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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 상태를 파악하고, 생활 형태, 생활 습

관, 운동참여 정도 및 운동이나 체육에 대한 의식, 식습관 그리고 여가 형

태와 체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N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생활 형태, 생활 습관, 운동참여 정도 및 운동

이나 체육에 대한 의식, 식습관 그리고 여가 형태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으며 체력 상태는 학생체력검사를 통하여 측정하

다. 총 연구대상자는 520명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들의 체력수준은 2학년이 18.75점, 3학년이 17.91점으로 모두 

평균적인 3급(1∼5급제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남학생은 18.20점, 여학생

은 18.49점으로 역시 평균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하는 체력점수를 보 다.

   학생특성에 따른 체력점수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2학년-18.75점, 3학년

-17.91점), 비만도별(저체중-19.24점, 과체중-15.92점), 주관적 건강상태별

(매우좋다-19.07점, 매우나쁘다-17.83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학생의 건강생활습관(운동)에 따른 체력점수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

체활동정도(활동적-20.23점. 비활동적-16.65점), 체육시간 선호도(좋다

-19.34점, 싫다-17.11점), 수업빈도 만족도(부족하다-19.20점, 충분하다

-17.16점), 운동학원 경험(있다-18.93점, 없다-18.18점) 그리고 지난 한달간 



- vi -

운동경험(있다-19.28점, 없다-17.96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식습관에 따른 체력점수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아침식사(규칙적

-19.00점, 비규칙적-16.49점)와 간식의 회수(매일먹는다-19.94점, 비규칙적

-17.71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을 때 성별, 학년, 비만도,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지난 한달간 운동경험,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의 회수 등의 변수들이 유의하 다. 

   이상의 결과,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올바른 양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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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성장을 하는 시기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1990년도 평균신장이 162.5cm이었으나, 2000년에는 167.2cm로 증가하 고, 

평균체중도 1990년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51.85kg이었으나, 2000년에는 

57.66kg으로 증가를 하 다. 이러한 증가추이는 중학교학생뿐만 아니라 초

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연령층에게서 고

루 보여지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2).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체격이 날로 늘어나는 학생들

에게 많은 신체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적용되어온 제 7차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6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이 

할당이 되어있었으나 주당 2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고등학교 2,3학년의 경

우에는 선택교과로 분류가 되어있어 자칫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매우 부족

해질 가능성이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0). 

   또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별 실

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혀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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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중앙일보 2003. 8. 1). 지금까지 초․중․고교 설

립인가권은 시도교육감이 가지면서도 설립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 설립․운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도

시나 읍․면 지역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때문에 이전에는 체육

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설립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학생 수 600명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지역의 인구 도 등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도가 

똑같이 체육 장을 최소한 초등 3000㎡, 중학교 4200㎡, 고교 480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부지 확보를 못해 학교 설립에 어려

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나 아파

트 단지 내의 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 학교에서조차도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여러 정책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력

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들며, 소홀히 다루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체력 수준은 그들의 생활형태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각자 개인적인 

생활형태의 증가로 실외에서 활동은 줄어든 반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

은 증가하 으며, 이것은 곧 체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체력의 저하는 집안

에서의 컴퓨터 사용시간, 텔레비전 시청시간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오륜중학교, 2003). 1999년 한국학생의 체력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999년 실시한 체력검사 결과와 지난 10년 전의 통계자료

와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윗몸 일으키기와 제자리멀리뛰기의 체력검사 기

록이 저하되었다(신범철, 1999). 검사종목과 방법,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

해 50m달리기, 팔굽혀펴기(매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종목은 지난 자료

와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제자리멀리뛰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1989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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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수 있었다.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의 근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인데 초등학생의 경우 약간의 증가를 보 으나, 중학생은 비슷한 값을 

보 고, 고등학생에게서는 감소를 보임으로서 학년의 증가와 함께 체력검

사 기록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 다. 제자리멀리뛰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

두 10년 전 보다 감소한 값을 보 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하고 관련된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체력에 관

한 선행연구에는 체력비교연구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김 희, 2000; 류동훈; 1999; 이종형, 1996 )이 있었고, 중학생의 경우는 관

련요인을 한 가지로 제한한 1차원적 연구의 경우들(김윤기, 1996; 양정운, 

2000; 한상용, 2000)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남․여 학생들의 생활형태에 대한 다양한 요인

의 조사를 통해 그들의 체력과 관련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체력증진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학생들의 현 체력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 형태, 생활 습관, 운동참여 정도 및 운동이나 체육에 대한 의식, 식 

습관 그리고 여가 행태를 조사하여 체력과 관련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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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정도를 알아본다.

 2) 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식습관, 수면 및 여가에 따른 체력정도

를 알아본다.

 3)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과 관련있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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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체력의 개념

   체력이란 신체적성, 소질, 자질, 능력 등의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주

로 많이 쓰이는 것이 physical fitness이며, 그 이외에 physical resource, 

motor ability, motor capacity, motor skill, motor performance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흥환, 1972). 이 용어들은 각각의 뜻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

니지만 내용적인 개념으로서는 같은 용어로 쓰는데 있어서 별 상이점은 없

다. 그만큼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을 한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체력에 대한 용어만큼이나 개념적인 면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 Cureton(1967)은 “체력은 병이 없고 치아가 좋으며, 청력과 시력

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장시간 작업을 하더라고 능률이 저하되지 않음을 뜻한다”

라고 하 다. 또 Nixon(1964)은 “지나친 피로 없이 일상생활의 과업을 원

만히 수행하고 나아가서 비상시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을 

체력으로 정의하 다. 

   이제는 체력을 운동의 기능적인 면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

로서의 힘과 함께 인간이 생활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Clarke, 1971). 이러한 체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체력이란 단순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생활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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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질이 복합된 종합능력, 신체활동의 기초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지 생리적인 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적성까지도 포함된다. 

   인간의 능력은 정신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질적 및 양적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양적 개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 다. 신체적 요소

는 체격의 요소로 규정하기도 하며, 이것을 다시 행동력(motor capacity)과 

저항력(resist power)으로 분류한다. 행동력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

는 능력으로 형태, 기능, 기초적 운동능력(근력, 근 지구력, 조정력, 유연성)

으로 설명된다. 

   행동체력은 적극적 체력이라고 하며 이의 수준만으로 체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행동체력은 형태적 요소(structure)와 기능적 요소

(function)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형태적 요소는 뼈의 길이, 조직과 

기관의 발육발달이 문제 시 되는 것으로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기능

적 요소는 근력(strength), 근 지구력(muscular endurance), 순발력(power), 

유연성(flexibility), 민첩성(agility), 평형성(balance), 그리고 전신지구력

(endurance)으로 구분한다고 하 다(박철빈과 신길수,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력요인의 분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Cureton(1967)의 인자분석에 의한 체력요인을 중심으로 행동체력의 기능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학생체력검사종목에 의거하여 근 지구력, 순발

력, 유연성, 전신지구력 등의 요소들이 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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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체력검사

   학생 체력검사는 1951년 문교부령 제15호 학교신체검사 규정에 의

거하여 실시되었으며,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로 국민체육진흥

법과 1967년 5월에 학생들에 대한 체력검사 제도를 확정 발표하여 시

행해오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검사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석, 1992). 1972년에 학교 체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신체

의 발육과 강건한 체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스포츠를 실시함으로써 운

동기능과 사회성을 함양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국가안보에 기여한다

는 목적아래 체력장제도를 실시하 다(대한체육회, 1972). 1973년부터는 

대학입시 예비고사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대학(고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제가 실시되었으며 또한 1979년 6월 25일 문교부령 제446호에 

의거, 종목이 5개 종목(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 굽혀 매달리

기-여자, 턱걸이-남자, 윗몸 일으키기)으로 축소되었다가 그 제도가 두

세 번 바뀌어 2000년도에는 「학교체력검사관리요령」(교육부, 2000)에 

의거 몇 가지의 검사 종목이 새롭게 추가 및 삭제되었다. 2003년도 현

재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남)․매달리기(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

기로 6종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 학생체력검사에 실시되는 6개 종목을 측정

하여 학생들의 체력점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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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력검사 내용 및 방법 

 (1) 제자리멀리뛰기

 각 근력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순발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피험자

는 멀리뛰기 모래 터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미끄러지지 않게 

사선으로 홈을 약간 판 흰색을 칠한 구름판 위에 양발을 모둠발로 뛰

어야 하며 한발로 굴러서는 안 되며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한다. 신체

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모래 터에 닿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구름판 

앞까지의 직선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되 센티미터 미만은 버

린다. 두 번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택한다. 

