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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복합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력관리 수업과 일반 교양체육 
수업 간에 비만도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개선 및 체력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어 융복합적인 웰니스
를 위한 체력관리 수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본교 체력관리 수강 남학생 113명, 본교 교양체육 
실기과목 수강 남학생 67명, 타 대학의 운동과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 수업 수강 남학생 40명 총 220명을 연구 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비만지표,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및 건강․기술관련 체력 변인들은 세 집단 간 수업 전후의 상호작용
을 검정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Re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체력관리 수업이 본교 교양체
육 수업과 타 대학 교양체육 수업보다 개인의 비만도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개선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체력관리 교양수업은 기존의 스포츠 실기 및 이론 교양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목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체력관리 수업, 교양체육 수업, 융복합적인 웰니스, 체력, 비만,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manage fitness management class by experimenting 
effects of fitness management class on obese indices,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health and 
skill-related fitness in university students. Progress of fitness management class by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according to level of students health and fitness. Comparison of obesity indices,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health and skill-related fitness between fitness management class group and control(physical 
education class) group in before- and after-16week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Decision of class contents and 
establishment of fitness management class. The effects of fitness management class appeared to higher than 
control group on obese indices,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health and skill-related fitness. In 
conclusions, we suggest that fitness management class for wellness convergence is effective for health 
promotion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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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체활동 부족과 비활동 인 생활방식은 비만율의 증

가를 비롯한 사증후군  생활습 병의 이환율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16,27,20,17,5], 신체활동(운동)은 

기 사량의 증진, 압감소,  지질 개선, 인슐린 

항성 개선, 심폐체력  건강 련 체력 증진을 통하여 

사증후군  생활습 병을 방하고 치료하는데 명백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4,25,26,18,11,23,8]. 체력 

즉 건강 련 체력은 좌식생활로부터 오는 질병을 방하

는 생리 인 기능이고, 기술 련 체력은 건강 련 체력 

이상 스포츠 활동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생리  기능인

데[19], 특히 건강 련 체력 수 은 건강증진  질병

방과 매우 한 계가 있으며 규칙 인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국내 문화체육 부가 5차에 걸쳐 실시한 국민체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1989년 이후 학생 시기인 19∼24

세의 건강 련 체력 수 은 지속 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

강 양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지속 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3], 과거에 조사되어진 내용이 

없어 이 시기의 사증후군 유병률을 평가할 수는 없지

만, 20  이후에 격히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20 에서의 극 인 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3].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과 한 상 성이 있는 운동

기술  건강 련 체력 향상을 목 으로 운동과 건강, 트

이닝 방법론, 운동과 웰니스, 운동처방과 같은 이론 교

양수업  웨이트트 이닝, 농구, 축구, 수 , 배드민턴, 

볼링, 골  등의 실기 교양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운동

련 정보제공  운동기술 습득 측면에 국한될 뿐, 효과

으로 건강 련 체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12,21,10,1]. 다시 말해 재 우리나라 학에서 실시

되고 있는 건강  건강증진 련 교양교과목이 가지는 

문제 으로는 개개인의 체력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 많은 수강인원으로 편성된다는 , 운동

의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 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한 

비만도를 포함한 건강 련 체력  압,  지질  

루코스 등의 건강상태 평가와 련된 사증후군 지표

를 효과 으로 리·개선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설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 학생 시기가 학교 교육의 최종

단계라는 과 이 시기의 건강생활 습   체력 리 능

력이 이후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에서 학

생 개개인의 건강 련 체력의 향상  리 역량 함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시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 인 교

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을 개선․보완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 련 

체력 향상은 개개인의 건강과 직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종목이 기 체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에서 

교양체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기운동수업 참여를 통한 

운동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더 나아

가 평생체육으로의 연계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재 교양체육 수업의 

부분이 주 1회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구, 탁구, 배

드민턴, 축구, 수  등과 같이 기술 인 능력 습득을 목표

로 개설된 교양체육 수업과 비만도, 사증후군 험인

자 개선  체력 향상을 수업 목표로 하는 체력 리 수업

에 있어 학생들의 건강상태(비만지표, 사증후군 

험인자)  건강·기술 련 체력 향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체력 리 수업이 궁극 으로 건강증진을 추구

할 수 있는 수업인지를 실험 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건강  체력증진을 한 교과목을 개발

하고 운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피험자는 P 학교 체력 리 수강 학생 150명(실험군), 

