 증

가를 보고하였다. 크로스핏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 남녀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골대사 지표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을 실시하여 체력, 혈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를 분석하고, 크로스핏 트레

이닝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거주하는 여자 초등학생 18명으로 무선배

정을 통하여 크로스핏 트레이닝 집단(crossFit training group, CTG) 9명, 

통제집단(control group, CON) 9명으로 구분하였다. CTG는 10주간 운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CON은 동일 기간 동안 운동수행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하였다. 실험 전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실험 참여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참여의사

를 밝힌 학생들 중 의학적 특별한 질환과 초경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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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항목 및 방법  

1) 체력 

본 연구에서 체력 측정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근력, 유연성, 순

발력, 민첩성, 평형성을 선택하였으며[23,26],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

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악력은 악력계를 이용

하여 좌우 모두 팔과 몸통이 붙지 않게 하여 측정하며 평균값을 0.01 

kg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배근력은 배근력계를 사용하여 0.01 kg단위

로 기록하였으며, 발판 위에서 양발 끝을 15 cm 정도 벌려 서서 손잡이

를 바로 잡게 하며, 피험자는 등을 펴면서 상체를 30° 전방으로 기울인 

다음 손잡이를 힘껏 끌어당기도록 측정하여, 2회 실시한 뒤 우수한 기

록을 0.01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유연성 검사는 체전굴을 2회 실시하

여 기록을 0.01 cm 단위로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택하였다. 순발력 검

사는 서전트 점프를 2회 실시하여 최고치를 0.01 cm 단위로 기록하였

다. 민첩성 검사는 전신반응시간 검사로 전방에 빛이 발산되어 그 빛을 

보고 제자리에서 뛰는 시간을 0.01 second로 기록하였으며, 2회 실시하

여 더 우수한 기록을 선택하였다. 평형성 검사는 눈감고 외발서기를 2

회 실시하여 오래 견디는 시간을 0.01 second 단위로 측정하였다.

2) 혈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

본 연구에서 혈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는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 2회에 걸쳐 검사하였으며, 혈액채취는 24시간 충

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12시간 금식 후 상완정맥을 통하여 10 mL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혈액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헤파린 처리하

여 원심분리 후 혈장만을 분석 전까지 -70°C 냉동 보관하였다. TC, TG

와 HDL-C는 측정용 시약(Asanpharm, Korea)을 이용하여 효소 분석

법으로 분석하였고[27], LDL-C는 방정식[LDL-C =TC-(HDL-C-TG/5)]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28]. 

알칼리성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 ALP)는 알칼리성 포스

파타제 측정용 시액(Asanpharm, Korea)으로 Sequoia-Turner model 340 

spectrophotometer (Sequoia-Turner Co., USA) 기기를 사용하여 Kind-

King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아 참고치는 성인의 3배인 198-660 IU/L

이다[27]. 오스테오칼신(osteocalcin, OC)은 Competitive법에 의하여 

OSCA test osteocalcin kit (Brahms, Germany)를 사용하여 γ-Counter 

(COBRA 5010 Quantumn, USA)에서 측정하였으며, 혈중 정상 오스테

오칼신의 수치는 10-20세 사이는 10-100 ng/mL이다[29]. 칼시토닌(calci-

tonin, CT)은 1470 wizard γ-Counter (Amersham Pharmacia Biotech, Ja-

pan) 기기를 사용하여 면역방사계수측정법(immunoradiometric assay: 

IRMA)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아 참고치는 0-10 pg/mL이다[30].

3.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Kloeris [31]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동 대상의 10주

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응용하였으며, 운동빈도 주 3회, 1

일 운동시간은 준비운동 5-7분, 주 운동(workout of the day, WOD) 5-7

분, 정리운동 5분으로 진행하였다. 준비운동은 3-4가지의 크로스핏 관

련 동작으로 구성하였으며, HRmax 30-40%의 운동강도로 진행하였

다. 주 운동은 3-4가지 동작을 제한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라운드

(round)를 하는 방식(as many rounds as possible, AMARP)의 형태로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부상 방지와 운동강도의 적응을 

위해서 1-4주는 HRmax 40-50%, 4-8주는 HRmax 50-60%, 9-10주는 

HRmax 60-70%로 점진적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운동강도는 카르보

넨 공식(Karvonen formula)의 [목표심박수= (최대심박수-안정시 심박

수) ×운동강도+안정시 심박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고[32], 목표심박

수의 유지는 심박측정기 Polar (POLAR, Finland)를 이용하여 운동강

도의 유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 운동의 제한시간 내에 개인별 시행

한 라운드 횟수와 신체상태를 체크하여 차후 운동수행 시 개인별 운

동량을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운동시간은 30분 미만이며, 10주간

의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모집단의 사례수가 적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으므로, 비모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체력, 혈