 (2) 팔굽혀펴기

 상지근육군의 동적 근 지구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양손을 어깨넓

이로 벌려 30cm 높이의 팔굽혀펴기 봉을 잡고 양발을 모아 붙인 자세

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

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실시속도는 2초에 1회 실시하는 

속도로 하고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

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하여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할 때

까지 실시한 회수를 계측한다.

 (3) 50m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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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 달리기는 전신의 순발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출발 신호원은 

출발선 앞 약 5m 지점에 위치하여 계시원에게 깃발을 높이 들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피험자는 ‘제자리에’ 구령을 하면 출발선에서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준비하여 ‘차려’ 구령 후 적당한 시기(2초)에 깃발을 들

어 출발하여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시간을 1/10초 단

위로 계측한 시간을 말한다. 

 

 (4) 1,200m 달리기(여), 1600m 달리기(남)

 1,200m(여학생), 1600m(남학생) 달리기는 심폐계의 지구력, 심폐기

능의 최대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

하여 200m 트랙을 6바퀴와 8바퀴를 통과할 때 분, 초 단위로 계측한

다.

 (5)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고관절을 비롯한 상체 및 허리, 등 쪽 부분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

한 검사이다. 피험자는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함께 모으고 옆으로 누

인 의자에 발을 평평하게 댄다. 보조자는 두 무릎을 곧게 펴도록 도와

주고 피험자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친다. 그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

는 미터자로 손가락 끝이 닿는 거리를 측정한다. 0점에 닿지 않을 때

는 0점에서의 거리를 ‘-’로 기록하며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취하

고 0.5cm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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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윗몸 일으키기

 복근의 동적 지근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계측원의 ‘준비’구령에 따

라 발을 약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누운 자

세에서 두 손을 목 뒤에서 마주잡고 계측원의 ‘시작’구령과 함께 복근

력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앞으로 굽힌다. 이때 두 팔꿈치가 무릎

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이때 목 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회수

는 무효로 하며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회수를 계측한다.

표 1. 체력검사 내용

체력검사종목 측정내용

50m 달리기(초)  속력(speed)을 측정하는 종목으로서 근력, 순발   
 력, 반응시간 등의 기능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제자리멀리뛰기(cm)  순발력을 이용한 power를 측정하는 종목으로 하  
 체각근의 동적 근력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cm)  유연성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윗몸 일으키기(회/분)
 복근군의 동적 근 지구력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팔굽혀 펴기(남)

팔굽혀 매달리기(여)(회, 초)

 상지근육군의 동적․정적 근 지구력을 측정  
 하는 특성이 있다.

오래달리기-걷기(분, 초)
 호흡․순환기능의 전신지구력을 측정하는 특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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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의 생활습관과 체력

   청소년문화는 그 집단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으로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정체성확립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성천, 2002).  최근 청소년문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요인이자 특

징으로 ‘인터넷’을 꼽아도 지나치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10대

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74.1%로 3, 40대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한겨

레신문, 2000.9.1). 이 같은 청소년들의 문화는 그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가 대부분 P.C방이나 집에서 이루어

지므로 그들의 생활범위는 한정되는 것이다(청소년백서, 2000). 실외 놀이

문화는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러

한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수준저하에 적지 않은 향을 끼치

게 된다. 

   식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매우 많았다. 학생들의 식사 장소가 예

전에는 주로 가정이었는데, 점차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식

사하는 회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0∼14세 연령층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

서 식사하는 회수는 전체  식사회수의 64.3%이고 나머지는 도시락(15.3%), 

학교급식(7.9%), 매식(7.5%), 결식(4.0%), 이웃집 또는 친척집에서 식사

(0.8%) 등의 분포를 보 다(청소년백서, 2000).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올

바른 양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만도의 증가추세가 바로 

그 결과이다. 신체중량지수(BMI: Body Mass Index)란 체중과 신장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만도 측정에 유용한 지표이며, 체중(kg) ÷ (신장(m))
2

로 구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신체중량지수 평균이 1990년도 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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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학생이 19.6 여학생이 20.2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남학생이 20.6, 여

학생은 20.8의 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20.5, 

여학생이 20.8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남학생이 20.9, 여학생이 21.0으로 증

가추세에 있다(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통계연보, 2002).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체력에 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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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 남․여 학생의 건강생활습관의 운동, 식습관, 수면 및 

여가활동이 체력수준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특성 체력점수 건강생활습관

인구학적 

특성

학년

성별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걷

기

운동

학교 특성 결석 식습관

건강특성

비만도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

그림 1 : 체력과 그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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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N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대상학교의 선정은 서울시 중학교 중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한 학교를 

선정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취지에 부합하고 편의가 허락하는 학교 

한 곳을 선정하 다. 연구의 대상자는 N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600명이었다.

  3.  자료수집 도구

   1) 설문지

   학생특성과 건강․생활습관, 식 습관, 수면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24문항의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 다. 본 설문지

의 문항은 선행연구(김미화, 2001)와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보건의식 행태조사 설문지를 근거로 작성하 다.   

   설문지 문항내용은 일반학생특성에 관한 내용 5문항, 건강․생활습관 

중 운동에 관한 내용 9문항, 식 습관에 관한 내용 6문항, 수면 및 여가활동

에 관한 내용 4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6일부터 2003년 10월 11일까지 연구대

상학교가 아닌 타 중학교 1,2,3학년 학생 각 30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 고, 문항의 배열, 적절한 용어의 선택, 문항이해도 등에 

대하여 확인․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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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체력검사

   「학교체력검사관리요령」(교육부, 2000)에 의거한 6가지 종목을 체

력검사의 내용으로 하 다. 체력검사 내용과 산정기준은 다음 표2와 같

다. 체력검사는 대상학교 체육교사가 2003년 9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 

까지 학교체육수업을 활용하여 실시하 다.

