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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비만 아동의 건강 체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N시 소재 D초등학교 5, 6학년 비만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운
동집단 11명, 통제집단 11명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운동집단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달리기 운동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
였다. 운동 시간은 12주간 주 3일, 준비운동을 포함하여 40분간, 목표심박수 40∼
75%의 강도로 실시하였다. 운동 전과 후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주 동안의 유산소 운동 결과 건강체력 변인에 있어서는 근지
구력, 심폐지구력 및 유연성 변인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BMI는 운동집단에서만 운동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효능감 변인에 있어서는 자신감 요인과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에서는 운동집단에서만
실험 처치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2주 간의 달
리기 운동은 건강체력에 있어서는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및 유연성 변인에서,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소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입증되었다.
★ 주제어 : 유산소 운동, 건강체력, 신체적 자기효능감, 비만 아동

Ⅰ

. 서 론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종 질
및 사 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
는 건강위험요인이다. 비만은 세계 각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 교통여건의 개선, 정보기술
병

망

* rhyuhs jwu.ac.kr
@

107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의 발달 및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경향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소비 열량의 감소
와 더불어 섭취열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 최근 비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의 증가는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아동․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심준석,2007).
아동․청소년 비만은 지난 20～30년 사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
로 학령기 아동의 약 10%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비만보다 더욱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소아․청소년
(2～18세) 신체발육표준치로 볼 때 1997년 5.8%에서 2005년 9.7%로 7년간 1.7배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에서 비만율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주, 2011). 교육
부(2015)의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는 초․중․고생의 비만 학생비율은
15.0%(경도 7.6%m 중등도 6.0%, 고도 1.4%)로 2006년도 자료에 비해 3.4%가량의 비
만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
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비만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비만의 80% 이상이 성인비만
으로 이어지고, 또한 부정적인 심리,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며, 제2형 당뇨 , 관상동
맥 질환, 고 , 고지 증, 대사증후군, 심부전 등을 포함하는 만성 대사성질환 유
률 증가와 이로 인한 사 률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 저하와 같은 심리사회학적 위
험을 높이기 때문이다(Lobstein et al., 2004). 최근 전국 14개 중학교 학생 3천 615명
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만 유 률과 합 증’을 조사한 결과, 비만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이 만성질환 합 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만
청소년 10명 중 8명(76.5%)이 고지 증, 간 기능 이상 및 당 이상 등의 각종 성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비만 청소년의 질환별 위험도가 정상에 비해 최고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청소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은주, 2011).
비만의 증가에 따라 질 부담도 증가하여 유럽에서는 전체 의료비의 7%가 비만
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만․과체중으로 인한 질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비만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2005)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만과 과체중이 2조 1,600억원으로 전체
질 부담의 6.6%로 추정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의 질 부담은 상당한 수
준에 이르고 있다.
신체발달은 심신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태도를 육성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경험론의 창시자 로크가 신체의 발달이 정신과
도덕 발달의 기본이라는 믿음(문용린, 2004)을 가졌듯이, 신체건강의 중요성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학력 위주의 교육
풍토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신체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은 축소되고, 지적 교육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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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는 현 주소에서 신체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선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평가 항목 중에서 학생들의 체력급수에
대한 향상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체력급수는 학생의 체력
과 체질량지수(BMI)를 요소로 하여 결정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 교
사들이 학생들의 체력급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지도 방
법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력급수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
는 실정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교사의 입장
에서 체력이 낮은 학생과 비만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40분간의 운동이 건강체력
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도는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방식이 강조되고,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
이 경시되고 있는 학교 교육 현실에서 운동과 체력관리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학
생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거
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비만 아동의 건강체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N시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중에
서 체질량지수(BMI) 비율이 26% 이상인 비만 남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운동집단(11
명)과 통제집단(11명)으로 나누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사전에 실험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안내문을 보내어 실험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에 착수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운동집단(n=11)
통제집단(n=11)

