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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체력검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의 수

(체육교육과)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장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청소년은 국가의 장래를 책

임지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 · 육성

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자 체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체력실태를 파악하여 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생활체육의 근간

이 되는 학교체육에서는 체력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정확한 체력진단을 하여 학생들

이 규칙적인 체력운동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체력은 신체적 능력을 대표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현저하게

발달하고， 이 시기의 체력수준은 성인기의 체력 및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적 자원의 질을 결정지울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체력수준을 진단하고 운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국가 혹은 체육 관련 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청소년체력검사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반학생들은 물론 1968년 정신지체， 감각장애 아동을 위

한 체 력 검사가 AAHPERD에 의 해 출판된 이후， 1976년 Johnson과 Londeree, 1982
년 Buell이 체력검사를 발표하였고， 1985년 장애학생 체력검사 Project Unique가 발

간되고， 그 후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체력검사 방법이 만들어져 특수학교 뿐만 아니

라 일반학교에서도 체력검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
년부터 학생체력검사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쳐 1987년을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체력이 20-40% 뒤떨어진다고 하였으며， 운동능력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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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년 정도 지체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협응능력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Fernhall . et al. 1988). 우리 나라 학생체력검사의 대상은 일반학생

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학생들은 체력검사를 수행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학생들은 그 분류와 등급에 따라 체력과 운동능력의 열

세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사를 일반학생의 수치기준과 등급표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는 검증된 방법이 아닌 학교실정에 맞게 교사의 능력에 따라

체력검사를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이 체력검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각 종목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체력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 외국에서는 체력 측정 방법을 수정하고 단순화시켜 장애학생들

이 쉽게 임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도가 가벼운 정신지체학생들을 대상으로 7년간의 체

력검사 결과를 종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학생체력검사의 난이도와 문제점을 분석하

여 정신지체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종목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처|력의 개념

1) 체력의 정의

체력 (physical fitness) 이 란 신체적성으로 번역되며 시대적 배경과 문화，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김종택， 1984).

Larson095l)은 체력이란 신체적 자질에 의해 구성되며 최소한의 소비로 그 자질

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Clarke(962)는 과도한 피로없이 일상과

제를 수행하고 나아가서 비상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 유기체

의 활력 또는 생명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Updike와 Johnson(1967)은 신체 조

작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유기체， 기관의 양호한 신체적 조건 및

기 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 Karpovich(968)는 근육의 운동이 요구되는 특수한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의 학자로서 김진원 (1980)

은 체력을 신체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형태와 기능면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고흥환(982)은 체력이란 용어는 그 목적론의

진화와 방법론의 분화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적성’으로 요약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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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보건기구(WHO， 1967)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근육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작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제력이라고 하였으며， 미국

건강 · 체육 · 레크레이션 · 무용 협회 (AAHPERD， 1956)에 서는 체력을 인간이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

로 생활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은 신체적 · 지적 · 정서적 · 사회적 요소들의 조화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력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체력이라

는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 정의에 내포된 의미 역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체력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체력이란 신체활동의 능력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튼튼한 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 그리

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 물론 체력은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체력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

는 기능적， 소질적인 의미를 지닌 신체적 능력으로 보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력이 정신력을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2) 체력의 분류

(1) 체력요인의 분츄

체력검사에 따라 체력의 구성요인이나 각 종목의 측정종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는 측정대상의 특성과 전문가들의 체력에 대한 견해 차에 기인하는 것이다. 동경

올림픽 이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 측정 종목 및 기준치

개발을 위한 ICSPFT(Intemational Committee on the Standardization of Physical
Fitness Test)의 시도가 있었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서 객관성 있고 표

준화된 체력검사 구성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Fredrick， 1969).
개념화된 체력에 대한 현장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체력

의 구성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체력의 구성

요소는 체력의 개념 규정의 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각 요인들이 내재적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인의 파악이 어렵게 된다. 체력 구성요인의 분

류는 1900년대 초에 인자분석의 방법으로 활발히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는 각 요인

들이 직교적이고 상호 독립적이라기 보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몇 가지 특성만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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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학자들의 분류를 종합해 보면

〈표 1> 학자들의 체력요인 분류

학 자 명 비 고체력요인 분류

Larson (l95l)
근력， 지구력， 평형성， 민첩성， 스피드，

리듬， 협웅성 (7개 요인)

지구력이나 유연성 등은 체

력의 주요 요인으로 보지

않음

Ponthieux와

Baker(1963)
심폐기능， 조정력， 근력 (3개 요인)

Holls (l967)

Bamgartner와

Zuidema(1974)

Melograno와

Klinzing (l974)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신체 운동속도， 순발력 (6개 요인)

상체의 근력과 지구력， 몸통의 근력과 근지

구력， 다리의 근력과 지구력， 심폐지구력

체력 : 전신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운동능력

운동능력 : 협웅성， 민첩성， 스피드，

순발력， 평형성

지구력을 근지구력과 심폐

지구력으로 분류하기 시작

남자대학생 대상

운동능력을 체력에 포함시

켰으면서도 체력과 운동능

력을 구분하고자 함

Clarke (l976)

Johnson과

Updike(1980)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끈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순발력， 평형성 (8개 요소)

체력 :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운동능력 · 협웅성， 순발력， 반웅시간，

평형성，민첩성

히전완을램픔과려
「
E
π

체
분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체력구성요인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Safrit(198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체력 구성요인도 하나의 검사만으로

는 만족스럽게 측정할 수 없다는 데에 검사종목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 일례로

중요한 체력 구성요인의 하나인 유연성도 신체부위나 동작의 형태에 따라 수많은

유연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하나의 검사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유연성을 측정하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

(2) 건강 체력과 운동기능 체력

최근에는 체력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건강한 삶과 주로 관련된 건강체력과 운동기능 발현파 주로 관련된 운동기능체력으

로 분류하는 것이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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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체력과 운동기능 체력의 분류

건강체력 운동기능 체력

성폐지구력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스피드

유연성 민첩성

체지방량 평형성

건강체력 요인은 각종 질환의 발병율을 감소시키고 학엽이나 일상 업무의 효율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운동기능체력 요인은 스

포츠 활동이나 운동경기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체력요인이다.