 표 2. 체력점수 산정기준표 (중학교) - 2, 3학년

성

별

학

년

점

수

50미터

달리기

(초)

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회, 초)

윗    몸

일으키기

(회/분)

제 자 리

멀리뛰기

(cm)

앉 아 윗 몸

앞으로굽히기

(cm)

오래달리기

- 걷     기

(분초)

남

학

생

2

학

년

5 6.8 이하 38 이상 54 이상 240 이상 20.0 이상 6′48″이하

4 6.9∼7.8 28∼37 45∼53 217∼239 13.9∼19.9 6′49″∼8′01″

3 7.9∼8.6 18∼27 36∼44 195∼216 7.8∼13.8 8′02″∼9′13″

2 8.7∼9.4 8∼17 28∼35 172∼194 1.7∼7.7 9′14″∼10′26″

1 9.5 이상 7 이하 27 이하 171 이하 1.6 이하 10′27″이상

3

학

년

5 6.6 이하 41 이상 56 이상 251 이상 22.1 이상 6′36″이하

4 6.7∼7.6 31∼40 48∼55 230∼250 15.7∼22.0 6′37″∼7′42″

3 7.7∼8.3 21∼30 39∼47 208∼229 9.4∼15.6 7′43″∼8′47″

2 8.4∼9.1 12∼20 31∼38 187∼207 3.0∼9.3 8′48″∼9′52″

1 9.2 이상 11 이하 30 이하 186 이하 2.9 이하 9′53″이상

여

학

생

2

학

년

5 8.5 이하 18 이상 41 이상 184 이상 23.8 이상 6′06″이하

4 8.6∼9.3 11∼17 33∼40 164∼183 17.6∼23.7 6′07″∼7′08″

3 9.4∼10.2 3∼10 24∼32 144∼163 11.4∼17.5 7′09″∼8′10″

2 10.3∼11.1 1∼2 16∼23 124∼143 5.4∼11.3 8′11″∼9′12″

1 11.2 이상 0 15 이하 123 이하 5.3 이하 9′13″이상

3

학

년

5 8.4 이하 19 이상 42 이상 188 이상 25.5 이상 6′10″이하

4 8.5∼9.3 11∼18 34∼41 168∼187 19.4∼25.4 6′11″∼7′11″

3 9.4∼10.2 3∼10 25∼33 148∼167 13.2∼19.3 7′12″∼8′11″

2 10.3∼11.1 1∼2 17∼24 128∼147 6.7∼13.1 8′12″∼9′12″

1 11.2 이상 0 16 이하 127 이하 6.6 이하 9′13″이상



- 16 -

  4.  자료수집 방법

   1) 설문지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3년 10월 18일 까

지 실시하 다.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체육담당

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 다.

   담당체육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기재요령 등을 설명하

고, 2,3학년 남․여학생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다.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것은 585부 으나, 체력점수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설문지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설문지

는 520부 다. 

   2) 학생체력검사 

   체력검사는 대상학교의 2학년, 3학년 담당 체육교사가 2003년 9월부터  

한 달 간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 고, 본 연구의 연구자가 설문지배

부, 수거를 위하여 대상학교를 방문하 을 때 협의를 통하여 기록지를 인

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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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비만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관련특성, 식습관, 수

면 및 여가활동을 살펴보았고, 관련변수들과 체력관의 관계를 보기위해서

는 t-test와  Oneway-ANOVA를 사용하 다.

   2) 단일변량분석에서 체력의 차이에 유의 하다고 판별된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체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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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체력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2학년 학생이 277명으로 53.3%, 3학년 학생

이 243명으로 46.7%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245명으로 47.1%, 

여학생이 275명으로 52.9%를 차지하 다.

   

   표 3. 대상학생의 성별, 학년별 분포상황                  단위 : 명(%)

성    별

남학생(%) 여학생(%) 계

학 년
2학년 126(51.4) 151(54.3) 277(53.3)

3학년 119(48.6) 124(45.7) 243(46.7)

       계 245(47.1) 275(52.9) 520(100.0)

   1) 성별 체력검사 기록

   성별 체력검사 기록의 비교에 있어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주목할만한 점은 오래달리기/걷기 종목의 평균기록이 여학생에

게서 더 좋게 나왔다(남학생 - 7분 92초, 여학생 - 7분 20초, p=0.000). 또 

윗몸앞으로굽히기 종목에서도 남학생의 기록보다 여학생의 기록이 더 좋았

다(남학생- 12.5cm, 여학생 - 14.6cm,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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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력검사 기록의 성별 차이

종  목

남학생(n=245) 여학생(n=275)

t-값 p-값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50m달리기(초) 8.2(.81) 6.6∼11.0 9.8(.98) 8.0∼13.5 -20.75 0.000

윗몸일으키기
(회/분) 38.5(8.91) 14∼68 23.7(9.84) 0∼47 17.87 0.000

제자리
멀리뛰기
(cm)

217.9(23.35) 160∼280 174.6(22.08) 112∼220 21.70 0.000

윗몸앞으로
굽히기
(cm)

12.5(7.01) 0∼28 14.6(7.45) 0∼32 -3.21 0.001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남-회,여-초)

22.8(12.13) 0∼50 7.52(7.82) 0∼36 16.90 0.000

오래달리기
(분,초) 7.92(1.29) 5.35∼12.57 7.20(.98) 5.28∼10.41 7.111 0.000

   

   2) 성별 체력검사 점수

   성별 체력검사 점수의 비교에서는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

   윗몸 일으키기 종목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2.67점, 여학생의 점수는 

2.48점이었다(p=0.036).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에서는 여학생이 3.89점, 남학

생이 3.30점이었다(p=0.000). 윗몸앞으로굽히기 종목에서는 남학생이 3.12점 

여학생이 2.86점 이었다(p=0.015).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은 남학생의 기록이 

더 좋았으나 기준이 다른 이유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윗

몸앞으로굽히기 종목은 반대로 여학생의 기록이 더 좋았으나 점수는 남학

생이 더 좋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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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체력검사 점수의 성별 차이 

종  목

남학생(n=245) 여학생(n=275)

t-값 p-값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50m달리기(초) 2.93(.99) 1∼5 3.02(1.09) 1∼5 -1.00 0.317

윗몸일으키기
(회/분) 2.67(1.01) 1∼5 2.48(1.07) 1∼5 2.11 0.036

제자리멀리뛰기
(cm) 3.30(1.02) 1∼5 3.89(1.02) 1∼5 -6.60 0.000

윗몸앞으로
굽히기
(cm)

3.12(1.20) 1∼5 2.86(1.22) 1∼5 2.45 0.015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남-회,여-초)

2.93(1.26) 1∼5 2.93(1.26) 1∼5 -.40 0.969

오래달리기
(분,초) 3.28(1.13) 1∼5 3.32(.97) 1∼5 -.38 0.706

종합점수 18.20(4.63) 18.49(4.30) -.73 0.465

  

2.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1) 건강 특성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은 비만도로 분석되었다(p=0.000). 비만도가 25이상인 과체중(비만)학

생이 여학생은 15.8%로 남학생은 4.6%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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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비만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

남학생 여학생 x
2
-값 p-값

비만도

저체중
BMI < 18.5 

78(32.5%) 105(39.6%)

24.99 0.000
정상체중
18.5≦BMI 
<24.9

151(62.9%) 118(44.5%)

비만
25 ≦ BMI

11(4.6%) 42(15.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8(3.3%) 4(1.5%)

3.55 0.315
조금 나쁘다 58(23.7%) 80(29.1%)

조금 좋다 106(43.3%) 115(41.8%)

매우 좋다 73(29.8%) 76(27.6%)

* : BMI : body mass index

   2) 성별에 따른 운동관련 특성의 차이

   등․하교시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성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도보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남․여 모두 67%이상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23.7%가 자전거로 등․하교 하 으나 상대적으로 여학생

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1.8%로 높았다. 등교시간에 있어서 10분 이내

로 소요되는 학생은 남학생이 53.9%의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으며 여학생

은 10분 ∼ 20분 정도 소요되는 학생이 53.1%로 가장 많았다. 

   개인의 신체활동정도에 대한 성별 분포도 매우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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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 남학생에게서는 ‘매우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남 - 25.3%, 여 - 13.8%), 여학생에게서는 ‘매우 비활동적’이라고 생각하

는 학생들이 많았다(남 - 4.1%, 여 - 8.7%). 남․여학생 모두 ‘활동적’이라

고 답한 학생들이 ‘비활동적’이라고 답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

었다(남 - 64.9%, 여 - 56%).