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의 변인에 대하여 크로스핏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

수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고, 운동처치 효과에 대한 집단 내 

전후의 차이 검증을 위해 Wilcoxon sing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체력

여성 아동의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체력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TG (n=9) CON (n=9)

Age (yr) 10.78±0.67 11.00±0.71
Height (cm) 141.34±8.80 142.90±8.69
Weight (kg) 37.04±6.40 36.43±6.21
BMI (kg/m2) 18.43±2.51 17.74±1.65

Values=means±SD. 
CTG, crossFit training group; CON, control group;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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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각 집단 내 크로스핏 프로그램 적용 전후 체

력 변인에 대한 차이의 결과, CTG는 악력(Z = -2.310, p=.021), 배근력

(Z = -2.677, p=.007), 윗몸 일으키기(Z = -2.673, p=.008), 제자리 높이뛰

기(Z = -2.314, p=.021), 눈 감고 외발서기(Z = -2.549, p=.011), 체전굴(Z = -

2.547,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N은 악력(Z = -2.310, 

p=.021)과 제자리 높이뛰기(Z = -2.257, p=.024)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그리고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 체력 변인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에서 배근력(Z = -3.199, p=.001), 윗몸 일으

키기(Z = -3.589, p=.000), 제자리 높이뛰기(Z = -3.064, p=.002), 눈 감고 

외발서기(Z = -2.740, p=.006), 체전굴(Z = -2.693, p=.007)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Table 2. CrossFit training program   

Weeks Classification Item Method

1-2 Warm-up 30 seconds of Jump rope, 3 minutes, 2 Rounds, HRmax 30-40%
30 seconds of jumping jacks,
30 seconds of tuck jumps

WOD 5× air squat, 5× burpees, 10× sit-ups 5 minutes ARAMP, HRmax 40-50%
Cool-down 500 m walks, Stretching 10 minutes, HRmax 30-40%

3-4 Warm-up 100 m run, 5× sit-ups, 10× burpees 5 minutes, 3 Rounds, HRmax 30-40%
WOD 3× push-ups, 7× air squats, 100 m run 6 minutes, 6 Rounds, HRmax 40-50%
Cool-down 500 m walks, Stretching 10 minutes, HRmax 30-40%

5-6 Warm-up 10× jumping jacks, 10× air squats, 4 minutes, 2 Rounds, HRmax 30-40%
10× mountain climbers, 5× sit-ups

WOD 100 m run, 6× front squat, 4× push-ups 5 minutes ARAMP, HRmax 50-60%
Cool-down 500 m walks, Stretching 10 minutes, HRmax 30-40%

7-8 Warm-up 10× high knees, 10× butt kickers, 5 minutes, 3 Rounds, HRmax 30-40%
10× broad jumps, 10× burpees

WOD 5× push press, 100 m run, 7 minutes, 5 Rounds, HRmax 50-60%
5× front squat, 100 m run

Cool-down 500 m walks, Stretching 10 minutes, HRmax 30-40%
9-10 Warm-up 10× mountain climbers, 10× burpees, 5 minutes, 3 Rounds, HRmax 30-40%

10× jumping jacks, 10× tuck jumps
WOD 5× push-ups, 10× thrusters, 6 minutes ARAMP, HRmax 60-70%

15× mountain climbers
Cool-down 500 m walks, Stretching 10 minutes, HRmax 30-40%

WOD, wo9rkout of the day; ARAMP, as many rounds as possible.   

Table 3. Change of physical fitness after 10 weeks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 Z p-value

Hand grip (kg) CTG
CON

14.83±3.06
14.34±5.05

17.44±3.12*
16.46±5.14*

2.61±2.25
2.11±1.71

-0.883 .377

Back strength (kg) CTG
CON

36.22±11.66
45.22±16.00

53.33±18.30**
46.44±13.26

17.11±10.04
1.22±7.41

-3.199 .001**

Sit-up (Frequency/30 sec) CTG
CON

15.67±1.66
13.89±3.14

24.00±2.74**
13.00±4.61

8.33±3.00
-0.89±2.15

-3.589 .000***

Sargent jump (cm) CTG
CON

27.56±4.16
23.56±2.01

31.56±5.73*
21.33±2.92*

4.00±3.87
-2.22±2.86

-3.064 .002**

Reaction time (sec) CTG
CON

0.34±0.05
0.32±0.11

0.27±0.10
0.32±0.11

-0.06±0.09
0.00±0.15

-0.751 .453

Eyes one leg standing (sec) CTG
CON

17.33±9.34
13.78±11.23

44.44±40.90*
10.89±13.31

27.11±32.16
-2.89±19.92

-2.740 .006**

Trunk flexion (cm) CTG
CON

13.06±3.12
13.39±5.59

18.46±2.87*
13.10±5.71

5.40±3.09
-0.29±4.02

-2.693 .007**

Values=means±SD. 
CTG, crossFit training group; CON, control group.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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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중지질