신장(Cm)
143.75 7.22
142.99 6.96
±
±

체중(Kg)
54.41 4.25
53.93 5.13
±
±

BMI(Kg/m2)
26.41 3.45
26.72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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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2. 실

도구 및 장비

가. 검사 도구

1)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
예비실험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운동강도를 조절한 달리
기 운동을 하기 전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동질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후검사 역시 사전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신체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는 일반적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정은
(1997)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관성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검사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자신감요인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동간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하위 요인별 설문지의 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
는 α= .68 ∼ .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도구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
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들은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2> 신체적 자기효능감 설문지의 하위 영역별 내용 및 문항
신뢰도계수
하위 영역별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신감 요인
1*,3*,5*,10*,11*,13*,16*
7
.76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2,4,7,8,12,14,17,19,20,21,23,24
12
.81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
6*,9*,15,18,22
5
.68
1 ∼ 24
24
.83
*역채점 문항(9 문항): 1*, 3*, 5*, 10*, 11*, 13*, 16*, 6*, 9*

2) 건강체력 측정 및 실험도구
건강체력의 측정요소는 근력(악력), 근지구력(윗몸 말아올리기), 심폐지구력(1Km달
리기), 유연성(좌전굴),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순서는 대상자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체력 소모가 많은 종목들은 연속해서 측정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측정 순서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건강체력 측정방법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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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건강체력 측정 항목과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및 절차
양발을 어께 넓이로 벌려 직립자세를 취한 다음 디지 악력계를 자신의 손
맞도록(중지 두 번째 마디가 걸림 와 적당한 위치에서 잡히도록) 폭을
근력 에조절하고
좌, 우 교대로 각각 2회씩 측정한다. 이때 디지 악력계가 몸에 닿
지 않도록 하고 을 굽히지 않도록 한다.
매트 위에 머리와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90° 의 각도로 세우고 발바 은
바 에 평평하게 붙이고 발사이가 주먹 하나 간격으로 어 놓는다. 을
게 뻗어 손바 을 넓적 다리위에 올려놓고 3초에 1번씩 울리는 신호음에 맞
근지구력 추어 손이 넓적다리 위를 타고 올라가 손바 으로 무릎을 감쌀 수 있도록 상
체를 말아 올린다. 손바 이 무릎을 감 후 상대의 손에 닿으면 바로 준비
자세로 돌아간다. 1회/3초의 실시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 1회는 계수만 하
지 않고 측정하나, 2회째는 측정을 종료하고 그 시점까지의 횟수를 측정한다.
순서는 준비운동-1000m 달리기-정리운동으로 하였으며 1000m를 달린 기록
심폐지구력 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부상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힘이 들면 달리기와 걷
기를 행하도록 한다.
신발을 벗은 후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이 완전히 닿도록 은 후 머리는 들고
몸은 게 유지하면서 양손바 은 게 펴고 왼손바 을 오른손등 위에 올려
유연성
친다. 시작이라는 지시에 따라 가 을 앞으로 충분히 내밀고 상체를 완전
히 굽히면서 측정기구는 눈금 아래로 손을 뻗어 0.1cm 단위로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체질량지수 키와 몸무게를 재고 키의 단위는 m로 몸무게의 단위는 kg으로 변환한 후 키
(BMI) 를 몸무게의 제 으로 나눈다.
털

쇠

털

팔

닥

닥

띄

팔

곧

닥

닥

닥

싼

병

앉

곧

닥

겹

곧

닥

슴

곱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실험 도구 및 장비는 <표 4>과 같다.
<표 4> 실험 도구 및 장비
실험도구
초시계
심박수측정기
악력계
BMI
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기