   성별에 따른 체육시간 선호도역시 매우 유의하게 분석되었다(p=0.003). 

남학생은 50.2%가 체육시간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하 고, 여학생은 

10.5%만이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하 다. 반면 ‘조금 좋아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44.7%로 높게 조사되었다. 

   운동학원을 다녀본 경험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30.6%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은 16%만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이것 역시 유의한 차가 있었

다(p=0.000).

   수업빈도 만족도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0.000). 체육수업의 회수가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남학

생에게서 53.3%로 여학생의 24.7%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매우 충분

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28.4%로, 남학생의 4.9%에 비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표 7은 성별 운동관련 특성의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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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별에 따른 운동관련 특성의 분포

남학생 여학생 x
2
-값 p-값

등하교시 

교통수단

도 보 166(67.8%) 191(67.5%)

99.39 0.000

자전거 58(23.7%) ․
버스 11(4.5%) 60(21.8%)

지하철 7(2.9%) 11(4.0%)

자가용 2(.8%) 10(3.6%0

기타 1(.4%) 3(1.1%)

등교시간

10분 이내 132(53.9%) 69(25.1%)

48.81 0.000

10 ~ 20분 이내 88(35.9%) 146(53.1%)

20 ~ 30분 이내 17(6.9%) 49(17.8%)

30 ~ 40분 이내 6(2.4%) 7(2.5%)

40분 이상 2(.8%) 4(1.5%)

개인의 

신체활동

정도

매우 비활동적이다 10(4.1%) 24(8.7%)

14.09 0.003
조금 비활동적이다 76(31.0%) 97(35.3%)

조금 활동적이다 97(39.6%) 116(42.2%)

매우 활동적이다 62(25.3%) 38(13.8%)

체육시간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2(.8%) 17(6.2%)

115.14 0.000
조금 싫어한다 31(12.7%) 106(38.5%)

조금 좋아한다 89(36.3%) 123(44.7%)

매우 좋아한다 123(50.2%) 29(10.5%)

운동학원

경험

있다 75(30.6%) 44(16.0%)
15.68 0.000

없다 170(69.4%) 231(84.0%)

지난한달간 

운동경험

있다 106(43.3%) 50(18.2%)
38.82 0.000

없다 139(56.7%) 225(81.8%)

수업빈도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59(24.1%) 10(3.6%)

103.75 0.000
조금 부족하다 96(39.2%) 58(21.1%)

조금 충분하다 78(31.8%) 129(46.9%)

매우 충분하다 12(4.9%) 7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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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별에 따른 식습관 특성

    식습관 특성에 있어서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

는 ‘규칙적인 저녁식사’로 조사되었다(p=0.000). 저녁식사를 ‘매일 먹는 학

생’은 남학생이 74.3%로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은 55.3%만이 ‘매일 먹는다’

고 응답하 다. 

   인스턴트 음식복용은 남․여 모두 ‘일주일에 1∼2회’ 먹는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남학생 - 55.5%, 여학생 - 62.9%)로 조사되었다. 

   야식을 먹는 회수에 있어서도 ‘일주일에 1∼2회’ 먹는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남학생 - 50.2%, 여학생 -52.7%)로 조사되었다. 야식을 ‘한번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남학생 - 

18.8%, 여학생 - 9.8%). 

   간식의 회수에 있어서는 ‘한 번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여 

각각 9.0%, 6.5%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식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량에 있어서는 남․여 모두 ‘조금 배부르게 먹는다’에 가장 많이 응

답(남학생 - 64.9%, 3학년 - 62.9%)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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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별에 따른 식습관 특성

남학생 여학생 x
2
-값 p-값

규칙적인

아침식사

한번도 먹지 않는다 40(16.3%) 37(13.5%)

5.42 0.247

일주일에 1∼2회 28(11.4%) 33(12.0%)

일주일에 3∼4회 25(10.2%) 45(16.4%)

일주일에 5∼6회 32(13.1%) 40(14.5%)

매일 먹는다 120(49.0%) 120(43.6%)

규칙적인

저녁식사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먹는다

2(.8%)

25(10.2%)

36(14.7%)

182(74.3%)

14(5.1%)

51(18.5%)

58(21.1%)

152(55.3%)

24.09 0.000

인스턴트

음식복용

한번도 먹지 않는다 71(29.0%) 63(22.9%)

5.20 0.267

일주일에 1∼2회 136(55.5%) 173(62.9%)

일주일에 3∼4회 28(11.4%) 33(12.0%)

일주일에 5∼6회 7(2.9%) 3(1.1%)

매일 먹는다 3(1.2%) 3(1.1%)

야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46(18.8%) 27(9.8%)

9.41 0.052

일주일에 1∼2회 123(50.2%) 145(52.7%)

일주일에 3∼4회 43(17.6%) 60(21.8%)

일주일에 5∼6회 15(6.1%) 22(8.0%)

매일 먹는다 18(7.3%) 21(7.6%)

간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22(9.0%) 18(6.5%)

4.043 0.401

일주일에 1∼2회 90(36.7%) 97(35.3%)

일주일에 3∼4회 85(34.7%) 114(41.5%)

일주일에 5∼6회 28(11.4%) 31(11.3%)

매일 먹는다 20(8.2%) 15(5.5%)

식사량

부족하게 먹는다 5(2.0%) 7(2.5%)

1.69 0.793
조금 부족한듯 먹는다 47(19.2%) 59(21.5%)

조금 배부르게 먹는다 157(64.9%) 173(62.9%)

매우 배부르게 먹는다 33(13.5%) 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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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수면 및 여가활동 특성

   성별 수면 및 여가활동 특성에 있어서는 컴퓨터 사용시간에 따른 남․

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0)(표9). 컴퓨터 사용을 3시간 이

상 사용하는 남학생은 17.1%인데 반해 여학생은 2.5%밖에 되지 않았다.  

T.V시청시간은 3시간 이상씩 본다는 학생들의 빈도가 30분에서 3시간 이

내로 보는 학생들에 비하여 적었다. 학원에 다니는 개수 또한 0군데 또는 

1군데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남학생 - 88.1%, 여학생 - 84%). 

표 9. 수면 및 여가활동 특성의 성별 분포

남학생 여학생 x
2
-값 p-값

T.V시청

시간

0∼30분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27(11.0%)

27(11.0%)

86(35.1%)

84(34.3%)

21(8.6%)

19(6.9%)

34(12.4%)

92(33.5%)

89(32.4%)

41(14.9%)

7.29 0.122

컴퓨터 

사용시간

0∼30분 18(7.3%) 34(12.4%)

43.85 0.000

30분∼1시간 20(8.2%) 40(14.5%)

1∼2시간 79(32.2%) 119(43.3%)

2∼3시간 85(34.7%) 74(26.9%)

3시간 이상 42(17.1%) 7(2.5%)

학원

개수

0군데 90(36.7%) 98(35.6%)

4.94 0.424

1군데 126(51.4%) 133(48.4%)

2군데 16(6.5%) 33(12.0%)

3군데 10(4.1%) 8(2.9%)

4군데 이상 2(.8%) 2(.7%)

수면시간

6시간 이하 20(8.2%) 32(11.6%)

6.70 0.244

6∼7시간 101(41.2%) 120(43.6%)

7∼8시간 89(36.3%) 75(27.3%)

8∼9시간 19(7.86%) 28(10.2%)

9∼10시간 14(5.7%)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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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체력과의 관계

   1) 학생특성에 따른 체력점수 

   전체 대상학생의 체력점수 평균은 18.36점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 체력

점수에서는 2학년은 18.75점, 3학년은 17.91점으로 2학년학생이 3학년학생 

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학년별 체력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32). 