대부분의 체력검사에서는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기능체력 요인을 동시에 측정하

며， 우리나라의 현행 학생체력검사 종목도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기능체력 요인을

흔합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체력은 운동기능적인 요인보다 건

강관련 요인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일반학생 뿐 아니라 장애학생 체력검사

종목 구성도 건강관련 체력요인을 측정하는 종목 위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체력요인

(1)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이란 대근 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으로서， 호흡 · 순환 기능에 의한 산소의 섭취， 운반 및 이용 능력을 나타낸다. 섬폐

지구력이 양호하다는 것은 심장근육의 기능이 좋으며 근세포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

급해주는 심폐기능이 양호하기 때운에 산소를 공급받는 근육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신체의 여러 기관이 원활하게 작용하

여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다. 즉， 휴식시 심박수가 감소되고 1회 박출량이 증가되며

최대산소섭취량이 증가됨으로써 동일한 강도에서 운동을 보다 장시간 수행할 수 있

게 되며， 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위급한 상황

에 처했을 경우， 보다 잘 참아내면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동을 할 때나 다른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심폐지구

력이 좋으면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작업을 할 수 었다.

특히， 심폐지구력은 현대인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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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강조된다. 즉， 심폐지구력이 약해지면 심장과 폐， 혈관계의 기능수준이 저

하되어 신체 각 기관에 산소 및 영양소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결국， 심폐지구력이 약해지면 최근 현대인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동맥경화， 심장병， 비만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

대인의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2) 근력 및 근지구력

근력이란 근육이나 근조직이 단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정의되며 이는 근수축에 동원되는 근섬유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근수축에 동

원되는 근섬유의 수가 많으면 근력이 강하고 적으면 근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근지구력은 반복해서 근수축을 하거나 오랫동안 근수축을 유지하는 근육의 능력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피로감 없이 근육이 수축을 오래 할수록， 또는 피로를 느끼

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근수축의 반복횟수가 많을수록 근지구력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력과 근지구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일상생활중의 여가활동 또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무거운 불건을 옮기거나， 들거나， 잡는 등

의 활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크게 요구하는 과제들로서， 이와 같은 동작 중에 유

발되는 물리적 긴장의 정도는 사용되는 최대근력 정도에 비례하며 근력과 근지구력

의 증진은 일상과제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과제를 낮은 수준의 생리적 긴장으로

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근력과 근지구력은 신체 구조의 유지 및 근통증 예방과 관련하여 중요하

게 인식된다. 즉， 등 부위의 근력이 약해져서 척추의 아랫부위가 앞으로 휘게 되면

요통이 유발되기 쉬우며 복근이 약하면 내장기관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골반이 앞

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요통은 척추부위의 근육이 너무 약하여 체중을 지탱하기 어

려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 · 노년기의 건강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근력 및 근지구력은 상해의 예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신체활동을 할 때

특정 근육이 수축하면 그 반대편의 근육은 이완된다. 이 때 특정 부위의 부분적인

근력이 약해서 전체 근력이 평형을 잃을 경우 상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 부위의

근력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상해 유발의 가능성을 낮추도록 평소에 노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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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범위로 정의된다. 관절의 가동범위는 관절변의 가동성 뿐만

아니라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 건， 관절낭 및 인대 등의 신전성에 의해서도 결

정된다. 유연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위는 목， 어깨， 허리， 그리고 다리를 넓게 벌리는

데 필요한 고관절 등이다.

유연성은 발달과정상 6세부터 향상되다가 청소년기의 시작인 9-12세경부터는 그

수준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므로，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의 요통이나 생리통과 관련하

여 중요하며 유연성이 발달됨에 따라 신체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하면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즉， 유연성이 나쁘면 신체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같은 일을 할 때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연성은 자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앞가슴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어깨근육의 지구력이 떨어지면 어깨가 밑으로 많이 처지게 된다. 마지막으

로 유연성은 운동기능의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할

경우에는 어깨와 발목의 유연성이 좋아야 동작의 범위가 크고 원활하게 된다.

(4) 순발력， 민첩성 및 스피드

순발력이란 단시간에 힘을 폭발적으로 내는 능력， 즉 단위시간당 이루어진 작업

량으로서，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근력을 정적

상태에서 발휘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은 동적 상태에서 발휘되는 힘이며， 일

반적으로 근파워라고도 한다.

한편， 민첩성이란 움직염의 방향이나 폼의 위치 등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다른 움

직임(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속도와 힘 뿐만 아니라 균형， 그리고 협

응성과도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속도에 관한 능력은 대체로 선천적인 영향을

받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순발력 (power)과 민첩성 (agility)은 동작의 빠른 이동이나 방향의 전환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신체를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동시키는 능력언

스피드와도 유사점이 많다. 엄밀하게 보띤 스피드， 민첩성， 순발력을 구분할 수 있

으나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논란이 많다. 즉， 스피드는 동작의 스피드

(speed of movement)와 반응의 스피드(speed of reaction)로 구분되며 실제로 동작의

스피드는 민첩성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달리기와 관계없는 어떤 특정 신

체부위의 민첩성은 동적 유연성 (dynamic flexibiliη)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최대의 근력으로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순발력과 그에 따른 민첩성 및 스피

드의 발달은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소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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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순발력과 스피드는 달리고， 던지

고， 뛰고， 차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요인으로서 힘과 운동의 증가를 통하여 향

상된다.