소

3. 유산

모델명/제조국
Citiaen 221/한국
Polar RS 300sd/핀란드
TKK 5401/일본
InBody 2.0/한국
펴나니/한국

용도
기록 측정
심박수 측정
악력 측정
키, 몸무게 측정
유연성 측정

램

운동 프로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운동으로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은 운동
강도를 비만 학생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저·중강도 운동집단 11명(예비심박수의
40∼75%)과 통제집단 11명으로 하였다. 운동집단은 심박수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선심박수 측정기를 활용하여 카르보넨(Karvonen)공식을 이
용하여 산출된 목표심박수 범위를 무선심박수 측정기에 입력하였고, 운동시 목표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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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범위가 벗어날 때마다 알람소리가 울려 목표심박수 범위에 운동을 지속하도록 운
동강도를 제시하였다.
카르보넨(Karvonen)공식을 이용한 운동강도의 설정은 먼저 안정시심박수(RHR :
Resting Heart Rate)와 최대심박수(MHR : Maximum Heart Rate)를 구하여 여유심
박수(HRR : Heart Rate Reserve)를 구하고 운동강도를 목표심박수(THR : Target
Heart Rate)의 40∼75%를 개인별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최대심박수 – 220-나이
․안정시심박수(RHR) = 운동전 심리적으로 안정된 심박수
․여유심박수(HRR) = 최대심박수(MHR)-안정시심박수(RHR)
․목표심박수(THR) = [여유심박수(HRR) 운동강도(%)]+안정시심박수(RHR)
×

예) 초등학교 6학년, 나이: 12세, 안정시심박수: 80
* 운동강도: 40∼75%
- 최대심박수: 220 - 12 = 208
- 여유심박수: 208 - 80 = 128
- 목표심박수:
40% THR = 128 0.4 + 80 = 131
75% THR = 128 0.75 + 80 = 176
[그림 1] 카르보넨 공식
×
×

운동집단은 매주 3일씩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준
비, 정리운동 10분을 포함하여 40분씩 운동을 실시하였고, 운동강도(THR 40∼75%)
에 맞게 30분간 운동장을 도록 하였으며 우천 시에는 그 다음날 또는 강당을 이용
하여 훈련을 하였다.
<표 5>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뛰

운동방법
시간

준비 운동
체조
5분

유산소 운동
달리기(저․중강도)
30분

정리 운동
스트레칭
5분

처

4. 자료

리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변인들에 대
한 자료를 도출하고, 얻어진 자료들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석 목적에 맞게 전산처리 하였다. 운동강도에 따른 집단별 건강체력 변인(근력, 근
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지방률)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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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능력 변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
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산소 운동이 초등
학교 고학년 비만 남자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간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
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Ⅲ

.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아침 달리기 운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남학생의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N시 소재 D초등학교 5,
6학년 비만 남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집단은 아침 달리기 운동에 참여시
키고, 통제집단은 아침 운동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이 두 집단의 사전 및 사후 검
사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체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1. 달리기 운동 전과

후

력

의 건강체

비교

실험처지를 실시하기 전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
시한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근력, 근
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및 BMI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므로 두 집단의 건강체력은 동질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표 6> 건강체력 동질성 검사
집단
통제집단
근력
운동집단
근지구력 통제집단
운동집단
유연성 통제집단
운동집단
심폐지구력 통제집단
운동집단
통제집단
BMI
운동집단

n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Mean S.D
35.82 9.11
40.50 4.75
28.09 6.25
26.54 3.23
0.90 6.89
4.57 5.32
8.18 0.97
7.83 0.95
26.78 3.23
25.50 2.09
±

±
±
±
±

±
±
±
±

±
±

t
-1.507
0.728
-1.396
0.858
1.108

p
.147
.475
.178
.40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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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력

의 변화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건강체력 요소 중에서 ‘근력’ 변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
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7>
과 같다.
근력 변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035, p=0.325)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운동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035, p=0.325)가 나타나지 않
았다.
<표 7> 근력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근력

나.