   성별 체력점수평균은 남학생이 18.29점, 여학생이 18.49점으로 여학생의 

체력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465). 

   비만도별 체력점수의 평균은 저 체중이 19.24점, 정상체중이 17.58점, 비

만이 15.92점으로 저 체중의 학생이 가장 체력점수가 좋았으며 통계적으로

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체력점수의 평균은 ‘매우 나쁘다’가 17.83으로 

가장 낮았고, ‘매우 좋다’가 19.07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2).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할수록 학생들의 체력점수가 

증가하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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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생특성에 따른 체력점수 차에 대한 검정

특  성 구  분 빈  도(%)
체력점수평균 

(표준편차)
t또는F-값 p-값

학  년
2학년 277(53.3) 18.75  (4.69)

4.60 0.032
3학년 233(46.7) 17.91  (4.15)

성  별
남자 245(47.1) 18.20  (4.63)

-.73 0.465
여자 275(52.9) 18.49  (4.30)

비만도

저체중 183(36.2) 19.24  (4.24)

16.91 0.000정상 269(53.3) 17.58  (4.50)

 비만 53(10.5) 15.92  (4.4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12(2.3) 17.83  (3.35)

1.95 0.012
조금 나쁘다 138(26.5) 17.89  (4.77)

조금 좋다 221(42.5) 18.19  (4.53)

매우 좋다 149(28.7) 19.07  (4.06)

   2) 학생의 건강생활습관(운동)에 따른 체력점수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운동)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표11)를 보면 교

통수단에 의한 체력점수의 차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18.84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이 17.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

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8.39점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17.82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버스정류장이 학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데 비해 지하철

역은 학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보를 더 하게 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교통수단에 따른 체력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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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86).

   등교시간에서는 30∼40분이 걸리는 학생들에게서  체력점수가 19.23점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40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이 16.5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빈도가 너무 적게(3, 40분 걸리는 학생-13명, 40

분 이상 걸리는 학생-6명)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p=0.44). 

   개인의 신체활동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활동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에게서 체력점수가 20.2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매우 비활동적이다’라

고 응답한 학생들의 체력점수는 16.65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0). 자신의 신체활

동을 스스로 활동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 만큼 많은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체육시간의 선호도에 따른 체력점수에 있어서는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들에게서 19.34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매우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들

은 17.11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좋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만큼 체육

시간에 활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체력점수에도 향을 주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체육시간 선호도에 따른 체력점수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

의하게 분석되었다(p=0.002).

   수업빈도 만족도에 대한 체력점수는 현재의 수업시간제(중학교 1, 2학

년은 주당 3시간, 중학교 3학년은 주당 2시간)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19.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매우 충분하다’

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17.16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23). 현재의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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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부족하게 느끼는 학생들(56.9%)에게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43.1%)

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체육수업이 체력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 

신체활동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학원 경험에 따른 체력점수는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서 18.9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18.18점으로 운동학원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다. 운

동학원 경험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p=0.008).

   지난 한 달간 운동경험에 따른 체력점수는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9.28점으로 조사되었고,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17.96점으로 조사

되었다. 한 달 사이에 방과 후 체육활동의 경험을 물은 것으로 운동경험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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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건강생활습관(운동)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

특  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또는F-값 p-값

등하교시 

교통수단

도 보 356(68.7) 18.40(4.55)

0.43 0.86

자전거 58(11.2) 18.84(4.71)

버스 71(13.7) 17.82(4.18)

지하철 18(3.5) 18.39(4.25)

자가용 12(2.3) 17.58(3.18)

기타 4(0.8) 19.75(1.26)

등교시간

10분 이내 201(38.7) 18.50(4.78)

0.95 0.44

10 ~ 20분 이내 234(45.0) 18.07(4.23)

20 ~ 30분 이내 66(12.7) 18.92(4.17)

30 ~ 40분 이내 13(2.5) 19.23(4.46)

40분 이상 6(1.2) 16.50(5.20)

개인의 

신체활동

정도

매우 비활동적이다 34(6.5) 16.65(4.68)

11.68 0.000
조금 비활동적이다 173(33.3) 17.30(4.29)

조금 활동적이다 213(41.0) 18.61(4.27)

매우 활동적이다 100(19.2) 20.23(4.40)

체육시간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19(3.7) 17.11(5.23)

4.87 0.002
조금 싫어한다 137(26.3) 17.47(4.49)

조금 좋아한다 212(40.8) 18.33(4.33)

매우 좋아한다 152(29.2) 19.34(4.35)

운동학원

경험

있다 119(22.9) 18.93(4.07)
2.59 0.008

없다 401(77.1) 18.18(4.56)

지난한달간 

운동경험

있다 156(30.0) 19.28(3.96)
5.10 0.006

없다 364(70.0) 17.96(4.60)

수업빈도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69(13.3) 19.20(4.22)

3.20 0.023
조금 부족하다 155(29.6) 18.59(4.67)

조금 충분하다 206(39.8) 18.42(4.43)

매우 충분하다 90(17.3) 17.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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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습관에 따른 체력점수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중 식습관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표12)를 살

펴보면 저녁식사, 인스턴트음식 복용, 야식의 회수, 식사량 변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그러나 규칙적인 아침식사

에서는 ‘일주일에 3∼4회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9.00점으로 가장 높은 

체력점수를 보 고, ‘일주일에 1∼2회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인 16.49점을 보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

   간식섭취의 회수에서는 ‘매일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체력점수가 

19.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7.7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p=0.016). 

   규칙적인 저녁식사의 변수를 일주일에 2회까지 먹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사람들로 두 개의 항목으로 묶어주었을 때에는 p=0.06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저녁식사의 회수에 따른 체력점

수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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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식습관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

특  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또는F-값 p-값

규칙적인

아침식사

한번도 먹지 않는다 77(14.8) 18.12(4.70)

3.24 0.007

일주일에 1∼2회 61(11.7) 16.49(4.48)

일주일에 3∼4회 70(13.5) 19.00(4.72)

일주일에 5∼6회 72(13.8) 18.85(3.86)

매일 먹는다 240(46.1) 18.57(4.37)

규칙적인

저녁식사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먹는다

16(3.1)

76(14.6)

94(18.1)

334(64.2)

16.31(5.44)

18.11(4.85)

18.56(4.16)

18.36(4.39)

1.32 0.27

인스턴트

음식복용

한번도 먹지 않는다 134(25.8) 18.10(4.52)

0.549 0.700

일주일에 1∼2회 309(59.4) 18.38(4.47)

일주일에 3∼4회 61(11.7) 18.85(4.19)

일주일에 5∼6회 10(1.9) 18.90(4.46)

매일 먹는다 6(1.2) 16.67(5.85)

야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73(14.0) 17.77(4.68)

2.109 0.063

일주일에 1∼2회 267(51.5) 18.00(4.30)

일주일에 3∼4회 102(19.8) 18.70(4.63)

일주일에 5∼6회 38(7.1) 19.87(3.97)

매일 먹는다 39(7.5) 19.46(4.81)

간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40(7.7) 17.43(5.00)

3.087 0.016

일주일에 1∼2회 187(36.0) 17.71(4.31)

일주일에 3∼4회 199(38.3) 18.72(4.42)

일주일에 5∼6회 59(11.3) 18.85(3.96)

매일 먹는다 35(6.7) 19.94(5.09)

식사량

부족하게 먹는다 12(2.3) 19.58(4.80)

0.483 0.694
조금 부족한듯 먹는다 106(20.4) 18.05(4.38)

조금 배부르게 먹는다 332(64.0) 18.39(4.42)

매우 배부르게 먹는다 69(13.3) 18.4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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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면 및 여가활동에 따른 체력점수

   학생들의 수면 및 여가활동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표13)를 살펴보면 

T.V시청 시간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에 따른 체력점수도 역시 

차이가 없었으나, 3시간 이상 컴퓨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체력점수

가 가장 낮게 나왔고 1시간 이내로 컴퓨터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컴퓨터사용시간에 따른 체력점수차이의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학원개수 및 수면시간에 따른 체력점수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일정한 경향을 살펴볼 수 가 없었다.

