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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청소년들의 체격(신장 및 체중)은 향상되었으나, 과잉영양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면
서 체력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체력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시내 학생 2,385명(중1: 1,034명, 고1: 1,351명/ 남: 1,538명, 여: 847명)을 대상으로 비만도를 계산한
후 80% 미만은 저체중, 80~120%는 정상, 120~130%는 경도비만, 130~150%는 중등도 비만, 150% 이상은 고도비
만으로 분류하였다. 체격(신장, 체중)검사 및 체력검사 [50 m달리기(순발력), 팔굽혀펴기(남자)/팔굽혀 매달리기(여
자)(근력/지구력), 윗몸일으키기(근력/지구력), 제자리 멀리뛰기(순발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유연성), 오래달
리기(심폐지구력)]를 실시해 얻은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총 체력점수는 체중 및 비만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각각 P < 0.05). 비만도를 세분화하여 체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정상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저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체력점수가 감소하였다.
결론: 저체중은 체력수준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비만군인 경우 체력수준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비만군에 대한 학교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청소년 비만, 체력, 신체활동

서

1)
되었다. 아시아 및 북미의 국가들에서도 최근 20년간 학령

론

기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관련 체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되었다.2-4)

경제발전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국내 학령기 학생
들의 체격(신장 및 체중)은 향상되었으나, 과잉영양과 운동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일생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과체중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으로 급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들의 신체발달과 건

체력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인적 자

강상태를 학교신체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원부의 학생신체검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거의 모든 성인병의 원인으로 부

년간 중․고등학생의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였고, 2000년부

각되고 있는 청소년 비만의 경우 체질(동반 질환 및 위험인

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관련 체력은 감소하였다고 보고

자)과 체력(근력 및 근지구력, 체지방률, 심폐지구력, 유연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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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장대비 체중만으로 비만

(남), 팔굽혀 매달리기(chin-ups)(여) 및 윗몸일으키기(sit-ups)

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하

를 시행하였다. 팔굽혀펴기는 30 cm높이의 팔굽혀펴기 봉

지만 신체 각 부위별로 각종 고가 장비와 전문적 도구를 이

을 잡고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하여

용하여 일인당 체력 및 체질 검사를 한다는 것은 비용-효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하였고, 팔굽

면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집단을

혀 매달리기는 턱이 철봉 위에 올라오도록 팔을 굽힌 자세

대상으로 검진을 할 경우에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로 매달려 있는 시간(초)을 측정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는

도를 파악함과 더불어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사 결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목 뒤

과를 활용한다면 보다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신체건강수준

에서 마주 잡고 1분 동안에 실시한 회수를 측정하였다. 유

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성을 측정을 위해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sit-and-

비만인의 낮은 체력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운동 및 여가

reach)를 시행하였는데 무릎이 굽혀지지 않은 채 윗몸을 앞

생활 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좌식생활을 유도함으

으로 최대한 굽힌 거리(cm)로 측정하였다. 심폐지구력 측정

로써 비만인이 더욱 비만해 지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따라

을 위해서는 오래달리기(long distance-run)를 시행하였는데,

서 체력수준은 비만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여자는 1,200 m, 남자는 1,600 m를 달린 시간(초)을 측정하

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체력수준과 비만도의 상관성

였다. 순발력 측정을 위해서는 50 m달리기(50 m-run) 및

을 조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까

제자리 멀리뛰기(standing long jump)를 실시하였다.

지 국내 학령기 청소년들의 신체구성 및 비만도와 체력 간
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대단위 연구는 전무한 실정

2) 체력급수 판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

6)
체력급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에 의거하여 6개 체

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를 통해 학령기 청소년들의 비만 유

력검사 종목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 23점 이상은 1급,
20~22점은 2급, 17~19점은 3급, 14~16점은 4급, 13 이하는

병률과 비만도와 체력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5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체력급수 1, 2급을 체력우수군, 3급
을 체력정상군, 4~5급을 체력열등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상

3. 통계분석

학교의 협조 하에 교내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서

통계분석은 SAS program 10.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

울시내 S, C, D의 3개 중학교 및 S, K, D의 3개 고등학교

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일 때로 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

를 표본학교로 선정하고 선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385

만의 유병률,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간의 비만 유병률 비교는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만 12~13세의 중학교 1

2
χ test로 분석하였다. 항목별 평균 체력점수비교는 Student

학년이 1,034 (남: 547/여: 487)명, 만 15~16세의 고등학교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총 체력점수와 체중 및 비만도의 상

1학년이 1,351 (남: 991/여: 360)명이었다.

관성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2. 방법

연구 결과

선정된 각 표본학교에서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신장 및

1. 비만도 분포

체중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비만도를 산출하였다.