운동집단 11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40.50 4.75
40.91 4.57
35.82 9.11
36.53 9.48
40.91 4.57
36.53 9.48
±

±
±
±
±
±
±

t
-1.035

p
.325

-1.858

.093

1.380

.183

근 력
지구

의 변화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건강체력 중에서 ‘근지구력’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
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근지구력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근지구력 운동집단 11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 : P<.00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26.54 3.23
25.45 4.22
28.09 6.25
30.36 6.39
25.45 4.22
30.36 6.39
±

±
±
±
±
±
±

t
1.994

p
.074

-9.587

.000***

-2.125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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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구력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994, p=0.074)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9.587, p=0.000)가 나타났고,
운동집단에서 유산소 운동 훈련 후 분당 2.27회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다. 유연성의 변화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건강체력 중에서 ‘유연성’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9>과 같다.
<표 9> 유연성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유연성 운동집단 11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 : P<.00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1.19 6.84
.30 7.31
.54 6.20
5.95 4.72
.30 7.31
5.95 4.72
±

±

±
±

±

±

±

t
2.130

p
.059

-5.677

.000***

-2.141

.045*

유연성 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130, p=-5.677)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677, p=0.000)가 나타났고,
운동집단에서 유산소 운동 훈련 후 5.41cm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폐 력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건강체력 중에서 ‘심폐지구력’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
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10>
와 같다.
<표 10> 심폐지구력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라. 심

지구

의 변화

집단 n
통제집단 11

심폐
지구력 운동집단 11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 : P<.0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8.23 0.95
8.34 1.06
8.18 0.97
7.31 0.89
8.34 1.06
7.31 0.89
±

±
±
±
±
±
±

t
-.748

p
.472

4.193

.002**

2.447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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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지구력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748, p=0.472)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193, p=0.002)가 나타났
고, 운동집단에서 유산소 운동 훈련 후 47초의 기록 단축을 보여주었다.
질
<표 11> BMI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마. 체

량지수(BMI)

집단 n
통제집단 1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체질량
지수 운동집단 11
(BMI)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Mean S.D
25.50 2.09
24.96 2.58
26.78 3.23
25.84 3.26
24.96 2.58
25.84 3.26
±

±
±
±
±
±
±

t
0.748

p
.472

3.126

.011*

-1.272

.232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건강체력 중에서 ‘BMI’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위에 제시한 <표 11>과
같다.
체질량지수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748, p=0.472)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26, p=0.011)가 나타났
고, 운동집단에서 유산소 운동 훈련 후 0.94Kg/m2의 BMI 감소를 보여주었다.
2. 달리기 운동 전과

후 신
의

체적 자기효능감 비교

<표 12> 신체적 자기효능감 동질성 검사
자신감
요인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과제
난이도
선호요인

집단
통제집단
운동집단
통제집단
운동집단
통제집단
운동집단

n
11
11
11
11
11
11

Mean S.D
12.81 3.06
11.09 2.46
16.63 2.76
17.63 2.65
13.45 2.94
12.63 2.06
±

±
±
±
±
±
±

t
-1.457

p
.161

.865

.397

-.75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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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처지를 실시하기 전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
시한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자신감 요인, 자기조절
요인, 과제 난이도 선호 요인의 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므로 두 집단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신

가. 자

감 요인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신감’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13>와 같다.
<표 13> 자신감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자신감 운동집단 11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 : P<.01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12.81 3.06
13.45 2.69
11.09 2.46
16.27 1.79
13.45 2.69
16.27 1.79
±

±
±
±
±
±
±

t
-1.295

p
.224

-3.492

0.001**

-2.886

0.009**

자신감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295, p=0.224)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492, p=0.001)가 나타났고, 운
동집단에서 유산소 운동 훈련 후 자신감 요인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
음의 <표 14>과 같다.
자기조절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841, p=0.420)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822, p=0.01)가 나타났고,
유산소 운동 훈련 후 자기조절 능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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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자기조절 운동집단 11
효능감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 : P<.01