 표 13. 수면 및 여가활동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

특  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또는F-값 p-값

T.V시청

시간

0∼30분 46(8.8) 18.02(4.55)

0.91 0.460

30분∼1시간 61(11.7) 19.30(4.16)

1∼2시간 178(34.2) 18.12(4.67)

2∼3시간 173(33.3) 18.43(4.36)

3시간 이상 62(11.9) 18.15(4.36)

컴퓨터 

사용시간

0∼30분 53(10.0) 19.15(4.46)

0.73 0.573

30분∼1시간 59(11.6) 18.73(4.72)

1∼2시간 198(38.2) 18.22(4.24)

2∼3시간 159(30.7) 18.26(4.55)

3시간 이상 49(9.5) 17.88(4.66)

학원

개수

0군데 187(36.3) 18.19(4.62)

0.89 0.469

1군데 259(50.0) 18.26(4.35)

2군데 49(9.5) 19.49(4.25)

3군데 18(3.5) 18.33(4.92)

4군데 이상 4(0.8) 18.50(1.92)

수면시간

6시간 이하 52(10.1) 18.56(4.68)

0.08 0.987

6∼7시간 221(42.7) 18.23(4.31)

7∼8시간 164(31.7) 18.43(4.32)

8∼9시간 47(9.1) 18.36(5.11)

9∼10시간 33(6.4) 18.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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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력점수와 관련있는 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

  1) 체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

   체력점수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할 때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은 다음과 같았으며 이중 

일부변수는 범주를 재조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표14).

표 14. 체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 

변  수 변수의 성격

 학년 2학년       3학년

 비만도  1.저체중    2.정상체중    3.비만(과체중)

 주관적 건강상태
     1 = 매우 나쁘다, 조금 나쁘다
     2 = 조금 좋다, 매우 좋다

 운동학원 경험                  1.있다        2.없다

 지난한달간의운동경험                  1.있다        2.없다

 체육수업 선호도
     1 = 매우 싫어한다, 조금 싫어한다
     2 = 조금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수업빈도 만족도
     1 =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2 = 조금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1 = 매우 비활동적이다, 조금 비활동적이다 
     2 = 조금 활동적이다, 매우 활동적이다

 규칙적인 아침식사
1 = 전혀먹지않는다, 일주일에 1∼2회  
2 =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먹는다

 야식의 회수 1 = 전혀먹지않는다, 일주일에 1∼2회
2 =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먹는다

 간식의 회수 1 = 전혀먹지않는다, 일주일에 1∼2회  
2 =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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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변수 회귀분석

  체력과 관련 있는 변수들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15). 회귀분석결과 성별, 학년, 비만도, 지난 

한달간의 운동경험,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의 회수

가 유의하 다(p<0.05).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에게서 더 좋은 체력점수를 보 다. 학년에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체력점수가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수업회수(2학년은 

주 3회, 3학년은 주 2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만도는 저체중인 학생들은 높은 체력점수를, 과체중인 학생들은 낮은 

체력점수를 보임으로서 BMI가 체력점수에는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지난 한달간의 운동경험은 운동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서 체력점

수가 좋았다. 개인의 신체활동정도는 개인이 스스로 활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록 체력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

   아침식사는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학생들에게서 체력점수가 좋았으며, 

간식섭취는 섭취 회수가 증가할수록 체력점수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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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체력점수에 대한 다 변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성별
남학생
여학생

-

1.242

-

.431

-

2.883

-

.004**

학년별
2학년

3학년

-

-.805

-

.384

-

-2.097

-

.037
**

비만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1.040

-

-1.837

.412

-

.649

2.525

-

-2.830

.012
**

-

.005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좋다

-

.708

-

.421

-

1.681

-

.093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비활동적이다

활동적이다

-

1.204

-

.415

-

2.899

-

.004**

체육시간 선호도
싫어한다

좋아한다

-

.814

-

.456

-

1.783

-

.075

지난한달간

운동경험

있다

없다

-

-1.046

-

.444

-

-2.358

-

.019
**

수업빈도 만족도
부족하다

충분하다

-

-.809

-

.436

-

-1.856

-

.064

아침식사 회수
비규칙적섭취

규칙적섭취

-

1.334

-

.422

-

3.164

-

.002
**

간식의 회수
비규칙적섭취

규칙적섭취

-

1.132

-

.380

-

2.978

-

.003
**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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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사

를 실시 후 설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 생활형태, 생활습관, 운동참여

도 및 운동이나 체육에 대한 의식, 식습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알아 본 다면 연구이다.

   학생특성에 따른 체력점수의 분석에서는 학년, 비만도, 주관적 건강상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2학년의 체력점수가 18.75점으로 3

학년의 체력점수 17.91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제공

하는 수업시수가 큰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3학년의 체육수업이 주

당 1시간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줄어들었으

며 이로 인해 3학년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큰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체육수업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에 대한 연구가 보다 깊

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도 에서는 과체중이상 비만학생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것은 체질량지수(bmi)의 증가에 따라 체력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김미

화. 2001)의 결과와 일치하 다. 비만은 학교생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만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

의 비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고 생

각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건강하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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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학생들에게서 높은 체력점수가 나왔다(p=0.012).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신체활동 수행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건강생활습관에 따른 체력점수의 분석에서는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체

육시간의 선호도, 운동학원경험, 지난한달간의 운동경험, 수업빈도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개인의 신체활동정도에서는 스스로 활동적이라 평가한 학생에게 높은 

체력점수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천정화(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또

한 체육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체력점수를 보 는데(p=0.002), 

이는 단순히 체육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력점수가 좋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좋아함으로서 그 만큼 더욱 많은 활동을 하 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운동학원의 경험과 지난한달간의 운동경험에서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게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p=0.008과 p=0.006). 운동은 역시 건강과 가장 많

은 관련이 있는 요소로 무엇보다 활동기회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

라 특기적성교육과 같은 과외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빈도의 만족도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서 높은 점수

가 나왔다(0.023). 이 결과는 김미화(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의 체육수업 빈도(2학년 - 3시간, 3학년 - 2시간)에 대해 부족하게 느

낀 학생은 그 만큼 더 많은 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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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체력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3학년의 경우 2003년도에 

주당 1시간의 수업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학년보다 더욱 부족하게 느

낀 것으로 보여진다(2학년 - 34.7%, 3학년 - 52.3%가 수업이 부족하다고 

함). 이는 여러 가지로 바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조차 신체활동 기회를 축

소시키게 되는 경우로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식습관에 따른 체력점수의 분석에서는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회수, 간식

의 섭취회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소들이었다.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학생들이 18.70점으

로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먹는 학생들의 17.40점 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

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아침에 등교 준비로 바쁜 학생

들이지만 아침식사를 꼭 챙겨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의 섭취에서는 매일 먹는 학생에게서 19.9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

는데 자주 섭취 할수록 체력 점수도 높아졌다.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게 

나왔다. 간식의 섭취변수와 운동경험 변수를 살펴보면 운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간식의 섭취회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운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를 간식을 통하여 섭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및 여가활동에 따른 체력점수의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요소가 없었다. 하지만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수록 체력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성은 보 다.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각각 3시간 이상씩 이라고 답한 학생들의 체력점수가 18.15점, 