2. 외국 청소년 체력검사 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 각 개인 복지의 총화에서 비롯되며 각 개

인의 선체적 • 정신적 · 도덕적 · 경험적 적성의 수준이 국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신체적 적성을 기르고 유지하며 올바르게 학습하면서 성장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한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청소년 체력검사(youth physical fitness test)를 범국민적으

로 실시하였다. 이 검사와 함께 미국 청소년 체력위원회는 1954년 10-18세에 이르

는 모든 학생올 대상으로 하여 Krasus H.와 Hirschlant R.P.의 미국 아동체력검사

를 실시하였다. 즉， 근력， 유연성， 민첩성을 측정하기 위해 턱걸이(여:비껴 매달려 팔

굽혀펴기)， 윗봄일으키기， 소프트볼 던지기， 왕복달리기(9.l4m X 4회)， 50m 탈리기，

제자리멀리뛰기， 600m 달리기， 수영 (50m， 100m) 등을 학기초에 실시하였으며， 각

연령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 후에 6주째 재측정하고 기준에 이를 때

까지 반복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체력측정을 하지 않고 각

연령층의 직업，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성있는 여러 검사종목과 기준치를 다

양하게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검사로는 1957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체육협회(A. P.E.A)가 고안한 미국건강 · 체육 · 레크레이션 청소년 체력검

사(AAHPER Youth Fitness Test)가 있고， 주의 특성에 따라 캘리포니아 체력검사，

인디아나 운동적성검사， 텍사스 체력-운동능력검사， 뉴욕주 체력검사， 워싱턴 운동

적성검사 등이 개발 •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체력검사와 미

육군체력검사， 미 해군 표준화 체력검사， 미 공군 체력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1939년에 국민체력검사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체력

진단검사와 운동능력검사로 분류하고， 검사대상 또한 10-11세의 소년， 12-29세의

청년， 그리고 30~60세의 장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학교 스포츠검사는 체력진단검사와 운동능력검사로 구분

되어 있다. 체력진단검사의 종목은 민첩성 측정을 위한 사이드스랩 검사， 순발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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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수직점프， 근력 측정을 위한 배근력 및 악력 겁사， 유연성 측정을 위한

윗폼 앞으로 굽히기와 위로 들기， 그리고 지구력 측정을 위한 계단오르기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능력 검사의 종목은 50m 달리기， 도움닫기， 멀리뛰기， 공던지

기， 비껴턱걸이，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 (zigzag run)로 구성되어 었다.

12-29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스포츠 검사에서는 체력진단검사의 내용이 소

학교 스포츠검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운동능력검사의 종목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비껴턱걸이를 턱걸이로 검사하고， 지그재그달리기를 선택종목으로 하여 A군 경보，

B군 평영， 자유형， C군 스키 및 스케이트 등 3가지 군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0-60세의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 체력검사에서는 체력진단검사와 운동능력

검사로 구분하지 않고 5개 종목으로 나누어 민첩성 측정을 위한 사이드 스웹검사，

순발력 측정을 위한 수직점프， 근력 측정을 위한 악력검사， 운동능력검사를 위한

지그재그달리기， 그리고 지구력 측정을 위한 1，500m달리기 (남) ， 1，OOOm경 보(여 )를

실시하고 었다‘

3) 독일
서독에서는 청소년에게는 독일 청소년 스포츠장을 성인에게는 독일 성인 스포츠

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종목은 〈표 3> 과 같다.

한편， 동독에서도 체력검사를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 스포츠장과 성인 스포츠장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종목에는 체육이론， 도수체조， 100m수영， 5

100krn행군，200m장애물 달리기， 사격， 그리고 장애물 오르기 등의 필수종목과 도

약， 달리기， 던지기， 그리고 체조 등의 선태 종목이 있다.

〈표 3> 서독 스포츠장의 검사종목

측정요인 성별 검 사 종 목

심폐지구력 납 300m,600m 수영

(운동기능포함) 여 200m,400m 수영

스피드
남 100m 달리기

여 50m 달리기

심폐지구력
납 20km자전거 타기 ， 1,OOO-3,OOOm 달리기

여 20km자전거 타기 ， 1,OOO-1,500m 탈리기

순발력 남， 여 투포환， 투창， 공던지기

기타 남，여 스키， 보트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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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체력표준화위원회 표준체력검사

1964년 동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에 국제 스포츠과학 회의가 열렸는데，

그 때 일본에 의해 체력의 국제간 비교가 제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 체력표

준화위원회(I.C.S .P.F.T)가 결성되면서부터 검사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1967년 스위스의 매그링겐에서 개최한 제 3회 국제 체력검사표준화위원

회의에서 표준검사종목의 심의를 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각국에서 온 자료가

멕시코 올림픽 대회의 회의에서 집약되어 “표준체력검사”의 결정판이 공표될 예정

이었으나， 현재까지 결정판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 당시의 검사는 운동능력검사와 생리학 지표 인체측정 의학검사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운동능력검사의 기본적인 검사종목은 5Dm 달리기， 오래달리기(남 :

I ,DOOm, 여 : 800m , 소아 : 600m) , 턱걸이(남)， 오래매달리기(여) ,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왕복달리기， 그리고 윗몽일으키기 (30초) 이었다.

3. 외국 청소년 체력검사의 종목

1) 근지구력 검사종목

근지구력은 특정 근육 혹은 근육군이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피로를 견디고 특

정한 신체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계속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 건강 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지구력에

대한 검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체력검사를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체력검사에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윗폼일으키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턱걸이， 팔굽혀펴기 순으로 나타났다. 윗몽일으키기는 하복

부의 근지구력을，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는 상지와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

사종목이다.