교양체육 실기과목 수강 학생 80명( 조군 1), D 학교

의 운동과 다이어트  건강 리 수업 수강 학생 50명(

조군 2) 총 280명을 상으로 구성하 다. 하지만 각 집

단 간 비율 으로 큰 차이를 보인 여학생  사 과 사후 

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자를 제외한 본교 체력 리 

수강 남학생 133명, 본교 교양체육 실기과목 수강 남학생 

67명, 타 학의 운동과 다이어트  건강 리 수업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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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40명으로 총 240명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실험군인 P 학교 체력 리 수강 학생 150명(10분반

으로 1분반 당 15명으로 한정)과 조군인 P 학교에 개

설된 교양체육 실기과목(테니스, 축구, 수 , 볼링, 배드

민턴, 탁구, 골 )에 신청한 학생과 D 학교의 운동과 다

이어트  건강 리 수업 수강생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

과 자료 수집 차에 해 문서와 구두로 자세히 설명을 

한 후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약을 받고 본 연구에 참여시

켰다. 그룹 간 피험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study participants
  (N=240)

Variable 
FMC 

(n=133)

HSC 

(n=67)

HPEC 

(n=40)

Age (yrs) 19.6±1.2 21.8±1.7 21.8±2.4

Height (cm) 174.3±6.0 174.2±6.5 175.1±5.9

Weight (kg) 67.0±10.9 68.5±8.8 74.2±14.0

BMI (kg/m2) 22.1±3.3 22.5±2.6 24.2±4.3

BF (%) 17.8±5.0 18.6±4.4 21.3±7.7

WC (cm) 79.2±7.7 80.7±9.1 84.0±10.2

BMI: body mass index; BF:body fat; WC: waist circumference; 

FMC: fitness management class; HSC: humanistic sports class; 

HPEC: humanistic physical education class 

2.2 신체구성, 혈압 및 체력 측정

2.2.1 신체구성 및 혈압

신체구성 변인으로는 신장, 체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율(percent body fat)로 하

다. 신장(cm)과 체 (kg)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BMI는 체 (kg)/신장

(m²)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고, 체지방률은 X-scan 

Body Composition Analyzer(Jawon Medical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허리둘 는 자를 이

용하여 배꼽 아래 2cm에서 측정하 으며, 압은 앉은 

상태에서 1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자동 압계(Fj-500R, 

JAWON Medical, Korea)로 2회 측정하 으며 평균값을 

사용하 다.

2.2.2 건강·기술관련 체력 측정

악력은 악력계(Take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배근력은 배근력계(Take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상체(chest press)와 하체(leg press)의 최 근력은 

웨이트 머신을 이용하여 간 측정법[6]으로 측정하 다. 

팔굽 펴기는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2 에 팔굽 펴기를 

1회 실시하는 템포로 피험자가 더 이상 템포를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반복회수를 측정하 고, 윗몸일으키기는 

1분간 최  반복 회수를 측정하 다[2]. 유연성(좌 굴)

은 앉아서 몸을 양팔과 손을 앞쪽으로 쭉 편 후 몸을 구

부린 상태에서 최 한 앞의 측정 을 고, 측정치는 손

으로 린 측정 의 길이를 기록하 다[2]. 1,200m 달리

기는 시계를 이용하여 1,200m를 최 한 빨리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다[2]. 순발력은 제자리 높이

뛰기(sergent jump)로 측정하 고, 민첩성은 사이드 스

텝(side step)과 신반응시간(whole body of reaction 

time)으로 측정하 으며, 평형성은 감고 외발서기로 

측정하 다[6].

2.3 혈액 변인 분석

2.3.1 지질과 글루코스 분석

10∼12시간 공복 후 완정맥에서 총 35ml을 채 한 

후 5ml은 헤 린 처리되지 않은 액튜 에 넣고 4℃ 원

심분리기(MF 300, Hanil, Korea)를 이용하여 청을 분

리하여 분석까지 -80℃ 온냉동기에 보 하 다. 보

된 청은 Vitros Chemistry DT60 (Johnson & 

Johnson, NY, USA)을 이용하여 동일회사의 시약을 사

용하여 성지방과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을 분석하

다. 공복시 루코스 농도는 Vitros Chemistry 

DT60(Johnson, NY, USA)과 동일회사의 시약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2.4 체력관리 및 교양체육 수업 프로그램

ACSM guideline, 국민체력센터와 A병원과 S병원 스

포츠건강의학센터의 운동처방 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하여 조사된 운동처방 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

