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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여자수험생의 체격과 체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
함으로써 입학 후 여성생도들의 체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여학생(n=499명)으로 하였으며 측정요소는 체
격(신장, 체중, BMI, 좌고)과 체력(100m달리기, 2분간 윗몸일으키기, 2분간 팔굽혀펴
기, 제자리멀리뛰기, 1,200m달리기)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의 사후검증을 이용하
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
험생들의 체격항목에서 신장과 좌고는 변화가 없었으며, 체중과 BMI는 10년 간 완
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체력은 전 종목에서 10년 간 지속적으로 기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구력 측정 항목인 팔굽혀펴기와 오래달리기에서는
기록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연령대 여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
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의 체격과 체력은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남자 수험생
대비 체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교육훈련 특성상 남녀는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입학 후 여자생도들의 부족한 체력 수준을 고려
하여 4년 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학 후 점진적으로 체력을 증
진하여 공군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체력 수준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은 학년
별 체육교육과정 검토와 체력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여자생도들은 부족한 체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트레이닝에 각별히 노
력하여야 한다.
« 주제어: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체격,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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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공군사관학교는 1997년 처음으로 19명의 여생도가 입학하여 2001년 18명의 여군
장교를 배출하였다. 이후 15년 동안 235명의 우수한 여군 장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
은 전투조종사를 포함한 공군의 각 분야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군사관생도들은 장차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학 중에
지·덕·체를 겸비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체력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며 전투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에서 국방체력의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근수 등, 2015). 공군
사관학교 교육 특성상 여생도들은 남생도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생도들은 각종 군사훈련과 체육교육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을 많
이 느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생도들보다 체력이 부족한 여생도들이 동일한 수준의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체력관리가 필요하다. 공
군사관학교는 1997년 처음으로 19명의 여생도가 입학하여 2001년 18명의 여군 장교
를 배출하였다. 이후 15년 동안 235명의 우수한 여군 장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전
투조종사를 포함한 공군의 각 분야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공군사관생도들은 장차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재학 중에
지·덕·체를 겸비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체력은 군인이 갖
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며 전투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국방체력의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근수 등, 2015). 공군사관학
교 교육 특성상 여생도 은 남생도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여생도들은 각종 군사훈련과 체육교육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
다. 상대적으로 남생도들보다 체력이 부족한 여생도들이 동일한 수준의 사관학교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체력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관학교
는 여생도들의 체력을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스트
레스, 지나친 영양섭취,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 등으로 신체적 성장에 비해 체력
수준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윤규태, 1997; Kim 등, 2002; 교육인적자원
부, 2003;2006; 김상국, 2008; 박미정 등, 2009; 안용덕 등,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유승희 등(2001)과 이동환(199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격이
커지고 비만 청소년이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도 공감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지원들에게도 반영되고 있다. 김근수 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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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10년 간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남자 수험생들의 체격과 체력을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변화와 마찬가지로 체격은 커지는 반면 체력은 저하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480개 초, 중, 고등학생 약 12만 명을 대
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신장과 체중 등 체격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은 약
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3)는
2012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서 여자 고등학교 3학년의 신장은 160.9㎝('02
년 160.9㎝, '92년 158.6㎝)로 성장가속현상은 진행 중이나 그 속도는 완만해지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김상국(2008)은 청소년들의 체격 및 체력의 과거 30년을 비교한 결과 신장은 1970
년도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하였고, 체중은 약 30%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나 체력검사의 대표적인 지표인 오래달리기 능력이 1970년대에 비해 약 25~30%가
량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6)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신장과 체중은 증가하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건강
체력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임강일 등(2008)은 제6차 체육교육과정(1992년)과
제7차 체육교육과정(1997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체격은 성장하였으나 체력요인은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북미의 국가들에서도 최근 20년 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관련 체력은 감소
하는 추세라고 보고하였다(유승희 등, 2001).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체격은 해마다 발달하고 있지만 체력은 저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이 될 사관생도들에게 있어 체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생도들은 남생도들과 동일한 사관학교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하여 체력관리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
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여자 수험생의 체격과 체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입학 후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여생도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있어 유용한 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신입생 2차 선발 정밀신체검사에 합격한 의학적 질환이나
병력이 없는 재수생을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n=499명)하였으며, 연도별 인원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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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인원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원
499명
52명 47명 48명 51명 51명 44명 58명 49명 48명 51명
2.