17.1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신체활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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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실내생활이다. 실내생활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운동의 부족을 초래하고 체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경상북도 교육청(1996)에 

따르면 과도한 컴퓨터 작동은 학생들의 활동을 감소시켜 운동을 부족하게 

만들며 T.V시청과 함께 지나칠 경우 학생의 운동부족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래들끼리의 

놀이문화를 장려하여서 보다 많은 야외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높

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력점수가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과 활동적으로 생

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서 체력점수가 높았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간식섭취를 하는 학생들에게서 체력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규

칙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양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

에서 보다 많은 신체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과 함께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교육 등 지금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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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체력수준을 알아보고 신체활동 및 생활습

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의 일개교  

남․여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체력수준은 2003년 9월에 측정한 

체력검사점수를 사용하 고,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10월에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과 비만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서 체력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만도의 경우 정상체중을 기준집단

으로 하 을 때 과체중인 대상의 체력점수는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저체중 그룹에서는 체력점수가 정상체중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를 좋게 생각

하는 학생들에게서 체력점수가 높았다. 

   2. 건강생활습관에 따른 체력점수에서는 체육수업 선호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수업빈도체제(2학년-3시간, 3학년-2시간)에서 수업빈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운동학원의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서, 지난한달간의 운동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개인의 신체활동정도가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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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높은 체력점수를 보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 식습관유형별 체력점수에서는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할수록 , 간식의 

회수가 많을수록 체력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일개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서울

지역 모든 중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체력요인으로 학교

체력검사종목만을 사용하 으므로 체력에 대한 광범위한 신체적 요인측정

은 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별 수업시수에 따른 체력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기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생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건전한 식생활을 통한 고른 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양지도와  

더불어 비만에 대해 질병으로서의 재인식과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총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체육수업의 방향을 기능적 방향에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체력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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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설   문   지

서울시 중학생의 체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전공

지 도 교 수    남   정 모

석 사 과 정    김   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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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규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습관들을 알아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체력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

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이며, 이 설문지를 통한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료는 이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 다

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를 천천히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위에 "∨"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관적인 질

문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성의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특성

1. 소속 :          학년        반        번

2. 성별 :  ①남         ②여

3. 지난 1학기부터 지금 동안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한 회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① 한 차례도 없다  ② 2번 이내  ③ 3번 ∼ 5번  ④ 6번 ∼ 10번  ⑤ 11번 이상

4. 키 :            cm    , 몸무게             kg

5. 친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③ 조금 좋다      ④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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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활습관

     운동

6. 등·하교 시 교통 수단은 어떻게되십니까?

  ① 걸어다님   ② 자전거   ③ 버스    ④ 지하철    ⑤ 부모님의 자가용     ⑥ 기타

7. 등교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① 10분 이내  ② 10 ∼ 20분  ③ 20 ∼ 30분    ④ 30분 ∼ 40분  ⑤ 40분 이상

8. 자신의 신체적 활동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비활동적인 편이다       ② 조금 비활동적인 편이다             

  ③ 조금 활동적인 편이다         ④ 매우 활동적인 편이다

9.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조금 싫어하는 편이다            

  ③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④ 매우 좋아한다

10. 지난 1년 간에 운동과 관련된 학원을 다닌 적이 있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지난 한 달 동안 방과후에 운동(운동학원제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3번으로 가세요

12. 11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하셨다면 어떤 종목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종목은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지난 한달 동안 1주당 몇 번의 운동과 1회

당 몇 분 정도의 운동을 하셨는지 직접 기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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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표기하세요. 운동을 안 하게, 또는 못하

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번호는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① 시간의 부족  ② 몸이 불편하여서  ③ 장소의 제약  ④ 의지의 부족  

  ⑤ 경제적 여건 ⑥ 시설 및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⑦ 같이할 친구가 없어서     

   ⑧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⑨ 운동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⑩ 기타 (                       )

    

 14. 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 1,2학년은 주당 3시간, 중 3학년은 주당 2시간의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수업의 회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다소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운동종류 운동의 회수 운동의 시간

[    ]축 구 ( 1주당          번) ( 1회당          분)

[    ]농 구 ( 1주당          번) ( 1회당          분)

[    ]줄넘기 ( 1주당          번) ( 1회당          분)

[    ]달리기 ( 1주당          번) ( 1회당          분)

[    ]자전거 ( 1주당          번) ( 1회당          분)

[    ]배드민턴 ( 1주당          번) ( 1회당          분)

[    ]배구 ( 1주당          번) ( 1회당          분)

[    ]등산 ( 1주당          번) ( 1회당          분)

[    ]기타 ( 1주당          번) ( 1회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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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습관

15. 매일 아침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한 번도 먹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먹는다  ③ 일주일에 3∼4회 먹는다  

   ④ 일주일에 5∼6회 먹는다 ⑤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다

16. 저녁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한 번도 먹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먹는다  ③ 일주일에 3∼4회 먹는다  

   ④ 일주일에 5∼6회 먹는다 ⑤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다

17. 저녁 식사를 인스턴트 음식(패스트푸드)으로 먹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되십니까?   

  ① 한 번도 먹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2회 먹는다  ③ 일주일에 3∼4회 먹는다  

   ④ 일주일에 5∼6회 먹는다 ⑤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다

  

18. 저녁 식사이후 밤에 먹는 야식의 회수는 일주일에 얼마정도 되십니까?

  ① 한 번도 없다   ② 1∼2번    ③ 3번∼4번    ④ 5번∼6번    ⑤ 매일 먹는다

19. 하루에 식사 이외의 간식은 몇 회 정도 먹습니까?

  ① 한 번도 없다       ② 1번       ③ 2④ 3        ⑤ 4번 이상

20. 본인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① 부족하게 먹는다                    ② 조금 부족한 듯 먹는다   

   ③ 조금 배가 부르게 먹는다            ④ 매우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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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및 여가활동

21. 하루 평균 T.V시청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0 ∼ 30분   ② 30∼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22.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0 ∼ 30분  ② 30∼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23. 학업과 관련된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니십니까?

  ① 0군데       ② 1군데       ③ 2군데        ④ 3군데         ⑤ 4군데 이상

24.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하     ② 6 ∼ 7시간    ③ 8시간      ④ 9시간        ⑤10시간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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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체력

  

표 16.  체력검사 기록의 학년별 차이

종  목

2학년 3학년

t-값 p-값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기록평균

(표준편차)
범위

50m달리기 9.16(1.22) 6.9∼13.5 8.95(1.20) 6.6∼12.3 1.93 .055

윗몸

일으키기
30.3(12.05) 0∼63 31.0(11.86) 0∼68 -.674 .500

제자리

멀리뛰기
188.8(29.96) 112∼260 202.0(31.42) 120∼280 -4.89 .000

윗몸앞으로

굽히기
13.72(7.27) 0∼30 13.48(7.38) 0∼32 .377 .706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14.13(12.53) 0∼50 15.43(12.79) 0∼50 -1.17 .242

오래달리기 7.45(1.20) 5.28∼12.57 7.64(1.16) 5.15∼12.57 -1.84 .066

표 17.  체력검사 점수의 학년별 차이

종  목

2학년 3학년

t-값 p-값점수평균

(표준편차)
범위

점수평균

(표준편차)
범위

50m달리기 2.99(1.03) 1∼5 2.96(1.06) 1∼5 .247 .037

윗몸

일으키기
2.66(1.06) 1∼5 2.47(1.02) 1∼5 2.10 .037

제자리

멀리뛰기
3.55(1.05) 1∼5 3.68(1.08) 1∼5 -1.36 .176

윗몸앞으로

굽히기
3.13(1.22) 1∼5 2.82(1.19) 1∼5 2.86 .004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2.98(1.29) 1∼5 2.87(1.22) 1∼5 1.03 .305