2) 심폐지구력 검사종목

심폐지구력은 대근 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호흡 · 순환기능에 의한 산소의 섭취， 문반 및 이용 능력을 나타낸다. 심폐지

구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심장끈육 자체의 기능이 좋다는 뜻 이외에도 근세포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심폐기능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근육셰포들이 계속

해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트레드밀과 자전거에르고미터 등을 이용하는

실험실 검사와 오래달리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검사가 있다. 오래달리기 중에서도



특수학교의 체력검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65

1마일 달리기를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검사가 가장 많고， 수행시간으로 살펴보면

20분， 12분，3분 달리기가 대표적이다.

3) 민첩성 검사종목

민첩성은 빠른 동작을 하거나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혹은 신체활

동에 있어서 전신 동작이나 부분 동작을 급속히 변경한다든지 운동의 방향을 빠르

게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 스피드와 방향전환 능력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민첩

성을 검사하는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왕복달리기가 가장 대표적이

며， 그 다음으로 사이드스랩， 지그재그달리기， 그리고 버피테스트가 있다. 기타 검사

종목으로도 감자모양으로 탈리기 막대던지기 왕복하며 종치기 등이 었다.

4) 순발력

순발력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최

대의 힘으로 띈 거리 혹은 던진 거리 등으로 평가된다.

순발력의 검사종목으로는 제자리멀리뛰기가 가장 대표적이며 공던지기， 수직점프，

그리고 높이뛰기도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외에 축구공차기， 투포환을 순

발력 검사종목으로 포함시킨 체력검사도 있다.

5) 스피드

스피드란 단위시간내에 대근육의 수축을 통해 신체를 가능한 한 멀리 이동시키는

능력으로，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일정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스피드의 대표적인 검사종목으로는 100m 달

리기， 50야드 달리기， 4초， 8초 달리기가 있다.

4. 외국의 장애인 체력 검사

장애인체력검사(Physical Fitness Tests)란 장애인들의 적절한 체력수준을 평가하

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체력을 일반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Seaman & Depauw, 1988).

·체력검사는 검사-재검사와 두 명 이상의 측정자 사이에서 얻은 점수로 높은 신뢰

도를 가져야 한다. 점수는 객관적이고， 시간， 거리， 힘， 반복측정을 비율로 표시해

야 한다.

·체력검사는 모든 체력요소를 통해 연구했던 자료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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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표나 요소를 골라 몇몇 항목을 사용한다. 이들 요소는 근력， 힘， 민첩성， 유

연성，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스피드， 평형성， 협응력 등이다.

·체력검사는 5-8세까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령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

·체력검사는 집단의 특성에 맞게 고안하며 체육교사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체력검사는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야 한다.

1) 정신지체인 체력검사

• 대상 : 8-17세의 경도 정신지체학생

·측정항목 : 팔과 어깨의 근력， 배근력， 각력， 복근지구력， 슬와근 유연성， 심폐지구

력，체격

• 측정도구 : 수평 바， 메디신볼， 지광이， 6인치 자， 체조매트， 초시계， 벽에 1/2인치

간격으로 표시， 나무상자( 10인치)， 체중기， 운동장 또는 체육관

• 준거기준 : 8-17세의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남녀 백분율

• 점수 : 시간， 거리， 반복측정을 통해 비율 계산

2) 장애인 체 력 검사(Proj ect UNIQUE)

• 대상 : 10-17세 의 3，914명 (일반학생， 청각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 정형외과적 장

애학생)

• 측정항목 : 신체조성， 악력， 스피드， 복근력， 어깨근력 등과 슬와근 유연성， 심폐지

구력

• 적용 : 통합교육이나 특수학급의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측정도구 : 피지후계， 악력계， 초시계， 소프트볼， 철봉， 앉아무릎앞으로굽히기 상자，

운동장 또는 체육관， 달리기 코스 표시불

• 준거기준 : 1O ~ 17세의 남녀 백분율(일반학생， 청각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 뇌성

마비학생， 척수근 신경장애학생)

• 점수 : 거리， 시간， 반복측정을 통해 비율 계산

3) 정신지체인의 특수체력검사

• 대상 : 8-18세 의 4，200명 정신지체학생

• 측정항목 : 팔/어깨 근지구력， 복끈지구력， 민첩성， 각력， 스피드， 협웅력， 심폐지구

력， 팔/어깨근력

·측정도구 : 수평 바， 초시계， 매트， 두 개의 나무 상자 또는 지우개， 자， 소프트

볼， 운동장 또는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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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기준 : 8~18세 의 남녀 정신지체학생의 백분율

• 점수 : 시간， 거리， 반복측정을 통해 비율 계산

4) 경도 정신지체인의 체력검사

• 대상 : 6-20세의 경도 정신지체학생 1，097명

• 측정항목 : 팔-어깨 근지구력， 복근지구력， 각력， 스피드， 협응력， 심폐지구력， 팔/

어깨근력， 키， 체중， 유연성， 호핑， 스컵， 던지기의 정확도

·측정기구 : 수평 바， 초시계， 매트， 두 개의 나무 상자 또는 지우개， 자， 소프트볼，

운동장 또는 체육관

• 준거기준 : 6-20세의 남녀 경도정신지체인의 백분율

• 접수 : 시간， 거리， 반복측정을 통해 비율 계산

5) 시각장애학생용 AAHPERD 체력검사

• 대상 : 일반학생， 장애학생

• 운동수행 측정 : 팔/어깨근력， 복근지구력， 스피드， 민첩성， 각력， 심폐지구력

·측정도구 : 철봉， 매트， 초시계， 운동장 또는 체육관

• 준거기준 : 전맹과 약시학생 (6-20세)용 50야드 달리기와 600야드 걷기 달리기 기

준. 일반학생 (8-18세 )용 대상으로 턱걸이， 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기준