측 항목
정

및 방법

측정항목 및 방법은 공군사관학교 선발 요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체력측정 결과
는 입시성적에 반영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체력평가 10분 전 평가 장소에 도착하여
10분 간 앉은 상태에서 실시요령에 대해 교육받은 후, 10분 간 정해진 준비운동 순서
에 따라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방법은 국민생활실태조사(2004)와
체육과학연구원 체력 측정 및 평가 매뉴얼(2007)에 제시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측
정은 공군사관학교 체육교수들이 직접 측정하였다.
체격측
체격 측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전문 의료인이 계측하였다. 모든 수험생들은
신체검사를 위해 전날 20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였으며, 체격 측정을 위해 수험생들은
가장 간편한 복장(상·하 반소매차림)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정

1)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신장은 자동신장계(BIOSPAC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험생들은 측정 10
분 전 용변을 보게 한 후 맨발로 신장계의 세움대에 등을 대고 자연스런 직립 자세
를 취한 후 측정하였다. 신장은 0.1㎝ 단위까지, 체중은 0.1㎏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좌고
좌고는 좌고측정계를 사용하여 수험생들의 엉덩이와 등, 어깨가 세움대에 닿게 앉도록
한 후, 0.1㎝까지 측정하였다. 이 때,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측정자는 수험생들의
자세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나.

체 측
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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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종합경기장 우레탄 트랙에서 스탠딩 스타트법을 사용하였으며, 계
측원은 수험생들의 동체 부위가 결승선에 닿는 순간의 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하
였다. 출발선을 넘거나, 미리 출발하는 경우, 타 레인을 침범하는 경우는 실격으로 처
리하였다.
2)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는 보조대에서 양 발을 지지대에 끼운 후, 양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등을 대고 매트에 눕게하였다. 시작 신호와 함께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바닥에 어깨가 닿았을 때 1회로 인정하였으며, 2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 하였다.
측정 간 어깨가 매트에 닿지 않거나 깍지가 풀리면 측정횟수에서 제외하였다.
3)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30㎝ 높이의 보조대를 이용하여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준
비하고 시작 신호와 함께 팔꿈치가 어깨 아래로 내려가게 한 후 팔꿈치가 완전히 펼
때 1회로 측정하였으며, 2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간 팔꿈치가 어깨 아
래로 내려가지 않거나 팔을 펴지 않는 경우, 몸을 곧게 펴지 않는 경우는 측정횟수에
서 제외하였다. 보조대에 가슴을 접촉, 지지하는 경우나 다리를 움직이는 경우는 측
정을 중지하였다.
4) 제자리멀리뛰기
제자리멀리뛰기는 멀리뛰기판에서 측정하였다. 발구름판 출발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채택하였다.
5) 1200m 달리기
1200m 달리기는 종합경기장 400m 우레탄 트랙에서 3바퀴를 완주한 시간을 측정
하였다.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항
목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도별 체격과 체력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에 대해서는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의 사후검증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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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과

험

1. 여자 수

생의

체격

변화

'02년도부터 '11년까지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의 체격변화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표 2> 여자 수험생의 체격 변화
구분 신장(㎝)
체중(㎏)
연도
’02년
164.9±3.3
56.0±6.7#
’03년
166.6±3.4
55.0±5.4##
‘04년
164.7±3.3
56.2±6.4#
‘05년
165.9±3.6
56.2±5.9#
‘06년
164.6±3.7
56.1±5.5#
‘07년
165.5±3.7
56.4±6.3
‘08년
164.4±3.5
58.7±6.2
‘09년
165.2±3.0
58.6±7.0
‘10년
164.8±3.7
58.5±6.1
‘11년
165.0±3.6
58.8±6.3
F
1.489
2.290*