호

다. 과제난이도 선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16.63 2.76
17.00 2.40
17.63 2.65
19.45 2.38
17.00 2.40
19.45 2.38
±

±
±
±
±
±
±

t
-.841

p
.420

-4.822

.001**

-2.403

.026*

요인

운동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종속표본 t-검정 결과 및 두 집단 사후 검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
음의 <표 15>과 같다.
<표 15>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 사전․사후 검사 비교 및 두 집단 간 비교
집단 n
통제집단 11

과제
난이도 운동집단 11
선호
통제집단 11
운동집단 11
* : P<.05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Mean S.D
13.45 2.94
13.63 3.07
12.63 2.06
13.63 2.01
13.63 3.07
13.63 2.01
±

±
±
±
±
±
±

t
-.559

p
.588

-2.236

.049*

0.000

1.000

과제난이도 선호요인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559, p=0.588)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36, p=0.049)가 나
타났고, 유산소 운동 훈련 후 과제난이도 선호요인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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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논 의

이 연구는 12주 동안의 아침 달리기 운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 남학생의 건강
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
년 비만 남학생 22명을 대상 운동집단(11명)과 통제집단(11명)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건강체력 항목 중 근력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는 악력으로 상체의 대표적인 등척성 근력측정 방법이다. 최순보(2002)의 연
구에서 12주간 건강달리기실시에 따른 악력의 변화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지나(2001)의 연구에서는 12주간 탁구 운동 실시에
따른 악력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력의 향상
에 달리기 운동보다는 상지나 하지부위의 운동요소가 포함된 운동프로그램이 근력발
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지구력항목은 윗몸 말아올리기로 측정하였는데, 조명환(2001)은 고등학교 여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간 점진적인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근지구력이 실
험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고, 최순보(2002)도 12주간
의 건강달리기 후에 근지구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이
호연(2011)도 12주간 줄넘기와 인터벌트레이닝 달리기 운동을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근지구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Ignico 와 Mahon(1995)은 10주간 3회씩 저체력 아동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운동을 실
시한 결과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살펴보
면 달리기운동과 함께 다양한 유산소성 운동이 근지구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만 아동에게 중, 저강도의 달리기 운동은 근지구력 향상
에 적합한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연성항목은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육, 건, 인대 등의 신전성에 의해 결정되는 체
력 요소로서 아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였다. 박효익(2001)은 초등학생 5, 6학
년 비만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실시에 따른 비만도 개선
과 기초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아동의 비만도에 관
계없이 유연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 하였고, 이호연(2011)도 12주
간 줄넘기와 인터벌 트레이닝 달리기 운동이 비만 초등학생의 기초체력 및 신체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줄넘기와 인터벌트레이닝 달리기 그룹 모두에서
훈련 후 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성정혜와 최
연희(2013)은 초등학교 3∼6학년 경도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와 줄넘기를 각
각 실시한 그룹에서 통제그룹에 비해 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음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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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조명환(2001)은 비만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점진적인 걷기 운동
후에 유연성이 변화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며, 조관식(2009) 또한 초등학교 4∼6학년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8주간 30분간 주 5일 건강달리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험집단에서 유연성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
된 결과는 거리법을 통한 유연성의 측정은 용이하고 간단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특성
이나 측정자의 판단과 측정시 분위기 등에 의하여 객관적 평가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조근종, 1995)으로 사료된다.
심폐지구력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폐지구력의 측정은 오래달리기-걷기, 트레드밀과 에르고미터를 이용하여
최대산소섭취량을 구하는 방법, 하바드 스텝 테스트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
위 학교의 상황, 경제성, 시간성, 간편성,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오래달리기-걷
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박난준(2003)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16주간 주 3∼5회씩 50분
간, 최대심박수의 60∼80%로 달리기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 트레이닝 후에 심폐지구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며, 임성균(2012)과 이호연
(2011)도 실험집단에서 운동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강도를 조절한 달리기가 심폐지구력 향상 운동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로 키(m)의 제 을 나눈 값으로, 일반인의 비만 판정을
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 달리기 운동이 체질량지수(BMI)의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활동을 진행한 비교집단에서도
어느 정도 향상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박효익(2001)은 12주간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체지방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고하였으며, 한명
철(2001)과 조관식(2009)도 비만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운동을 적용한 실험에서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
구에서 달리기가 체질량 지수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비만의
예방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달리기 운동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유산소 운동 종목인 달리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 요인 및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의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활동을 진행한 비교집단에서도 어느 정도
향상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위와 같은 결과로 김경 (2003)은 청소년의 스포 참여가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
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스포 참여 정도에 따라 자기 효능감 및 정신건강이 높
다고 하였으며, 특히 참여기간이 오래 된 청소년일수록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이 높
곱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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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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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손미자(2007)는‘초등학교 5, 6학년 비만아동의 비만스트레스와 자기 효
능감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비만 노력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즉 비만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만 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오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힘들게 달리기를 하는 과
정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체격과 체력이 변화됨에 따라 자신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진행한 30분간의 중, 저강도 달리기
운동은 비만학생들의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체질량 개선에 효과가 있
음을 입증하였고, 특히 성장기 비만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중,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체력 및 체격의 변화를 통하여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신감요인, 자기조절요인,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 모두에서 운동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 점은 학교체육 프로
그램의 중요한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습득 위주와 신체
활동이 경시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에 의해 번히 나타나는 비만 학생들
의 비율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체활동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빈