인의 비만도, 건강상태, 그리고 체력수 에 근거한 체력

리 수업(맞춤형 개인 운동처방 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 다. 체력 리 수업(총 15분반)은 최  15명 단

의 1개 분반을 담당교수와 조교 1인이 운동처방 로그램

에 따라 운 하 다. 체력 리 수업의 구성은  기본 으

로 비운동(5분), 근력운동(30-45분), 유산소운동(15-30

분), 평형성운동(5분), 정리운동(5분) 총 75분으로 주 2회

로 구성하 고, 학생 개개인의 체력수   특성에 따라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의 비율 뿐 만 아니라 운동방식

( 량, 세트 수, 유산소 운동 유형 등)을 조 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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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etabolic syndrome index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WC

(cm)

FMC 79.1±7.6 77.3±7.4 0.001a

0.007b

0.415c

HSC 80.4±8.7 79.3±7.5

HPEC 83.8±10.2 81.9±11.9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과 같다. 한편 일반 교양

체육(테니스, 축구, 수 , 볼링, 배드민턴, 탁구, 골 )은 

국내 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주 1회(2

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종목별 기술습득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Table 3>.

<Table 2> Content of fitness management class
Event Content

Warming up

(5min)
Stretching or gymnastics of each position

Exercise of 

muscle

(30-45min)

Upper 

body 

Chest(chest press) 10time 2set

Shoulder(lateral raise) 10time 2set

Back(long-pull) 10time 2set

Abdomen(sit up) 25time 2set

Diceps brachii(arm curl) 10time 2set

Triceps brachii(kick back) 10time 2set

Lowr 

body

Quadriceps muscle of 

thigh(leg press)
10time 2set

Popliteus(leg curl) 10time 2set

Calf (standing calf raise) 25time 2set

Aerobic exercise

(15-30min)
Running on the track

Balance exercise

(5min)
Stability trainer & Wobble board

Cool down

(5min)
Stretching or gymnastics of each position

<Table 3> Practice of fitness management class
and humanistic sports class

Period Fitness management class Humanistic sports class

1

week

Class orientation and pre basic medicine test, fitness test, 

blood sampling

2

week

Advice, explanation and test 

of weight training(1RM of 

each position) and aerobic 

exercise(target heart rate) 

method

Explanation and practice of 

basic skill on each position

3-7

week

Practice of fitness 

management class

Practice of basic skill on 

each position

8

week
Reset of exercise intensity Midterm

9-15

week

Practice of fitness 

management class

Practice of basic skill on 

each position or game

16

week
Post basic medicine test, fitness test, blood sampling

2.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PASW/PC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에 한 기술 통계치(mean±SD)를 

산출하고 측정시기×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해 반복

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Repeated two-way ANOVA)

을 실시하 다. 통계  검증을 한 유의도 수 은 α=.05 

설정 하 다.

3. 연구 결과 

3.1 비만지표 비교

비만지표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체 과 체질량지수는 

측정시기([F(1.217) = 4.656], [F(1.217) = 4.167])와 집단

([F(2.217) = 8.337], [F(2.217) = 9.023])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체지방률은 측정시기×집단([F(1.217) = 

5.845])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obese index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Weight

(kg)

FMC 67.2±10.9 66.0±9.3 0.032a

0.001b

0.431c

HSC 68.8±11.2 66.9±8.6

HPEC 74.0±13.9 74.0±12.8

BMI

(kg/m2)

FMC 22.1±3.3 21.7±2.6 0.042a

0.001b

0.415c

HSC 22.5±2.5 22.2±2.4

HPEC 24.2±4.2 24.2±4.0

BF

(%)

FMC 17.8±5.0 16.7±5.0 0.001a

0.001b

0.003c

HSC 18.7±5.5 18.2±4.1

HPEC 21.3±7.6 21.0±7.2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a: time; b: group; c: 

time×group; FMC: fitness management class; HSC: humanistic 

sports class; HPEC: humanistic physical education class 

3.2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비교

사증후군 험인자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허리둘

는 측정시기[F(1.210) = 13.751]와 집단[F(2.210) = 5.129]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완기 압은  집단

[F(2.214) = 5.079]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

축기 압,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은  측정

시기×집단([F(1.214) = 5.681], [F(1.207) = 9.069], 

[F(1.186) = 5.836])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복 당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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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

(mmHg)