BMI(㎏/㎡)
20.6±2.2#
19.8±1.7##
20.7±2.1#
20.4±1.9##
20.7±2.0
20.6±2.0#
20.7±2.2
21.5±2.5
21.5±2.1
21.6±2.0
3.934**

좌고(㎝)
88.6±1.9
88.6±2.5
88.3±1.9
88.5±1.9
88.0±2.0
88.3±2.4
88.6±2.0
88.7±1.8
88.4±2.3
88.8±2.0
0.457

** p<.01, * p<.05 : 연도 간 유의한 차이
##

p<.01,

#

p<.05 : 11년도와 비교 시 유의한 차이

신장은 '02년 164.9±3.3㎝, '11년 165.0±3.6㎝로 10년 전과 비슷하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중은 '02년 56.0±6.7㎏, '11년 58.8±6.3㎏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2.8㎏ 증가하였
으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1년에 비해 '02년부터 '06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체질량지수(BMI)는 '02년 20.6±2.2㎏/㎡, '11년 21.6±2.0㎏/㎡로 10년 전과 비교하
여 1.0㎏/㎡ 증가하였으며, '02년부터 '08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9년
0.8㎏/㎡로 증가하여 이후 증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에 비해 '02
년부터 '05년까지 그리고 '07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1).
좌고는 '02년 88.6±1.9㎝, '11년 88.8±2.0㎝로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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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여자 수험생의 체격 변화

험

2. 여자 수

생의

체

력 변화

'02년도부터 '11년까지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의 체력변화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
<표 3> 여자 수험생의 체력 변화
구분 100m
윗몸
제자리
1200m
연도
달리기(초) 일으키기(회) 팔굽혀펴기(회) 멀리뛰기(㎝) 달리기(초)
’02년 17.8±1.4
39.4±16.3
29.6±12.1## 179.7±12.0## 376.7±28.9##
’03년 17.6±1.3#
37.9±10.5
18.1±12.1## 180.6±15.5## 399.4±47.5
‘04년 17.7±0.9#
40.3±13.5
20.1±12.8##
172.1±15.2 398.7±44.1
‘05년 17.7±1.3#
41.5±17.3
20.0±13.2## 176.0±15.1## 388.3±39.5##
‘06년 17.7±1.2#
35.5±14.0
16.5±12.4##
171.8±15.2 387.8±28.1##
‘07년 18.0±1.2
38.8±12.1
12.3±8.8#
165.0±15.5 403.1±38.8
‘08년 17.8±1.1#
35.5±16.1
11.3±9.8
170.0±13.2 393.1±38.6#
‘09년 17.9±1.0
36.2±15.6
11.1±9.1
167.4±14.5 408.3±43.0
‘10년 18.2±1.4
37.0±15.2
11.6±10.0
169.0±15.2 408.9±33.0
‘11년 18.4±2.4
35.8±16.0
7.6±7.8
166.3±17.0 409.4±57.2
F
1.329*
1.001
16.711**
5.885**
3.306**
** p<.01, * p<.05 : 연도 간 유의한 차이
##

p<.01,

#

p<.05 : 11년도와 비교 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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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는 '02년 17.8±1.4초에서 '11년 18.4±2.4초로 0.6초 느려졌고, '10년 이후
스피드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5).
윗몸일으키기는 '02년 39.4±16.3회에서 '11년 35.8±16.0회로 3.6회가 저하되었으며 10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팔굽혀펴기는 '02년 29.6±12.1회에서 '11년 7.6±7.8회로 22회 저하되었고 지속적으
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제자리멀리뛰기는 '02년 179.7±12.0㎝에서 '11년 166.3±17.0㎝로 13.4㎝ 저하되었고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1200m 달리기는 '02년 376.7±28.9초에서 '11년 409±57.2초로 33.1초로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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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자 수험생의 체력 변화