전체 대상군의 비만도 분포는 아래와 같다(Table 1, Fig.

본 연구에 사용된 비만도 기준은 1998년 소아과학회에서
5)

발표한 신장별 표준체중 기준표 에 의거하여 성별, 신장별

1). 여자의 경우, 비만 유병률이 여고생은 여중생에 비해 현저

표준체중을 구한 후(실제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100의 식

하게 높았으나(11.6 vs 6.8 %, P < 0.05) 남자의 경우 고등학

을 사용하여 %로 비만도를 산출하였다. 비만도가 80% 미

생과 중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5.7% vs 13.9%).

만인 경우 저체중, 80~120%인 경우 정상체중, 120% 이상

2. 항목별 평균 체력점수

을 비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비만은 더 세분하여 비만도가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체력검사 전 항목에서 중1

120~130%인 경우 경도비만, 130~150%인 경우 중등도비

보다 고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P

만, 150% 이상인 경우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였다.

< 0.05). 여자는 팔굽혀 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
1) 체력검사 종목

리뛰기 항목에서만 고1에서 중1 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체력검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하였

(P < 0.05). 성별 차이를 보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6)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였고(P < 0.05), 윗몸일으키기, 50

다.

근력 및 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팔굽혀펴기(push-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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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obesity
Obesity Index
Underweight
Normal
Obesity
Mild
Moderate
Severe

Cases (%)
High School Grade1
Boys
Girls
60 (6.0)
12 (3.4)
776 (78.3)
306 (85.0)
155 (15.7)
42 (11.6)
72 (7.3)
26 (7.2)
68 (6.9)
13 (3.6)
15 (1.5)
3 (0.8)

Middle School Grade1
Boys
Girls
38 (6.9)
60 (12.3)
433 (79.2)
394 (80.9)
76 (13.9)
33 (6.8)
38 (7.0)
18 (3.7)
33 (6.0)
13 (2.7)
5 (0.9)
2 (0.4)

Fig. 1. Percentage of obesity in school-children.

Table 2.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Middle School Grade 1
Fitness test items
Unit
Boys
Girls
50 m-run
sec
8.8 ± 0.9
10.1 ± 1.1
Push-ups (Boy)
times
19.0 ± 12.3
4.6 ± 6.3
Chin-ups (Girl)
sec
Sit-ups
times
37.7 ± 11.0
27.1 ± 9.8
Standing long jump
cm
185.8 ± 28.8
153.9 ± 22.6
Sit-and-reach
cm
10.4 ± 8.6
13.8 ± 7.2
Long distance-run
sec
572.8 ± 102.6
481.8 ± 79.9

High School Grade 1
Boys
Girls
7.9 ± 0.7
10.0 ± 1.2
26.1 ± 12.4
7.0 ± 8.2
42.8
263.2
12.2
490.2

±
±
±
±

10.0
21.5
8.1
79.9

30.4
164.8
14.5
477.6

±
±
±
±

10.9
23.9
8.1
83.3

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였다

남자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제외한 체력측정

(P < 0.05) (Table 2). 팔굽혀펴기, 팔굽혀 매달리기, 오래달

전 항목에서 비만군보다 정상체중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성

리기는 성별로 다른 측정항목이므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적을 보였다(P < 0.05). 중1 여자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제외한 체력측정 전 항목에서 비만군보다 정상체

3. 체중, 신장 및 비만도와 총 체력점수 간의 상관
관계

중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P < 0.05). 고1 여
자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제외한 체력측정 전

총 체력점수는 체중 및 비만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항목에서 비만군보다 정상체중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성적

보고된 반면(P < 0.05), 신장과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나지

을 보였다(P < 0.05) (Table 4).

않았다(Table 3).

5. 비만도에 따른 체력점수 비교

4.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항목별 평균점수 비교

비만도를 세분화하여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경도비만군,

중1 남자의 경우 체력측정 전 항목에서 비만군보다 정상

중등도비만군, 고도비만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의

체중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P < 0.05). 고1

경우 정상체중군의 체력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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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body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score
Correlation Coefficient (r)
Total Score vs.

Boys
0.03
*
-0.26
*
-0.37

Height
Weight
Obesity Index

Girls
0.04
-0.19*
*
-0.25

* P < 0.05.

