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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신체구성과 건강관련체력 요소간 관계
*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김종남(포천이동초등학교)

I. 서 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의 풍조에 맞
추어 볼 때 건강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의 기초는
아동기의 건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초등체육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들의 과다한 영양섭취
와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비만과 이상 체형, 체력
의 저하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관광부(2004)에서 발표한 ‘국민체력 실태조
사’에 따르면 2001년도 조사 때보다 초등학생의 키,
체중 등의 체격을 나타내는 수치들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체력 수치들은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2005학년도 학생신체
검사결과’에서도 전국 초등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조건은 좋아졌지만 체력검사 결과 정상체력 이
상의 점수(1～3급)를 받은 학생은 64%로 2000년
조사 때보다 약 5% 줄었으며, 특히 고도비만 학생
의 비율이 전체의 0.49%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비만은 대부분이 성인 비만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생리적인
질병과 함께 체력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사회활
동에 악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 실정이다(양동천, 2004). 이와 같은 문제
에 따라 2006년부터 실시된 학생건강검사규칙(교
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에서는 체질량지수(BMI)
와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비만도를 측정
하여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ldh1381@gin.ac.kr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비만도 측정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도 중요하
다. 초등체육에서는 엘리트운동선수 육성이 목적
이 아니기에 아동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건강 관
련 체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사료
된다. 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구성의 차이가 체력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
지 신체구성과 체력의 관계에 대해 연구된 결과
를 살펴보면 이진아(2002)는 여고생의 체지방분
포에 따른 체력을 비교한 결과 체지방과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 매달리기와 상
관이 있다고 하였고, 신승수(1999)는 남녀 중학
생을 대상으로 체지방률에 따른 유산소 운동능
력 변인인 최대산소섭취량과의 상관관계에서 남
녀 각각 r=-0.521, r=-0.503의 상관성을 보고하
였다. 이병수(2004)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
률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자의
경우 과체중집단의 버피테스트에서 약한 부적상
관을 나타내었고, 비만집단의 우 악력에서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국
내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운동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의 비만판정과 신체구성측정은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체질량지수(BMI)나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
다. 이는 아동의 외적인 모습으로 비만을 판정하
는 이른바 겉 보기식 판정법이기에 아동의 신체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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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측정치가 정확하다고 알
려진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하여 신체구성을
측정한 후 초등학생의 체력측정 기록을 이용
해 신체구성과 건강관련체력 요소들 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련체력 요소의 차이를 분석하여 신체
적 조건의 개인차에 따른 초등체육 교육방법
수립에 도움을 주고, 초등학생의 비만예방과
체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교사
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하는 I초등학
교, G초등학교, S초등학교의 5학년 학급 중 임의
로 1학급씩을 선정하여 선별된 남녀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 기
록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켰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학교

학년

I 초등학교
G 초등학교
S 초등학교
총계(N)

5
5
5

대상 인원수
남(N)
여(N)
16
12
18
17
17
19
51
48

계(N)
28
35
36
99

또한 본 연구의 집단 구분은 Jackson과
Pollock(1978, 1980)의 분류에 따라 연구대상을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2>와 같다.
표 2. 집단 구분
신체구성(체지방률) 기준
남(51명)
여(48명)
정상 집단 16.0% 미만(15명) 20.0% 미만(18명)
과체중 집단 16.0～23.9%(22명) 21.0～29.0%(11명)
비만 집단 24.0% 이상(14명) 30% 이상(19명)
집단 구분

2. 측정방법 및 도구
1) 체력 요소별 측정방법
(1) 근력(악력)의 측정
근력의 측정은 악력계의 눈금이 밖으로 향
하도록 하고 아동이 직립자세에서 양발을 자
연스럽게 벌린 상태에서 악력계를 신체나 옷
에 닿지 않게 한 후 힘껏 쥐도록 지도하였다.
0.5kg 단위로 좌우 2회씩 측정한 후 평균하여
기록하였다.
(2)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의 측정
근지구력의 측정은 머리 뒤의 손이 흩어지
지 않도록 깍지를 끼게 하였으며, 뒤로 누울
때에는 반드시 뒤에서 손이 매트에 닿도록
하고 무릎은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3) 유연성(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측정
유연성의 측정은 신발을 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손가락 끝이 2초 정도 멈춘 지점의 눈금을
읽었으며, 2회 실시 후 좋은 측정치를 기록하
였다. 이때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
체를 굽혀 손을 뻗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4) 심폐지구력(1,000m 오래달리기․걷기)의 측정
심폐지구력의 측정은 출발 신호원의 신호
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달리도록 하
며, 달리는 도중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힘들
경우 걷는 것이 허용됨을 알려주어 안전하게
진행하였으며 도달한 시간을 분․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5) 신체구성(체지방률)의 측정
신체구성의 측정은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
한 자원 메디컬사의 전신체지방률 측정기
e-Body 205로 측정하였다.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아동에게 검사 전 약 3시간 동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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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body 205
음료의 섭취를 금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신체에 접촉하는 금속물질을 제거하
고 양손은 손잡이의 접점에 닿도록 잡은 후
곧게 편 상태에서 양다리는 장비 바닥의 터
치부위에 정확히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사용
된 장비와 측정모습은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
체력 요소별 체력 검사 측정 시 사용된 도
구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
측정 항목