Ⅳ

.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여자 수험생의 체격과 체력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입학 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관생도들의 체력증진을 시키는데 필
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유사 이래 어느 시대보다도 먹
거리가 풍요하고 편리한 물질문명의 이기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입시 경쟁, 과도한 스트레스, 영양섭취의 증가, 체육활동의 감소 등
의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
년들은 체격과 체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근수 등, 2015).
교육과학기술부(2013)는 2012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서 여자 고등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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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신장은 160.9㎝('02년 160.9㎝, '92년 158.6㎝)로 성장가속현상은 진행 중이나
그 속도는 완만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강일 등(2008)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의 신장은 제6차 교육과정(1992년)시 160.1±4.9㎝, 제7차 교육과정(1997년) 시
161.1±5.2㎝로 5년 간 1.0㎝의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시 교육청
(2010)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고등학생의 체력과 체격을 조사한 결과 신장
은 1.5㎝가 커졌다고 보고하였다. 김상국(2008)은 한국 청소년의 과거 30년 동안 신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 3학년 여학생은 1970년대 156.7㎝, 80년대 157.9㎝, 90
년대 159.3㎝, 2000년대 160.8㎝로 약 30년 사이에 4.1㎝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체육통계에서도 여자 고등학교 3학년 신장은 1995년
158.9㎝, 2001년 160.8㎝, 2004년 160.8㎝, 2007년 161.1㎝로 12년 사이에 2.2㎝가 증가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신장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군사관학교 여자 수험생은 2002년 164.9±3.3㎝, 2011년 165.0±3.6㎝
로 10년 전과 비슷하였으며 연도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는 약 4㎝큰 결과이다. 공군사관학교 지
원 수험생들의 신장이 또래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남녀 모두 162.5~195.0㎝(공군사관학교 입시요강, 2014)이
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김상국(2008)은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의 과거 30년 동안 체중 변화를 살펴본 결
과 1970년대 52.2㎏, 1980년대 53.0㎏, 1990년대 53.9㎏, 2000년대 53.8㎏으로 약 30년
사이에 1.6㎏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체육통계에
서도 1995년 54.5㎏, 2001년 54.5㎏, 2004년 53.1㎏, 2007년 55.4㎏으로 12년 동안 체중
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군사관학교 여자 수험생의 체중은 2002년 56.0±6.7㎏, 2011년
58.8±6.3㎏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2.8㎏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는 약 2㎏ 무거운
결과이며, 이렇게 무겁게 나타난 것은 신장이 약 4㎝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MI는 2013 국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13). 김상국(2008)은 우리나라 여자 청소
년들의 과거 30년 동안의 BMI를 살펴본 결과 1970년대 21.1㎏/㎡, 1980년대 21.0㎏/
㎡, 1990년대 20.9㎏/㎡, 2000년대 20.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체육통계에서는 2001년 21.0±2.47㎏/㎡, 2004년 20.5±2.21
㎏/㎡, 2007년 21.3±2.89㎏/㎡로 나타나 200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강일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은 21.4㎏/㎡에서 제7차 교육과정
은 20.8㎏/㎡으로 5년간 0.6㎏/㎡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은 2002년 20.6㎏/㎡, 2011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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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1㎏/㎡ 증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0.8㎏/㎡로 증가하여 이후 증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자 수험생의 BMI 증가는 신장의 영향보다는 체중 증가가 원인이다. 김상
국(2008)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상국(2008)의 결과보
다 0.2㎏/㎡ 낮고,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결과 보다 0.2~0.8㎏/㎡낮은 결과이다.
이는 공군사관학교 여자 수험생들이 또래 보다 신장은 약 4㎝, 체중은 약2㎏ 무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좌고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정도 까지 성장하는데 남자의 경우 12~14세, 여
자의 경우 9~10세경에 최대 발육량을 보이며 10~12세까지는 남자보다 여자의 좌고가
크게 나타난다(김범희, 2004). 본 연구에서는 2002년 88.6±1.9㎝, 2011년 88.8±2.0㎝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0.2㎝ 증가하였으며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의 체격을 남자 수험생(김근수 등, 2015)과 비교하
여 보면 신장은 93.3%, 체중은 84.6%, BMI는 95.6%, 좌고는 9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체력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며, 이 시기를
통해 얻게 된 체력은 일생 동안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된다(김종택 등, 1996).
이사겸(1996)은 서울 소재 10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여고생들의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체격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김상국(2008)도 30년 간 여자 고등학교 50m달리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80년
대 9.7초, 1990년대 9.6초, 2000년대 9.8초로 약 20년 사이에 0.1초가 느려졌다고 보고하
였으며 임강일 등(2008)의 연구결과도 유의한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100m달리기의 경우 2002년 17.8±1.4초에서 2011년 18.4±2.4초로 0.6초
느려졌으며 2010년 이후 스피드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체력검사에서는 50m달리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스피드
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윗몸일으키기는 2002년 39.4±16.3회에서 2011년 35.8±16회로 3.6회 저하되었으며 지