• 점수 : 시간， 거리， 반복측정을 통해 비율 계산

6) 평 생 건강 체 력검사(Lifetime Health Related Fitness Test)

• 대상 : 미국 137R주에서 살고 있는 6-17세의 1 ，200명

• 측정항목 : 심폐기능， 체지방， 복근과 허리-슬와근 골격 기능

• 측정도구 : 초시계， 피지후계， 특수하게 제작된 상자

• 준거기준 : 5-17세의 앉아무릎앞으로굽히기， 윗몽일으키기， 9분 달리기， 1마일 달

리기의 백분율， 13-18세 의 1.5마일/2마일 달리기의 백분율， 6- 17세의

펴지후측정 백분율

• 접수 : Technical Manual

7) 신체조성 측정 (Direct Measures of Fitness Components)
• 대상 : 6-18세의 일반학생

• 측정항목 : 여성의 견갑하부와 삼두근， 남성의 겨드랑이， 가슴， 삼두근

• 측정도구 : 피지후계， 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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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기준 : 남성 15%이하， 여성 (30- 60세)은 18-20%, 6-18세를 대상으로 한

AAHPERD 건강체력검사(AAHPERD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Test, 1980)를 %로 나타낸 기 준， 장애인 체 력검사 : Project

UNIQUE(1985)의 장애학생 기준

• 접수 mm로 측정된 피부와 피하조직의 측정

8) 12분 검사/1.5마일 달리기 검사

• 대상 : 일반인 13-60세

·측정항목:최대산소섭취량

• 측정도구 : 초시계， 운동장， 기록용지， sweep second hand

• 준거기준 : 일반인 13-60세 남녀의 시간과 거리

• 점수 : 12분 동안의 거리나 1.5마일 달린 시간

9) 유연성 측정 (Flexibility Measured by the Leighton Flexometer)

• 대상 : 일반인 16세 남자 50명

• 측정항목 : 관절가동범위(유연성)

• 측정도구 flexometer, projecting wall comer, 긴 벤치나 탁자， 낮은 의자

• 준거기준 : 16세 의 남자 50명 의 평균과 표준편차

• 점수 : 관절 가동범위에 근거한 비율

ill.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J학교 남중생 71명 ， 여중생 61명 ， 남고생

54명 ， 여고생 31명 과 동일 연령의 서울시내 J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35

명과 여학생 3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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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문헌 고찰 및 연구 방향 설정

검사 요원 교육 및 실습

현행 체력 검사 기록 분석

체력 검사 측정 항목 설정

예비검사 및 결과 분석

본 실험 측정 항목 설정

현장 검사

자료 통계 처 리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제출

〈그림 1) 연구 절차

3. 측정 방법

검사 요원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과 채점 교사 10명을 선발하여 5회 에 걸쳐

검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 협조를 통해 학생 체력평가에 관한 일

정을 결정한 후 측정요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 방법에 의거 체력을 측정하

였다.

1) 정신지체학생과 일반학생들의 7년간 체력검사기록은 개별 건강기록부에서 발

훼하였다.

2) 장애학생들의 체력검사 종목은 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종목을 장애 종류에 맞

게 적절히 변형시킨 것들이며， 장애학생들의 체력 요소별 검사종목과 선정한 종목

을 측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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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력 요소(physical， motor ability)별 평가 항목

르「드 정 항 J「a

처l 력 요소

일반학교 체력검사 본 실 험

근 력 턱 걸 이 팔굽혀매달리기， 무릎굽혀 팔굽혀펴기， 비켜 턱걸이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 누워다리들기， V자로 앉기， 등속성 운동

스피드 100m탈 리 기 25m , 50m , 100m , 8초간 전 력 질 주

순발력 제자리별리뛰기 제자리멀리뛰기，제자리높이뛰기，공던지기

심폐지구력 1 ，000m달 리 기 800m , 1,200m , 6분동안 걷거나 달리기

디i'l:{/ λ。} X 왕복달리기，사이드스랩，버피테스트，지그재그탈리기

유연성 X 체전굴， 체후굴， 앉아 윗폼앞으로 굽히기， 허리돌리기

(1) 심폐 지구력

(1) 6분 달리기

출발신호는 출발선 앞 왼쪽 약 5m 지점에서 빨간 깃발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주

자를 출발 지점에 준비시킨 다음 ‘제자리에’ 하면서 깃발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출발시켰다. 기록 계측자는 6분이 다되면 주자를 정지시켰다. 기록은 6분동안 달리

거나 걸은 거리를 기록하였다.

cz) 800 M

출발신호원은 출발선에서 5m 지점에 위치하여 ‘준비’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 기를 위로 올려 출발시켰다. 기록계측은 계시원이 초시계를 작동시켜서 실시

하며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1초단위로 기록하였다.

(2) 근 력

@ 변형(비켜) 턱걸이

피험자는 양손을 어깨넓이 정도로 별려 철봉을 바로잡고 철봉에 비껴 매달리게

하였다. 이때 팔과 몸체의 각이 90。가 되도록 하였다. 보조자는 피험자의 발목을 잡

아 고정시켜 주었다. ‘시작’ 구령과 함께 피험자는 팔이 펴진 상태에서 가슴부위가

철봉에 닿도록 팔을 충분히 굽히고 다시 서서히 펴는 동작을 실시하였다. 기록계측

은 피험자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최고 횟수를 기록하였다.