Ⅴ

.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초등학교 비만 남학생의 건강체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12주 동안의 규칙적인 달리기 운동 실시 후에 초등학교 비만 남학생의 건강
체력의 사후 변화 결과 근지구력, 유연성 및 심폐지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p<.05) 근력의 경우 운동집단과 통제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BMI)의 경우 운동집단에서 실험 전과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12주 동안의 규칙적인 달리기 운동 실시 후에 초등학교 비만 남학생의 신체
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자신감 요인과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과제난이
도 선호 요인에서 운동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5) 집단
간 비교에서는 자신감 요인과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에서는 집단 간 사후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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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2주간의 달리기 운동은 건강체력에 있어서는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요인에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요
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아동들의 신체활동 속에 정서적 지지
와 선생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아동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이 증진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유산소 운동 유형인 달리기 운동은 신체와
정신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아침 달리기 운동을 12주간 적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비만 남
학생 22명에게 건강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운동 적용 기간 및 대상수
를 늘려서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아침 달리기 운동이 초등학교 5, 6학년 비만 남학생들의 건강
체력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을 택하
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담이나 관찰법 등의 질
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신체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과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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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erobic Exercise on Health Related Fitness

-

and Physical Self efficacy in

O

bese Children

Choi, Heunggyu(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Kyeongla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hyu, Hyunseung(Ju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erobic exercise on health
related fitness and physical self-efficacy in obese elementary school boy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22 student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aerobic exercise
program (running program) were selected among 5th and 6th grade students.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exercise group: 11 boys, control group: 11
boys). The exercise group carried out aerobic exercise program during their spare
time in the morning, three times a week, while the control group spent their normal
daily life. Health related fitness and physical self-efficacy were measured by t-test
between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12 week aerobic exercise.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erobic exercise
program have changed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on their muscular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and flexibility. Body mass index (BMI)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ercise group pre and post 12 week exercise training.
Self-confidence and self control-effica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pre and post in the exercise group. Attitude towards task difficulty prefer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before and after in the exercise group. In
conclusion, the running exercise as a aerobic exercise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obese boy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on muscular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and flexibility and self-confidence, self control-efficacy,
attitude towards task difficulty preference. It is considered that the aerobic exercise is
required for obese boy's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and physical self-efficacy.
Key words: aerobic exercise, health related fitness, physical
self-efficacy, obes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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