속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국(2008)의 30년 간 윗몸일으키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32.2회, 2000년대 30.6회로 약 10년 사이에 1.6회 정도
저하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학생체력검사는 1분간 실시하고 있기 때
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팔굽혀펴기는 2002년 29.6±12.1회에서 2011년 7.6±6.8회로 22회 저하되었으며 모든
체력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검술과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군사훈련 시 여생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관학교 입학 후 여생도들의 상체 근지구력 증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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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멀리뛰기는 2002년 179±12㎝에서 2011년 166.3±17㎝로 13.4㎝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체육통계에 따르면 여
자 고등학교 3학년은 2001년 169±25.1㎝, 2004년 165.1±24.8㎝, 2007년 154.1±25.48㎝
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0m 달리기는 2002년 376.7±28.9초에서 2011년 409.8±57.2초로 33.1초 저하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1)의 체육통계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교 3학년
은 2001년 478.3±80.0초, 2004년 449.7±70.6초, 2007년 517.0±104.7초로 나타나 공군사
관학교에 지원하는 여자 수험생의 심폐지구력이 또래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의 체력은 또래 집단의 여학생들보다는 우수하지만
남자 수험생(김근수 등, 2015)과 비교하여 보면 100m 달리기는 76.6%, 윗몸일으키기
는 78%, 팔굽혀펴기는 17.6%, 제자리멀리뛰기는 7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폐지구력도 남자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은 체격과 체력 모두
또래 집단의 여학생 보다는 우수하지만 공사 지원 남자 수험생에 비해 체격보다 체
력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군사관학교 교육훈련 특성상 남녀는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는 입학하는 여생도들의 저하된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4년 간 공군사관
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단계적 교육과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상체 근지구력 저하에 대한 향상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하다
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여자 수험생의 체격과 체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신장은 10년 간 비슷하였으며 연도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체중과 BMI은 10년 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좌고는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군사관학교 체력항목인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모두 10년 간 지속적으로 저하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굽혀펴기와 오래달리기에서는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지원 여자 수험생들의 체격은 커지는 반면 체력은 저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는 여자생도들이 4년간의 교육과정
을 통하여 공군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체력 수준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년별 체육교육
과정 검토와 체력평가 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
고 여자생도들은 부족한 체력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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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맞춤형 운동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실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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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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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of Female Applicants to KAFA's During 1

ears

Kim, Keun-Su(Korea Air Force Academy)
Chung, Yeon-Soo(Korea Air Force Academy)
Kim, Kyeong-La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hyu, Hyun-Seung(Ju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data needed to develop the program
for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improving physical fitness of female cadets after
entering Korea Air Force Academy(KAFA) by analyzing trends in the changes of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of female candidates who applied to KAFA during
recent 10 year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of the study,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ll lists of measurement were generated through using SPSS
20.0, and One-Way ANOVA was used to verify the annual changes in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Post-hoc test of LSD was used to set up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05).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hysique, heights of candidates have been similar to each height of candidates for 10
years, but there has not been consistency over 10 years. Also, weights and BMI
show a continuous tendency to be modestly increased and there is no change in
sitting height in female candidates. Second, the physical fitness of female candidates
was continuously decreased, and especially there is a marked decline in push-ups and
1,200m ru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hysique of Korea Air Force
Academy candidates has become bigger while the physical fitness has become lower.
Key words: Korea air force academy, women candidate, physique,
physical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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