@ 매달리기(flexed arm hang)

피험자는 철봉 밑에 준비한 의자 위에 올라서서 철봉을 underhand-grip으로 잡고

턱을 철봉 위로 올린 다음 매달릴 준비를 하였다. ‘시작’ 구령에 보조자가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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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내면 턱걸이 한 채로 봄이 흔들리지 않게 매달리게 하였으며， 턱이 철봉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그만’의 구령으로 종료시켰다. 기록은 ‘시작’과 ‘그만’의 구령에 맞

춰 0.1초 단위까지 기록하였다.

(3) 근 지구력

@ 윗폼 일으키기

피험자는 양발을 약 30em 정도 별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운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대에 누운 다음 두 손을 목뒤에서 마주 잡게 하였다. ‘시작’ 구령에 따라

피험자는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앞으로 굽히게 하였다. 이 때 두 팔꿈

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하였다. 시계가 30초를 가르키는

순간 ‘그만’의 구령으로 종료하였으며， 30초 동안 실시한 반복 횟수를 기록하였다.

@ 다리 들어올리기

피험자는 마루 위에 누워서 자신의 머리 뒤쪽에 서있는 보조자의 두 발목을 손으

로 잡게 하였다. ‘시작’ 구령과 함께 두 다리를 쭉 편상태에서 동시에 가슴부위까지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실시하였다. 이 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게 하였으며， 30초간

실시한 횟수를 기록하였다.

(4) 유연성

@ 체전굴

피험자는 기록이 표시된 고정대 위에 올라서서 두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상태로

서게 하였다. ‘시작’ 신호와 함께 양손을 앞으로 하고 서서히 폼을 밑으로 굽히게

하였다. 이때 무릎을 굽히거나 반동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양손을 최대로 뻗어 정

지된 지점의 거리를 em 단위로 측정하였다. 발끝을 ‘0’, 발끝보다 먼 거리를 ‘+’, 발

끝의 내측을 ‘-’ 로 표시하였다.

@ 앉아 윗붐 앞으로 굽히기 (sit and reach)

펴험자는 발 사이를 5em로 넓히며 맨발로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 수직면에 완전

히 닿도록 무릎을 펴서 바르게 앉게 한 후， 양손을 쭉펴서 측정대 위에 대고 준비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시작 신호에 따라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보조자가 피험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 후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양손

의 중지가 동시에 측정기에 닿도록 서서히 밀어 lem단위까지 계측하였다.

@ 체후굴

펴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두 손을 허리 뒤로해서 잡게 하였다. 보조자는 피험자

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 주었다. ‘시작’ 신호와 함께 피험자는 서서히

상체를 높이 젖히게 하였다. 최고점에서 1초이상 머물도록 하고 턱으로부터 마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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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직선거리(높이)를 계측해서 em 단위로 기록하였다.

(5) 순발력

@ 제자리 멀리뛰기

모래사장에서 20-30e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발 구름판 위에 양발을 10-20em벌

려 선 후， 팔과 몽의 동작을 크게 해서 양발이 동시에 구름판을 떠나게 하여 자유

로운 공중 자세를 취하고 전방에 착지하게 하였다. 이 때 신체 어느 부분에 관계없

이 모래사장에 먼저 닿는 곳으로부터 구름판까지의 직선 거리를 em단위로 3회 측

정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대로부터 직각으로 lOem 떨어진 위치에 서서 발을 대고 분필가루를 손가락

에 묻히고 한 팔을 귀에 붙인 채 뻗어서 기준점을 찍게 하였다. 이 때 어깨는 수평

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무릎을 굽혀 반동을 주면서 수직으로 최대한 높이 뛰어 올

라 벽에 손을 찍게 하였다. 기준점과의 거리를 기록하였다.

(6) 스피드

CD 25, 50M 달리기

출발신호는 출발선 앞 왼쪽 약 5m 지점에서 깃발을 높이 들어 준비 상태를 확인

한 후， ‘제자리에’하면서 깃발을 땅에 대고 ‘차려’라는 구령을 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깃발을 들어올려 피험자를 출발하게 하였다. 주자는 스탠딩스타트 자세로 출발준비

를 했다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출발을 한다. 주로는 직선으로 세퍼레이트 코스

(separate course)로 하였다. 기록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

의 봄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측 · 기록하였다.

(7) 민첩성

φ 왕복 달리기

10m 거리를 왕복으로 달린 시간을 기록하였다.

@ 지그재그 달리기

거리를 10m로 하고， 2m 간격으로 의자를 놓아 지그재그로 달리게 하였다.

@ 버피 테스트(squat thrust)

맨 처음 차려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그 후 무릎과 허리를 구부려 발 앞에 손

을 짚게 하였다(쪼그려 앉는다) . 이어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일어서게

하였다. 10초 동안 실시하여 횟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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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처리

1) 정신지체학생과 일반학생의 체력측정 항목을 우선 남녀별로 분리하였고， 동일

연령별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t-test로 비교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2) 장애학생들의 체력검사 기록은 종목별로 측정 가능 인원과 불가능 인원을 분

석하여 빈도 막대그래프로 그려 정규분포도를 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집단간 상관관

계를 SAS 통계 프로그램으로 구하였다.

N. 연구 결과

1. 7년간 종적 체력검사 결과

정신지체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장에

따른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무산소성 능력， 유산소성 능력 등의 체력요인을 비

교 •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력 (턱걸이 · 오래매달리기)

체력측정 항목 중 근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턱걸이

를 수행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오래 매달리기를 수행하였다. 일반학생과 정

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 학생의 근력 변화 결과는 각각 다

음 〈표 5> 와 〈표 6> 에 나타나 있다.