오래달리기 3.45(1.06) 1∼5 3.13(1.01) 1∼5 3.46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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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특성

표 18. 연구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비만도 및 주관적 건강상태

 2학년 3학년 t-값 p-값

비만도

 

 

저체중 113(42.0%) 70(29.7%)

10.28 .006정상체중 135(50.2%) 134(56.8%)

비만 21(7.8%) 32(13.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6(2.2%) 6(2.5%)

.323 .956

조금 
나쁘다 75(27.1%) 63(25.9%)

조금 좋다 115(41.5%) 106(43.6%)

매우 좋다 81(29.2%) 6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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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학년에 따른 운동관련 특성의 분포

2학년 3학년 t-값 p-값

등하교시 

교통수단

도 보 193(69.7%) 164(67.5%)

16.550 .005

자전거 31(11.2%) 27(11.1%)

버스 44(15.9%) 27(11.1%)

지하철 3(1.1%) 15(6.2%)

자가용 3(1.1%) 9(3.7%0

기타 3(1.1%) 1(.4%)

등교시간

10분 이내 100(36.1%) 101(41.6%)

14.461 .006

10 ~ 20분 이내 135(48.7%) 99(40.7%)

20 ~ 30분 이내 39(14.1%) 27(11.1%)

30 ~ 40분 이내 2(.7%) 11(4.5%)

40분 이상 1(.4%) 5(2.1%)

개인의 

신체활동정도

매우 비활동적이다 19(6.9%) 15(6.2%)

.637 .888
조금 비활동적이다 88(31.8%) 85(35.0%)

조금 활동적이다 116(41.9%) 97(39.9%)

매우 활동적이다 54(19.5%) 46(18.9%)

체육시간

선호도

매우 싫어한다 10(3.6%) 9(3.7%)

2.028 .567
조금 싫어한다 80(28.9%) 57(23.5%)

조금 좋아한다 110(39.7%) 102(42.0%)

매우 좋아한다 77(27.8%) 75(30.9%)

운동학원경험
있다 63(22.7%) 56(23.0%)

.007 .509
없다 214(77.3%) 187(77.0%)

지난한달간 

운동경험

있다 76(27.4%) 80(32.9%)
.181 .103

없다 201(72.6%) 163(67.1%)

수업빈도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29(10.5%) 40(16.5%)

17.060 .001
조금 부족하다 67(24.2%) 87(35.8%)

조금 충분하다 123(44.4%) 84(34.6%)

매우 충분하다 58(20.9%) 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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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학년에 따른 식 습관 특성

2학년 3학년 t-값 p-값

규칙적인

아침식사

한번도 먹지 않는다 38(13.7%) 39(16.0%)

6.351 .174

일주일에 1∼2회 27(9.7%) 34(14.0%)

일주일에 3∼4회 45(16.2%) 25(10.3%)

일주일에 5∼6회 36(13.0%) 36(14.8%)

매일 먹는다 131(47.3%) 109(44.9%)

규칙적인

저녁식사

한번도 먹지 않는다

3.348 .341

일주일에 1∼2회 7(2.5%) 9(3.7%)

일주일에 3∼4회 35(12.6%) 41(16.9%)

일주일에 5∼6회 48(17.3%) 46(18.9%)

매일 먹는다 187(67.5%) 147(60.5%)

인스턴트

음식복용

한번도 먹지 않는다 79(28.5%) 55(22.6%)

3.830 .429

일주일에 1∼2회 163(58.8%) 146(60.1%)

일주일에 3∼4회 27(9.7%) 34(14.0%)

일주일에 5∼6회 5(1.8%) 5(2.1%)

매일 먹는다 3(1.1%) 3(1.2%0

야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45(16.2%) 28(11.5%)

5.119 .275

일주일에 1∼2회 147(53.1%) 121(49.8%)

일주일에 3∼4회 47(17.0%) 56(23.0%)

일주일에 5∼6회 19(6.9%) 18(7.4%)

매일 먹는다 19(6.9%) 20(8.2%)

간식의 

회수

한번도 먹지 않는다 22(7.9%) 18(7.4%)

7.853 .097

일주일에 1∼2회 114(41.2%) 73(30.0%)

일주일에 3∼4회 94(33.9%) 105(43.2%)

일주일에 5∼6회 30(10.8%) 29(11.9%)

매일 먹는다 17(6.1%) 18(7.4%)

식사량

부족하게 먹는다 5(1.8%) 7(2.9%)

6.236 .182
조금 부족한듯 먹는다 66(23.8%) 40(16.5%)

조금 배부르게 먹는다 167(60.3%) 165(67.9%)

매우 배부르게 먹는다 38(13.7%) 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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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학년에 따른 수면 및 여가활동 특성

2학년 3학년 t-값 p-값

T.V시청

시간

0∼30분 19(6.9%) 27(11.1%)

4.574 .334

30분∼1시간 31(11.2%) 30(12.3%)

1∼2시간 99(35.7%) 79(32.5%)

2∼3시간 98(35.4%) 75(30.9%)

3시간 이상 30(10.8%) 32(13.2%)

컴퓨터 

사용시간

0∼30분 23(8.3%) 29(11.9%)

8.828 .116

30분∼1시간 37(13.4%) 23(9.5%)

1∼2시간 105(37.9%) 93(38.3%)

2∼3시간 91(32.9%) 68(28.0%)

3시간 이상 21(7.6%) 28(11.5%)

학원

개수

0군데 91(32.9%) 97(39.9%)

11.532 .042

1군데 139(50.2%) 120(49.4%)

2군데 33(11.9%) 16(6.6%)

3군데 10(3.6%) 8(3.3%)

4군데 이상 4(1.4%) ․  

수면

시간

6시간 이하 22(7.9%) 30(12.3%)

5.838 .322

6∼7시간 126(45.5%) 95(39.1%)

7∼8시간 90(32.5%) 74(30.5%)

8∼9시간 21(7.6%) 26(10.7%)

9∼10시간 17(6.1%)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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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diet patterns,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fitness scores at a middle school in Seoul, Korea   

                                               Kim, Gyu Si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 Chung Mo,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hysical fit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ir 

fitness and lifestyle, participation in exercising, opinion on physical 

education class, eating habits and recreation activiti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600 who were in the 8th and 9th 

grade at middle school in 2003 in Seoul.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measurement of lifestyle, participation in exercising, opinion on 

physical education class, eating habits and recreation activities. Physical 

fitness were measured Test of student's Physical fitness. A total of  

520 studen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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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average physical fitness score of the 8th grade was 18.75, the 

9th grade 17.91, male students 18.20, and female students 18.49. All of 

these scores were regarded as the third level of physical fitness.

   When compared the fitness scores based on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s, obes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ter comparing the fitness scores according to the student's 

exercise habits,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the factors of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ies, preference for p.e. class, satisfaction of 

the frequency of p.e. class, extracurricular physical activities and 

experience of physical activities during the last month.

   After comparing the fitness scores according to the student's eating 

habits,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the factors of regular 

breakfast and snacks.

  By regression analysis, gender, grade, obesity, amount of physical 

activities, experience of physical activities during the last month, regular 

breakfast and snack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itness scores.

   In conclusion, to promote student's fitness there should be more 

opportunities for physic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on 

preventing obesity in school. Also guidance for good nutrition through 

regular eating habits is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