측정 도구

제조회사
Tanita
악력(근력)
악력계
(Japan)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대 승리체육사
(근지구력)
초시계
Casio(Japan)
앉아윗몸앞으로굽 앉아윗몸앞으로 승리체육사
히기(유연성)
굽히기대
(Korea)
1,000m오래달리기
초시계
Casio(Japan)
-걷기(심폐지구력)
자원메디컬
체지방률(신체구성) e-Body 205
(Korea)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Window용
SPSS/PC +11.0을 이용하였다. 각 측정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첨도, 왜도의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호관련성과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

련체력요소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
체구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건강관련체력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Tukey의 사후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또
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또
한 건강관련체력의 모든 요소에서 첨도와 왜
도가 ±0.8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냈다.
표 4. 건강관련체력의 기술통계(N=99)
평균
체지방률(%)
19.9
악력(kg)
19.3
윗몸일으키기(회) 32.0
앉아윗몸앞으로
13.0
굽히기(cm)
1,000m오래달리
353.7
기-걷기(초)

표준
최소값 최대값 첨도
편차
9.32
3.0
40.5
-0.72
3.66
12.5
30.0
-0.28
12.28
0
60
0.34

0.21
0.33
-0.41

5.86

-8.0

26.5

0.76

-0.48

56.41

246

492

-0.38

0.43

왜도

1. 신체구성(체지방률)과 건강관련체력 요
소간의 상관관계
1)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신체구성 요소인 체지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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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건강관련체력요소인 근력(악력), 근지구
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심폐지구력(1000m 오래달리기․걷기)기록 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항목
체지방률
항목
체지방률
근력
0.44**
근지구력
-0.26**
유연성
-0.25*
심폐지구력
0.45**
* p<0.05, ** p<0.01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0.25*
0.10
-0.14

0.27**
-0.57**

-0.25*

심폐
지구력

<표 5>에 나타난 체지방률과 건강관련체력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체지방률과 근
력, 체지방률과 심폐지구력은 r=0.44와 r=0.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체지방률과 근지구력은 r=-0.26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지방
률과 유연성에서도 r=-0.25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근력과 근
지구력(r=0.25), 유연성과 근지구력(r=0.27)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연
성과 심폐지구력(r=-0.25), 근지구력과 심폐지
구력(r=-0.57)은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근력과 유연성
(r=0.10), 근력과 심폐지구력(r=-0.14)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과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과 건강관련체력 요
소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
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과 건강관련체력
요소의 상관분석 결과
항목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앉아윗몸앞
1000m
악력 윗몸일으키기
항목
으로굽히기 오래달리기․걷기
정상집단 -0.07
-0.06
0.03
0.36*
과체중집단 0.40*
0.30
-0.16
-0.06
비만집단
0.04
-0.28
-0.25
0.43*
* p<0.05, ** p<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구성에 따
라 3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과 건강관련
체력요소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정상
집단과 근력 요소인 악력은 r=-0.07, 근지구력
요소인 윗몸일으키기는 r=-0.06, 유연성 요소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r=0.03, 심폐지구력 요
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는 r=0.36의 상관
계수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상집단과 심폐
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과체중집단과 근력 요소인 악력은 r=0.40,
근지구력 요소인 윗몸일으키기는 r=0.30, 유
연성요소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r=-0.16,
심폐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
는 r=-0.06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이 중에
서 과체중집단은 근력요소인 악력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비만집단과 근력 요소인 악력은 r=0.04, 근
지구력 요소인 윗몸일으키기는 r=-0.28, 유연
성 요소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r=-0.25,
심폐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
는 r=0.43으로 나타났지만 비만집단은 1000m
오래달리기․걷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2.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련체
력요소의 차이
1) 근력의 차이 비교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악력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상체중에서 비만집단으
로 갈수록 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
근력의 기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1.85로 통계적
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신체구
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에 근력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Tukey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
과 정상집단과 비만집단에서 1%수준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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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 간 근력의 차이 비교 및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근력
신체
(악력)
구성에
의한
집단