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score between obesity and normal group
Fitness test items
Middle
School
Grade 1

High
School
Grade 1

Unit

Mean ± SD (score)

Boys

Girls

Normal
8.6 ± 0.9
20.4 ± 12.1

Obesity
9.7 ± 1.0*
9.6 ± 9.1*

Normal
10.0 ± 1.1
4.8 ± 6.5

Obesity
10.7 ± 1.1*
0.6 ± 0.8*

39.1 ± 10.5
188.8 ± 28.2
10.7 ± 8.9

28.6 ± 9.7*
167.1 ± 25.4*
8.5 ± 6.2*

27.6 ± 9.6
155.1 ± 21.9
13.8 ± 7.2

20.9 ± 10.9*
137.3 ± 26.3*
14.3 ± 7.1

sec
sec
time
sec
time
cm
cm

560.1 ± 96.6
7.8 ± 0.7
27.2 ± 12.3

651.0 ± 104.9*
8.4 ± 0.7*
*
20.7 ± 11.9

477.9 ± 67.8
9.9 ± 1.2
7.5 ± 8.4

534.8 ± 63.7*
10.7 ± 1.4*
*
3.3 ± 5.1

44.0 ± 9.6
239.2 ± 20.6
12.1 ± 8.2

36.5 ± 9.6*
*
219.9 ± 18.7
12.9 ± 7.2

30.9 ± 11.0
165.2 ± 23.6
14.4 ± 8.2

27.0 ± 9.5*
*
154.9 ± 24.9
15.6 ± 7.3

sec

479.6 ± 76.2

547.4 ± 75.4*

470.6 ± 77.2

530.5 ± 106.7*

50 m-run
Push-ups (boys)
Chin-ups (girls)
Sit-ups
Standing long jump
Sit-and-reach

sec
times
sec
times
cm
cm

Long distance-run
50 m-run
Push-ups (boys)
Chin-ups (girls)
Sit-ups
Standing long jump
Sit-and-reach
Long distance-run

* P < 0.05 vs normal.

Fig. 2. Physical Fitness Score by Obesity.

저체중군, 경도비만군, 중등도비만군, 고도비만군의 순이었

없었다(Fig. 2).

으며 여자의 경우 저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비만도

6. 비만도에 따른 체력수준 분포

가 증가할수록 체력점수가 감소하였다. 앉아 윗몸 앞으로

비만인 경우 대부분 체력열등군에 포함되었고(남학생:

굽히기는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사이에 뚜렷한 점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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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Physical Fitness Level by Obesity.

78.8%, 여학생: 77.3%) 비만이면서도 체력이 우수한 경우

비해 평균 신장은 남학생의 경우 평균 2.74 cm, 여학생의

는 적었다(남학생: 3%, 여학생: 10.3%) (Fig. 3).

경우 1.96 cm 증가되었고 평균체중도 남학생은 4.35 kg, 여
13,14)

학생은 1.99 kg 증가되었다.

고

한편, Won 등은 10년 전의

체격 및 체력급수를 비교하여 체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찰

15)

체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발달과 함께 소아 및 청소년 연령에서도 비

체력은 일생 중 청소년기에 가장 현저하게 발달하며 그

만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

기능이 거의 완성되는데 청소년기의 체력 수준은 성인기의

두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1970년대에는 소아비만의 유병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

7)

8)

9,10)

고 있다.16) 체력은 근육 운동이 요구되는 작업을 만족스럽

로 보고되었고, 2004년 6.6% 라는 보고가 있는 한편

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되며 심폐지구력, 근

이 2% , 1980년대에는 11~13% , 1993년에는 16~18%
11)

12)

10.9~17.9%라는 보고 도 있는데, 각 연구의 대상연령, 비

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등으로 체력을 측정하

만에 대한 기준치 선정 등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인 비교는

게 된다.

어려우나 과거 20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비만율이 증가한

육에 필요한 양의 산소를 운반해 주는 순환 기능과 호흡 능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력으로서 전문검사실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평가하

17)

심폐지구력은 유산소 운동 능력을 의미하며 근

본 연구의 결과 비만의 유병률은 남자 중학생이 13.9%,

며, 학교체력검사에서는 오래달리기를 시행하여 측정한다.

여자 중학생이 6.8%, 남자고등학생이 15.7%, 여고생이

근력은 근육이 수축하려는 상태에서 저항에 대하여 근육이

11.6%로 나타났고, 특히 여학생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한 번에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양이며, 근지구력은 일

비만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

정한 근육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강도를 변화시키지 않

의 증가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 식이량의 증가 및 입시위주

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의 과중한 공부에 따른 절대적 운동량의 감소 등으로 유추

의미하는데 학교 체력검사에서는 팔굽혀펴기(남), 팔굽혀

할 수 있으며 영아나 소아시기의 비만보다 청소년시기의

매달리기(여) 및 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하여 측정한다. 유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확률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할

성은 관절의 구조 및 근육의 신전성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

때 청소년기의 비만은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는 인대와 근막에 의해 결정되는 관절의 가동 영역으로서

있었다.

학교에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시행하여 측정한다.