여성 아동의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혈중

지질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각 집단 내 크로스핏 프로그램 적용 전

후 혈중지질 변인에 대한 차이의 결과, CTG는 TC (Z = -2.670, p=.008), 

TG (Z = -2.668, p=.008), HDL-C (Z = -2.668, p=.008), LDL-C (Z = -2.666, 

p =.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N은 LDL-C (Z = -2.481,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 혈중지질 변

인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에서 TC (Z = -3.062, p =.002), TG 

(Z = -2.484, p=.013), HDL-C (Z = -2.563, p=.010), LDL-C (Z = -3.616,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골대사 지표

여성 아동의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골대

사 지표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각 집단 내 크로스핏 프로그램 적용 

전후 골대사 지표 변인에 대한 차이의 결과, CTG는 OC (Z = -2.192, 

p=.028)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ON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 골대사 지표 변인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는 모든 변

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아동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균형 잡힌 신체조성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체력의 유지로 인하여 질병예방에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크로스핏 트레이닝은 신체의 힘과 

컨디셔닝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신체활동유형이며, 모든 연령대에 

확장 가능한 보편적 운동프로그램으로 전면적인 체력향상에 효과적

인 운동으로 소개되고 있다[18]. 또한, 크로스핏 트레이닝의 운동 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모든 운동 동작들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

다[19]. 

본 연구에서 전면적 체력 향상을 소개한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

램을 10주간 수행한 결과, 전신반응을 제외한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서전트 점프, 눈 감고 외발서기, 체전굴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Kang et al. [22]은 남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크로스핏 운동을 

주 3회, 주 운동시간 30분을 실시하여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

연성 및 체지방률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Kim [34]은 여자 초등학생 32

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음악줄넘기 운동을 주 4회, 주 운동 40분간을 

실시하여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유연성에서 향

상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 

운동시간의 경우 대부분이 최소 30분 이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

Table 4. Change of blood lipids after 10 weeks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 Z p-value

TC (mg/dL) CTG 164.22±19.35  154.00±14.95** -10.11±6.11 -3.062 .002**
CON 169.67±19.85 170.78±18.48 1.11±4.14

TG (mg/dL) CTG 99.56±23.55 90.78±24.74** -8.78±3.80 -2.484 .013
CON 101.11±20.49 99.11±22.51 -2.00±5.22

HDL-C (mg/dL) CTG 49.92±9.59  52.71±9.73** 2.79±1.45 -2.563 .010
CON 51.03±8.26 48.76±5.22 -2.28±4.62

LDL-C (mg/dL) CTG 97.44±17.41   83.78±10.43** -13.67±7.26 -3.616 .000***
CON 100.67±20.76 102.22±19.36* 1.56±9.13

Values=means±SD. 
CTG, crossFit training group; CON, control group. 
***p<.001, **p<.01.

Table 5. Change of bone metabolism after 10 weeks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 Z p-value

Alkaline phosphatase (IU/L) CTG
CON

293.44±94.82
260.78±69.90

300.44±98.56 
247.78±67.75

7.00±47.90
-13.00±29.49

-0.884 .377

Osteocalcin (ng/mL) CTG
CON

77.87±30.70
61.80±17.08

89.31±30.40
65.97±19.11

11.43±18.40
4.17±16.14

-0.397 .691

Calcitonin (pg/mL) CTG
CON

3.13±0.89
2.89±0.61

3.26±1.00
2.52±0.74

0.13±0.57
-0.37±0.52

-1.811 .070

Values=means±SD. 
CTG, crossFit training group; CON, control group.      



http://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19.28.2.122

  유동훈 외  •  아동들을 위한 크로스핏 트레이닝의 유용성 연구  | 127

에서는 주 운동시간이 7분 미만의 짧은 운동시간에 향상된 결과를 보

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크로스핏 트레이닝의 특성으로 특정 근

육보다는 전신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

동량이 크며, 모든 체력 요소를 한 번에 획득하여 일반적인 운동 프로

그램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5]. 따라서 여성 아동

들에게 크로스핏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체력 변인의 향상 

및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다양한 크로스핏 트레이

닝 프로그램의 적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지방대사를 활성화시켜 TC, TG, HDL-C 및 

LDL-C 등의 혈중지질 성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36]. 본 연구에서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후 

TC, TG, LDL-C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HDL-C는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는 크로스핏 트레이닝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TC, TG 및 