변량원
집단간
집단내
전체

자승합
259.48
1051.20
1310.67

자유도
2
96
98

평균자승합
129.74
10.95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과체중
비만

33
33
33

17.42
19.00
21.36

2.76
3.65
3.45

F값
11.85**
사후검증(Tukey)
정상 과체중 비만
정상
과체중
비만

**

*

* p<0.05, ** p<0.01

3) 유연성의 차이 비교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간의 윗
몸앞으로굽히기 기록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
을 때 정상집단으로 갈수록 유연성 기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평
균기록을 통해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이 정
상집단에 비해 유연성기록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집
단과 비만집단에서 5%수준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집단과 과체
중집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근지구력의 차이 비교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간의 윗
몸일으키기 기록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기록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 근지구력
기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3.74로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체지방률 정
도에 따른 집단 간에 근지구력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방법으로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정상집단과 비만집단 간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심폐지구력의 차이 비교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간
1000m 오래달리기․걷기 기록을 비교하여 보
았을 때 정상집단이 과체중집단과 비만집단
보다 기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심폐지구력
기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F값이 8.05로 통계적으로 1%

표 8. 집단 간 근지구력의 차이 비교 및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근
신체
지구력 구성에
(윗몸
의한
일으
집단
키기)

* p<0.05, ** p<0.01

변량원
집단간
집단내
전체

자승합
1069.23
13707.52
14776.75

자유도
2
96
98

평균자승합
534.62
142.79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과체중
비만

33
33
33

36.30
31.18
28.36

10.95
13.12
11.67

F값
3.74*
사후검증(Tukey)
정상 과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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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집단 간 유연성의 차이 비교
종속변인 독립변인
유연성
신체
(앉아
구성에
윗몸
의한
앞으로
집단
굽히기)

변량원
집단간
집단내
전체

자승합
193.52
3169.39
3362.91

자유도
2
96
98

평균자승합
96.76
33.02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과체중
비만

33
33
33

14.97
12.39
11.73

5.74
5.08
6.35

F값
2.93
사후검증(Tukey)
정상 과체중

비만

정상
과체중
비만

* p<0.05, ** p<0.01

표 10. 집단 간 심폐지구력의 차이 비교 및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심폐
신체
지구력 구성에
(1000m
의한
오래달리 집단
기-걷기)

변량원
집단간
집단내
전체

자승합
44786.32
267063.33
311849.66

자유도
2
96
98

평균자승합
22393.16
2781.91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과체중
비만

33
33
33

330.09
349.30
381.64

47.93
55.99
53.97

F값
8.05**
사후검증(Tukey)
정상 과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비만