〈표 5> 는 남학생의 턱걸이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2.1회 ， 2.5회 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0.2회 ， 0.4회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3.0회 ， 6.8회 ，

12.5회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0.6회 ， 0.7회 ， 2.1회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

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0.0회 ， 10.1회 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3.4회 ，

3.0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O.OOI).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정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

적으로 약화된 근력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

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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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턱걸이(남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2.1364 2.253 4.08 .000*

정신지체학생 25 .2000 .707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2.4545 2.7f13 3.36 .002*

정신지체학생 25 .4400 1.121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3.0000 3.381 3.40 .001*

정신지체학생 25 .6000 .957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6.7727 3.791 7.54 .000*

정신지체학생 25 .7200 1.242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12.5000 3.901 10.22 .000*

정신지체학생 25 2.0800 3.081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9.5909 5.161 4.58 .000*

정신지체학생 25 3.4000 4.093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10.0455 4.695 5.36 .000*

정신지체학생 25 3.0400 4.257

* p<O.01

일반 남학생의 근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약 0.3-0.6회 )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는 큰 증가를 보였고(약 3-6회 ) 그 이후부터는 아주 미약한 증가(약 -3-1회 )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근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

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약 0.1-0.2회 )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3학년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였고(약 1.3 -1.4회 ) ，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약 -0.4회 ) .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 변화 결과

는 다음 〈표 6> 에 나타나 었다.

〈표 6> 은 여학생의 오래매달리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

는 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9.5초， 9.4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 .4초 ， 5.2초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4.8초，

10.2초 ， 24.4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2초 ， 2.5초， 5.5초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9.4초 ， 17.5초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7.4초，

4.5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O.OOl , p<O.Ol).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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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근력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표 6> 오래매달리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9.4706 8.412 3.70 .001*
정신지체학생 17 1.4118 3.124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9.4118 9.007 1.75 089
정신지체학생 17 5.2353 3.914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4.7647 10.860 4.71 000*
정신지체학생 17 2.1765 1.879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0.2353 7.685 3.94 .000*

정신지체학생 17 2.4706 2.625

중학교 3학년 엘반학생 17 24.4118 11.843 4.83 .000*
정신지체학생 17 5.4706 10.995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9.3529 11.516 3.46 .002*

정신지체학생 17 7.3529 8.500

고동학생 2학년 일반학생 17 17.5294 11.353 4.36 .000*
정신지체학생 17 4.5294 4.732

* p<O.01

일반 여학생의 근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

지는 감소(약 -0.1초)를 나타내며， 중학교 1학년때에는 큰 증가를 보였고(약 5초) ，

중학교 2학년때에는 다시 감소하다가(약 -4초) ， 중학교 3학년때는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약 14초) . 그 이후부터는 감소를 다시 보이고 있다(-2 - -5초). 한편， 정신지

체 여학생의 근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이며(약 4초) ， 중학교 l학년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미약한 증가를

보였고<0.3 -3초) ,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약 -3회 ) .

2) 근지구력(윗몽일으키기)

체력측정 항목 중 근지구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남 • 녀학생 모두 윗폼일으키기

를 수행하였다. 일반학생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 학생의

근지구력 변화 결과는 각각 다음 〈표 7> 과 〈표 8> 에 나타나 았다.

〈표 7> 은 남학생의 윗옴일으키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횟수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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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35.0회 ， 39.4회 였고，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12.0회 , 14.7회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 3학년 시 기 에 일반학생은 각각

44.0회 ， 50.6회 ， 53.6회 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0.2회 ， 22.1회 ， 26.0회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 2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57.0회 ， 51.0회 였으며 ， 정신지체학생

은 각각 25.7회 ， 24.4회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O.OOl).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

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근지구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지구력

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표 7> 윗옴일으키기(남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35.0909 7.922 8.47 .000*

정신지체학생 25 11.9600 10.426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39.4091 9.323 8.27 .000*

정신지체학생 25 14.7200 10.930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44.0껑5 6.715 10.27 .000*

정신지체학생 25 20.1600 8.896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50.6364 8.318 11.15 .000*

정신지체학생 25 22.0800 9.133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53.5909 7.449 8.81 .000*

정신지체학생 25 26α)()O 12.910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56.9545 8.677 11.01 .000*

정신지체학생 25 25.6800 10.542

고등학생 2학년 일반학생 22 50.9091 10.587 9.00 .000*

정신지체학생 25 24.4000 9.613

* p<O.01

일반 남학생의 근지구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는 콘 증가를 보였으며 (약 4-6회 )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는 미약한 증가를 보였고(약 3회 ) ， 그 이후부터는 감소됨을 보이고 었다

(약 -6회 ) .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근지구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

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약 2-6회 )를 나타냈으며， 그 이후

부터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었다(약 -1회 ).

한편，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 변

화 결과는 다음 〈표 8> 에 나타나 있다.



특수학교의 체력검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77

〈표 8> 은 여학생의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25.3회 ， 27.7회 였고，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9.3회 ， 8.1회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27.9회 ， 31.9회 ， 40.0회 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0.5회 ， 10.0회 ， 12.5회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43.1회 ， 42.4회 였으며 ，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15.6회 ， 16.6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D.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신지체학생은 일

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근지구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

지구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표 8> 윗몸일으키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25.2941 8.469 5.80 .000*
정신지체학생 17 9.2941 7.589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27.7059 6.971 7.57 .000*
정신지체학생 17 8.1176 8.077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27.8824 10.173 5.28 .때0*

정신지체학생 17 10.4706 9.015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31.8824 8.922 6.99 .000*
정선지체학생 17 10.0000 9.327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17 40.0000 9.454 8.67 .000*
정신지체학생 17 12.5294 9.008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43.1176 7.347 8.45 .000*

정신지체학생 17 15.5882 11.248

고둥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42.3529 7.441 8.22 .000*
정신지체학생 17 16.6471 10.535