LDL-C의 낮은 농도를 유도하였으며[37], HDL-C 농도의 증가는 운동

으로 인해 활성화된 지질대사 및 HDL-C의 혈장 내 유입이 증가한 것

으로 생각된다[38]. Yoo & Huh [25]는 12주간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크로스핏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TG, LDL-C의 유의한 감소와 

HDL-C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TC의 경우 감소하는 경

향은 보였지만, 운동 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im [24]은 

비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크로스핏을 실시한 후 TC, TG, 

LDL-C는 감소하였고, HDL-C는 증가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Lee [39]는 9주간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크로스핏을 실시하여 TC, TG, HDL-C는 운동 전후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운동

기간, 운동형태, 연령 및 식이습관 등에 따라 혈중지질의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40]. 그러나 본 연구에서 TC, TG, HDL-C 및 

LDL-C의 사전·사후 변화의 결과는 크로스핏 트레이닝 집단이 통제

집단과 비교 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혈중지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일

수록 TC, TG, LDL-C는 감소하며, HDL-C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아동기에는 왕성한 골대사 활동을 통하여 뼈의 길이가 성장하며, 

골무기질량과 골밀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42]. 이 시기에 칼슘을 포

함한 적절한 식이섭취와 더불어 다양한 체중부하를 이용한 신체활동

은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노년기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43]. 일

반적으로 골형성에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는 ALP, OC를 들 수 있으며, 

ALP는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당 단백질로 임상에서 골대사 지표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ALP와 운동과의 관련 연구에서 Lee et al. 

[44]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

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동집

단은 운동 전 502.13 IU/L에서 운동 후 553.79 IU/L로 10.3% 증가를 보

고하였다. Back & Oh [45]는 비만 남자중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배드

민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동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반

면, Lee et al. [46]은 학년별 남자고교생에게 8주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 2학년에서 다

소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10주

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적용 후 ALP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 성별, 폐경 상태 등에 따라 

ALP의 농도는 변화하며, 발육기에는 보다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7]. ALP 농도는 소아의 참고치 198-660 IU/L로 

성인의 참고치 66-220 IU/L보다 2-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27]. 본 연구

에서 운동 전 ALP의 농도는 운동집단 283.44 IU/L, 통제집단 260.78 

IU/L로 성인의 참고치보다 높게 나타나 골대사가 활발한 시기임을 알 

수가 있다. 

OC는 조골세포에서 합성된 후 골기질 속에서 침착되며, 새롭게 합

성된 것 중 약 30%가 혈중으로 방출되며 이를 측정하면 골형성 정도

를 예측할 수 있다[48]. 본 연구에서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

램의 적용 후 OC 농도의 결과는 14.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Kim et al. 

[49]은 초등학교 남학생 42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유산소 운동과 무산

소 운동을 실시하여 OC의 비율이 각각 10.8%, 18.7%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Byun [5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태권도 운동을 실시하여 OC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Lee [51]는 여중생에게 체중부하운동을 

실시한 결과 OC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선행연구들 간

에 상이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참가자

의 연령, 운동종류와 기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T는 조골세포의 활성화 및 파골세포의 활동억제에 효과적인 호르

몬으로 골밀도에 영향을 주며, 세포내의 칼슘의 이동을 조절하며, 신

경전달물질로 작용하여 뼈와 신장에서 칼슘의 대사를 제어하는 역할

을 한다[52]. Kim et al. [53]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태권도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운동집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제집

단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 [44]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

동집단에서 CT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Kim et 

al. [54]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 전후에 CT

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와 본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고강도 운동에 대한 CT 농도는 감소하고, 단시간 운동에는 증가되

고, 지속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55].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운동에 

따른 CT 농도의 변화는 운동강도, 시간 및 빈도에 따라 다르게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여자 아동에게 10주간의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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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력과 혈중지질 변인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골대사 지표는 OC는 증가하였지만, ALP와 CT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크로스핏 트레이닝 집단은 통제집단

과의 골대사 지표의 변화량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최근에 사춘기가 늦어지는 소년들에게서 골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56], 성호르몬의 분비 변화는 골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경 후 2-3년에 가장 골대사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7], 본 연구 대상자들은 초경 경험이 없는 자들로 골

대사 지표의 결과와 성호르몬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운동 프로그램의 유형, 운동기간 및 강도, 운동량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생각되며, 추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초경의 경험 유무, 성호르몬

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체력, 혈중지질 및 골대사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은 전신반응

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둘째, 혈중지질은 

TC, TG, LDL-C는 감소하였고, HDL-C는 증가하였다. 셋째, 골대사 지

표에서 OC는 증가하였지만, ATL와 CT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상의 결과 10주간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체력과 혈중

지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연구에

서 주 운동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주 운동시간에 체력과 혈중지질

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아울러 골대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강도와 

장기간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연구에

서 초, 중, 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

램의 적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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