**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에
심폐지구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집단 간에 이와 같은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방법으로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정상집단과 비만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1. 신체구성과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
관관계 분석
1)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체지방률과
근력의 정적상관관계는 초등학생의 경우 체
지방률이 늘어날수록 근력이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박형준(1996)의 연구에 따
르면 근력은 근육량의 증가에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근육이 발육되는 것만큼 근육의 횡단
면이 증대하게 되어 근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초등학생의 경우 실체중이 늘어나고 협응력
이 늘어감에 따라 근력의 발달에 영향을 끼
친다는 사실은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체지방률과 심폐지구력의 관계는 정적상관
이 나타났는데, 이는 체지방률이 높은 아동의
1000m 오래달기기․걷기 시간이 오래 소요되
었기에 기록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규와 박익렬(2003)은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체지방률이 많을수록 심근의 산소전달능력에
부담을 주어 결국 심근의 수축과 이완에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고, 신승수
(1999)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률에 따른
유산소 운동능력변인인 최대산소섭취량과의
상관관계에서 체지방률이 늘어날수록 최대산
소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운동지속
시간과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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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과 건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
신체구성(체지방률)으로 구분한 집단과 건
강관련체력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상집단과 비만집단에서는 심폐지구력과 정
적인 상관이 나타났고, 과체중집단에서는 근
력과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상집단에서의 심폐지구력과 정적상관이
나타난 이유로는 1000m 오래달리기․걷기 종
목 측정 시 걷기가 허용되는 종목상의 특성
과 함께 정상집단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최
선을 다해 측정에 임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최윤희(2004)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
지방에 따른 집단과 체력과의 연구에서 체
지방이 낮을수록 기록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
여 본 연구의 비만집단과 심폐지구력과의 관
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상집단이나 비만집단이 아닌 과체
중집단에서 근력과의 상관이 나타난 이유로
는 실체중이 많으면 곧 근육질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잠재적인 근력이 크다고 한
Fox와 Mathews(1987)의 연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비만집단의 경우 근력에 비해 체
중의 과다현상으로 부하가 가중되어 상대적
으로 근력이 감소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련 체
력요소의 차이
1) 근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 악력은 비만집단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원
분산분석결과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에 근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문숙(1987)은 여자 대학생 90명을 대상으
로 비만, 보통 등으로 나누어 악력, 견완력,
각근력 등과 체지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지방이 많을수록 전체적인 근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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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근력의 집단 간 차
이는 비만집단이 정상집단과 과체중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력은 근육의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체지방 그 자체는 근
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성인과 달
리 성장이 왕성한 시기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
생들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상대적
으로 제지방체중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악력
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인들을 따라하는 단식 등의 다이
어트방법은 아동의 근육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만인 초등학생들의 체중조절방법으
로는 근육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근지구력의 차이
집단 간 윗몸일으키기의 측정결과는 체지
방이 적은 정상집단에서 근지구력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신체구성
정도에 따른 집단 간에 근지구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비만집단과 정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호(2001)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체지방량이 적은 집단에서 근지구력이
우수하다고 하였고, 이병수(2004)도 저체중집
단이 비만집단보다 근지구력이 우수하다고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유연성의 차이
집단 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결과
는 정상집단으로 갈수록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신체구성에 따른 집
단 간에서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기록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도
형(1997)과 손원일(2006)의 체지방률과 유연
성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
와 남녀 대학생을 연구한 이병수(2004)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체
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에서 유연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는 성장기인 초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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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정도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에 영
향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도 있었다. 노영호(2001)와 최윤희(2004)
는 체지방이 낮을수록 유연성 기록이 좋은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박남희(2001)는 유연성은
비만집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연구자마다 결과가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연령과 신체
상태 등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여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심폐지구력의 차이
집단 간 1000m 오래달리기․걷기의 측정결
과는 정상집단으로 갈수록 기록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신체구성 정도
에 따른 집단 간에 심폐지구력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최윤희(2004)는 남자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지방이 낮을수록
오래달리기 기록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손원일(2006)도 과소집단과 정상집단이 비만
집단보다 기록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체지방률이 낮은 아동이 체지방률
이 높은 아동보다 지구성 운동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체력측정 기록을 이용해 신체구성과 건강
관련체력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신
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련 체력 요소
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체구성과 근력 요소인 악력과는 정
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둘째, 신체구성과 근지구력 요소인 윗몸일
으키기와는 부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01).
셋째, 신체구성과 유연성 요소인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와는 부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5).
넷째, 신체구성과 심폐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와는 정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다섯째, 정상집단과 심폐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에서 정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여섯째, 과체중집단과 근력 요소인 악력은
정적상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일곱째, 비만집단과 심폐지구력 요소인
1000m 오래달리기․걷기와 정적상관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신체구성에 따른 집단 간 건강관련 체
력요소의 차이
첫째, 악력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만집단이 정상집단과
과체중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지구력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상집단이 비만집
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연성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심폐지구력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상집단이 비만
집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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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act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Dae-Hyung(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Jong-Nam(Pocheon Ido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 fact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actors
according to body composition. The subject were 99 students of I, G, S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Pocheon. On the basis body composition(percent bodyfat), th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children's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measurement
consisted in 5 test items ;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y,
cardiorespiratory endurance, body composition. All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on of SPSS/PC +11.0, accepting level for all significances
was above α=.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In the correlation among total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actors, there wer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muscular strength, body composition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but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composition and muscular endurance, body composition and
flexibility was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roups organized
according to body composition an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actors, there wer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ormal group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overweight group
and muscular strength, obesity group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In the difference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factors among the groups organized according to body
composition, in a difference body composition and muscular strength, obesity group showed
superior muscular strength than normal and overweight groups. In a difference body
composition and muscular endurance,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muscular endurance
than obesity group. In a difference body composition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normal
group showed superio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han obesity group. But in a difference
body composition and flexibil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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