FMC 127.0±11.2 122.9±11.9 0.001a

0.890b

0.004c

HSC 127.7±16.0 121.4±13.9

HPEC 125.1±13.3 126.0±11.4

DBP

(mmHg)

FMC 73.8±11.2 73.0±8.5 0.077a

0.007b

0.358c

HSC 71.0±11.5 67.8±12.8

HPEC 74.2±9.2 73.7±9.0

BG

(mg/dl)

FMC 100.8±6.2 98.3±7.9 0.144a

0.957b

0.157c

HSC 99.5±5.8 98.9±8.3

HPEC 99.3±7.0 99.5±9.1

TG

(mg/dl)

FMC 177.7±28.1 160.5±23.6 0.001a

0.042b

0.001c

HSC 173.7±39.3 162.8±33.8

HPEC 185.1±30.0 178.7±28.3

HDLC

(mg/dl)

FMC 57.0±9.0 62.7±10.0 0.001a

0.001b

0.003c

HSC 55.5±8.4 59.6±10.0

HPEC 52.3±7.0 52.7±9.7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G: blood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 time; b: group; c: 

time×group; FMC: fitness management class; HSC: humanistic 

sports class; HPEC: humanistic physical education class

3.3 건강관련 체력 비교

건강 련 체력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모든 건강 련 

체력 변인(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팔굽 펴기, 좌

굴, 1200m 달리기)에서 측정시기×집단([F(2.217) = 

16.210], [F(2.207) = 7.616], [F(2.216) = 68.210], [F(2.214) 

= 19.943], [F(2.214) = 3.616], [F(2.214) = 4.546])간에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health related fitness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Grip 

strength

(kg)

FMC 38.5±6.8 41.6±5.9 0.029a

0.205b

0.001c

HSC 39.8±6.0 38.4±7.3

HPEC 40.8±7.6 41.6±6.4

Back 

strength

(kg)

FMC 108.5±23.8 123.4±21.5 0.001a

0.016b

0.001c

HSC 111.4±24.5 113.8±28.6

HPEC 123.9±22.0 125.6±24.2

Sit-up

(reps/min)

FMC 36.6±8.5 43.8±9.5 0.001a

0.001b

0.001c

HSC 39.0±9.7 35.5±8.7

HPEC 44.6±11.9 47.4±11.5

Push-up

(reps)

FMC 24.4±9.8 33.0±10.1 0.001a

0.187b

0.001c

HSC 25.1±9.5 27.1±9.6

HPEC 27.9±14.7 30.4±15.2

Flexibility

(cm)

FMC 8.9±9.3 12.2±8.3 0.001a

0.362b

0.029c

HSC 8.4±8.5 9.7±8.9

HPEC 10.4±8.6 11.9±8.0

1200m 

running

(sec)

FMC 314.6±55.0 288.1±30.1 0.001a

0.006b

0.012c

HSC 322.5±49.6 277.1±87.5

HPEC 333.5±57.8 323.1±63.1

a: time; b: group; c: time×group; GS: grip strength; BS: back 

strength; FMC: fitness management class; HSC: humanistic 

sports class; HPEC: humanistic physical education class 

3.4 기술관련 체력 비교

기술 련 체력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감고 외발서

기는 측정시기[F(2.216) = 24.190]와 집단[F(2.216) = 

6.841]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서 트 , 사

이드 스텝, 신반응 시간은 측정시기×집단([F(2.216) = 

9.062], [F(2.216) = 3.554], [F(2.216) = 3.593])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skill related fitness
Variable Group Pre Post p value

Sergent 

jump

(cm)

FMC 45.0±7.6 49.0±6.7 0.001a

0.285b

0.001c

HSC 45.9±6.5 47.3±6.9

HPEC 45.1±9.2 45.0±9.1

Side step

(reps)

FMC 33.1±4.7 38.1±3.9 0.002a

0.001b

0.030c

HSC 33.2±5.0 36.0±4.5

HPEC 34.0±8.3 35.4±8.1

Whole 

body 

reaction 

time

(sec)

FMC 0.34±0.06 0.31±0.05
0.001a

0.003b

0.029c

HSC 0.34±0.05 0.33±0.05

HPEC 0.30±0.07 0.29±0.07

Single leg 

stance

(sec)

FMC 23.5±28.7 47.3±43.7 0.001a

0.001b

0.079c

HSC 14.6±14.4 31.1±48.2

HPEC 37.9±21.4 44.2±25.3

a: time; b: group; c: time×group; FMC: fitness management class; 