2004년 국내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체격을 조

순발력은 짧은 단위 시간에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신체의

사한 결과, 고3 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키 173.6 cm에 67

수행 능력으로서 학교체력검사에서는 50 m달리기 및 제자

kg, 여학생은 키 161.1 cm에 55 kg으로서 이는 10년 전에

리 멀리뛰기를 실시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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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 체력점수를 비만도, 체중과 상관성을

고 신체조성분석을 하지 못했으므로 체지방이나 근육량과

분석하여 보았을 때 체중 및 비만도는 체력점수와 유의한

체력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음의 상관성이 있었던 반면, 신장과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

본 대단위 연구를 통해서 국내 청소년의 비만도와 구체적

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체력점수의 차이를 보았을 때 앉

체력항목의 상관성을 측정함으로써 비만이 체력수준 저하

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이 우

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의

수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유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미가 있다. 향후 학교 신체검사와 체력장 제도의 통합, 평가

며 기타 체력항목은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좋은 성적을 보

를 위한 운영체계 및 학생의 신체 수준에 따른 체력증진을

였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

위한 체계적인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18)

하였다.

있으리라 사료된다.

근력의 경우 체중이 증가할수록 근육 조직이 많아 근력
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감소된다는
결과도 있다.

19-22)

ABSTRACT

동일체중이라도 근육량 혹은 체지방의 비

율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체성분 분석 자료가 없이 체중을

Evaluation of Physical Fitness in Terms of
Levels of Obesit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근력 예견의 지표로 논하기는 제한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23)
Deforche 등 은 비만청소년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악력

(handgrip strength)을 제외한 모든 근력 및 근지구력이 낮
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obesity in Korean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대변하는 팔굽혀펴기, 팔굽혀 매달리

youth has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as

기, 윗몸일으키기 점수가 모두 비만군에서 정상에 비해 유

a result of change in eating behaviors and lifestyles which

의하게 낮았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은 대부분에

favor calorie accumulat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서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간에 차이가 없어 유연성은 비만학

rising concern about its negative influences on health and

생에서 정상체중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tness, investig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체력점수가 감소하는 것은 예견된

and fitness level of Korean youth are rare. Therefore, the

결과였지만, 여학생의 경우 저체중군에서 정상체중군보다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physical fitness levels

체력점수가 더 높은 결과는 의외였다. 남학생의 경우 정상

of Korean youth in terms of the obesity indices.

체중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체중군, 경도

Methods: A cross-sectional analysis for determining

비만군, 중등도비만군, 고도비만군의 순이어서 남자의 경우

obesity index and fitness level was conducted among

적절한 근육량의 유지가 체력유지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2,385 healthy schoolers in Seoul (1,034 7th graders, 1,351

일반적으로 근육양이 많은 경우 체력수준이 높으므로 근육

10th graders; 1,538 boys, 847 girls). The subjects were

량과 체력수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

categorized for the study as either underweight, normal,

2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제

mildly obese, moderately obese, or severely obese

지방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체력수준에 영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either under 80%,

향을 미칠 수 있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고, 또한

between 80~120%, 120~130%, 130~150%, or above

여성의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간의 체력수준 차이를 고찰

150% of the obesity index, respectively. Fitness level was

한 선행 연구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해 충분한

determined by the scores on a battery of tests [50 m-run

문헌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체중군의 체력점

(power), push-ups (boys) / chin-ups (girls), sit-ups,

수가 정상체중군의 체력점수보다 높은 원인을 정확히 설명

standing long jump, sit-and-reach, long distance-run].

다.

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만도에 따른

Results: Obese subjects had a significantly lower

체력수준 분포를 보면 비만군에서는 77~78%가 체력열등군

fitness score compared to their non obese counterparts (P

이어서 체력저하에 비만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확

< 0.05). The normal group among boys and the

인할 수 있었다.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 오

underweight group among girls scored the highest in

늘날의 현상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그 자체뿐 아니

fitness. The fitness score and obesity index were

라 학생들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도 일정부

negatively related in the rest of the groups.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분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체력을 평가함에 있어 체력에 영향을 미칠 수

that being underweigh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있는 평상시 신체활동량이나 운동습관에 대한 조사가 없었

low fitness level, while obesity had a great effec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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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of fitness level among Korean youth. Therefore, it

Trend of Obesity in School Age Children in Seoul

is

Over the Past 23 Years. Korean J Pediatr 2004;47(3):

important

to

manage

childhood

obesity

through

education on a regular basis in school and at home.

247-57.
13.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Key words: Adolescent obesity, Physical fitness, Physical

Office of Education. 2005.

activity

14.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997.
15. Won HS, Han SS, Oh SY, Kim HY, Kim W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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