HSC: humanistic sports class; HPEC: humanistic physical 

education class

4. 논의

본 연구는 이론 교양체육 수업  기술 인 능력 습득

(농구, 탁구, 배드민턴, 축구, 수  등)을 목표로 구성된 

교양체육 수업과 비만도, 사증후군 험인자의 개선 

 체력 향상을 수업 목표로 구성된 체력 리 수업 간에 

학생들의 건강상태(비만지표, 사증후군 험인자) 

 체력 향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찰한 비만지표  체 과 체질량지수

는 이론 교양체육 수업보다 체력 리 수업과 스포츠 실

기 교양체육 수업에서 개선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고, 체지방률은 이론 교양체육 수업과 스포츠 실기 교

양체육 수업보다 체력 리 수업에서 더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능력과 이론  지식 습

득을 목표로 하는 교양체육 수업보다 비만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체력 리 수업의 구성과 주당 운동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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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Johnson[22]과 Corbin[15]

은 장기간의 규칙 인 유산소 운동은 신체구성에 유의한 

개선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단

된다. 

한편 사증후군 험인자 분석 결과, 허리둘 , 이완

기 압, 공복 당은 이론 교양체육 수업, 체력 리 수업

과 스포츠 실기 교양체육 수업에 따른 개선 효과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축기 압,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은 이론 교양체육 수업보다 체력

리 수업과 스포츠 실기 교양체육 수업에서 더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교양체육 수업

보다 체력 리 수업이 비만도 개선과 심폐체력을 향상시

킴에 따라 다섯 가지 사증후군 험인자  세 가지 

험인자의 개선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단되며, 손태열

과 강 식[4]의 연구에서 사성 질환 험을 방 혹은 

감소시키는 방법  하나는 규칙 인 신체활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증진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들의 연령 상 사증후군에 이환되었거나 험도가 높지 

않은 상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체력요소  건강 련 체력에 해당하는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팔굽 펴기, 좌 굴은 이론 교양

체육 수업과 스포츠 실기 교양체육 수업에 비해 체력

리 수업에서 더 정 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1200m 달리기는 체력 리 수업과 스포츠 실기 교

양체육 수업이 이론 교양체육 수업보다 더 효과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교양체육 수업에 비해 스포츠 

교양체육 수업과 체력 리 수업이 실제 학생들의 심폐체

력과 련된 생리학  요인들을 자극한 결과로 사료된다. 

Caspersen[13]은 건강 련 체력을 최상의 유기체의 

기능으로부터 극도의 허약한 상태에 이르는 반  생리

 상태로 정의하 으며, 미국의 질병 리센터는 인간이 

신체  활동 수행과 련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일련의 특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 련 체력(근력, 근지구력, 심

폐체력, 유연성)의 하는 질병 유병률과 높은 상 계

[14,7]가 있어 건강 련 체력 향상의 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체력 리 수업은 건강 련 체력 향상

에 매우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기술 련 체력요인인 서 트 , 사이드스

텝, 신반응 시간, 감고 외발서기 역시도 이론 교양체

육 수업과 스포츠 실기 교양체육 수업에 비해 체력 리 

수업에서 더 정 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 련 체력은 건강 련체력 이상의 스포츠 활동

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생리  기능[19]로 이론 교양체육

과 스포츠 실기 교양체육보다 체력 리 수업이 기술 련 

체력 향상에 더욱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단된다. 

이상과 같이 체력 리 수업이 이론  스포츠 실기 교

양수업에 비해, 비만  사증후군 지표와 체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요한 사실은 체력 리 수업이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

생들의 건강증진 상 효과성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업이 학 교과목 내에서 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무도 당연한 과학  

결과로 인식하기 이 에 실제 교육 장에 이와 같은 

정  효과를 가지는 교양수업을 어떻게 목할 것인지에 

한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복합 운동 

로그램으로 구성된 체력 리 수업과 일반 교양체육 수업 

간에 비만 지표와 사증후군 험인자의 개선  체력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 내어 체력 리 수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력 리 수업이 실기 교양체육 수

업과 이론 교양체육 수업보다 개인의 비만 지표와 사

증후군 험인자를 개선시키고 체력을 효율 으로 향상

시킨다는 것을 과학 으로 증명하 으며, 궁극 으로 

학 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교양체육은 체력의 증진도 필요하지만 일반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재미요인이 가미되어야 참여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단되며, 추후 연구에서 체력 리 수업의 활성

화와 더불어 더 효과 인 체력 리 수업 로그램 개발

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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