* p<O.Ol

일반 여학생의 근지구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

학교 2학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약 0.1-6회 )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3학년때 큰 증가

를 보였고(약 9회 ) ， 그 이후부터는 아주 미약한 증가(약 2-3회 )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여학생의 근지구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

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미약한 증가나 감소(약 -0.4 - -2회 )를 나타냈으며， 그

이후부터는 미약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약 2.5-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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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발력(던지기 · 제자리멀리뛰기)

체력측정 항목 중 상체근육 부위의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던지기와 하체근육 부

위의 순발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자리 멀리뛰기를 남 · 녀학생 모두 수행하였다. 일

반학생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 학생의 상체근육 부위의

순발력 변화 결과는 남 · 녀 각각 다음 〈표 9> 와 〈표 10> 에 나타나 았으며， 하체

근육 부위의 순발력 변화 결과는 〈표 11> 과 〈표 12> 에 각각 나타나 있다.

〈표 9> 는 남학생의 던지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26.2m, 31.4m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1.5m, 14.9m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36.4m,

40.8m, 47.1m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8.6m, 20.7m, 21.3m로 나타났다. 또， 고등

학교 1 , 2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48.9m, 52.1m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4.6m, 29.6m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O.OOl ) .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상체 근육 부위의 순발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근지구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표 9) 핸드볼공 던지기 (남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26.1818 5.909 9.34 .000*
정선지체학생 25 11.4800 4.883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31.3636 7.162 8.09 .000*
정신지체학생 25 14.9200 6.757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36.4091 9.694 6.98 .000*
정신지체학생 25 18닮00 7.816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40.7727 9.754 7.62 .000*
정신지체학생 25 20.6800 8.330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47.1364 6.971 10.40 .000*
정선지체학생 25 21.2800 9.650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48.9091 9.601 7.98 .000*
정신지체학생 25 24.6000 11.079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52.0909 8.869 6.64 .000*
정신지체학생 25 29.6000 13.519

* p<O.01

일반 남학생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였으며(약 4-7m), 그 이후부터는 아주 미약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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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약 1-4m)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약 1

3m)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2학년때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5m).

한편，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상체근

육 부위의 순발력 변화 결과는 〈표 10> 에 나타나 있다.

〈표 10> 핸드볼공 던지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11.8235 2.984 4.33 000*

정신지체학생 17 5.7647 4.931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13.없71 3.840 4.85 .000*

정신지체학생 17 7.7059 3.274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4.6471 3.499 5.69 .000*

정신지체학생 17 7.1765 4.127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5.0588 3.526 6.52 .000*

정신지체학생 17 6.않82 4.032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17 19.0000 4.228 9.18 ‘ 000*
정신지체학생 17 5.1176 4.581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6.9412 4.160 6.86 .000*

정신지체학생 17 8.2941 3.118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8.잃82 4.988 4.94 .000*

정신지체학생 17 10.7059 4.298

* p<O‘01

〈표 10) 은 여학생의 던지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1.8m, 13.7m였고， 정신지체학생

은 각각 5.8m，7.7m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4.7m,

15.1m, 19.0m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7.2m, 6.6m, 5.1m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6.9m, 18.6m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8.3m,

1O .7m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o.oon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상체 근육부위의 순발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순

발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다.

일반 여학생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I-2m)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3학년때는 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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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고(약 4m) , 그 이후 미약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O.5 - -3.9m) .

한편， 정신지체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

터 6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2m)를 나타냈으며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감

소를 보였고(약 -O.6--1m) , 그 이후부터는 미약한 증가(약 2~3m)를 보이고 있다.

다음 〈표 I I> 과 〈표 12> 는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의 하체근육의 순발력 변화 결과이다.

〈표 11> 제자리멀리뛰기(남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174.7727 22.606 6.21 .000*
정신지체학생 25 131.3200 25.038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194.0455 17.382 8.25 .000*

정신지체학생 25 134.5200 29.626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215.0000 17.623 8.46 .000*
정신지체학생 25 145.6800 34.660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233.2727 19.744 8.58 .000*
정신지체학생 25 157.0400 37.272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249.4545 16.364 8.05 .000*
정신지체학생 25 168.6800 44.441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245.1818 20.537 9.05 .000*

정신지체학생 25 178.2000 28.844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251.3636 19.714 9.27 .000*
정신지체학생 25 167.8400 37.983

* p<O.OI

〈표 I I> 은 남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거리를 보여주

고 있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74.8cm, 194.1cm였고， 정신

지체학생은 각각 131.3cm, 134.5cm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일반학

생은 각각 215.5cm, 233.3cm, 249.5cm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45.7cm, 157.0cm,

168.7cm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 기 에 일반학생은 각각 245.2cm,

251.4cm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78.2cm, 167.8cm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

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l). 이 결과에 의하면， 납학생의

경우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약화된 하체근육 부위의 순발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순발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 남학생의 하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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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까지 큰 증가를 보였으며〈약 16-21cm) , 그 이후부터는 아주 미 약한

증가(약 -5-6cm)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하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3cm)를 나타

냈으며， 중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였고(약 10-12em),

그 이후부터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약 11em).

한편，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하체근

육 부위의 순발력 변화 결과는 〈표 12> 에 나타나 있다.

〈표 12> 는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거리를 보여주

고 있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60.gem, 168.4cm였고， 정신지

체학생은 각각 72.7cm, 107.5cm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

은 각각 185.7em, 178.1em, 204.gem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91.gem, 90.6cm,

65.&m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80.7em,

180.&m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115. Zem, 110.2em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

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l).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

우에도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하체근육 부위의 순발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순발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표 12> 제자리멀리뛰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160.8824 16.870 5.83 .000*
정신지체학생 17 72.없71 60.055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168.3529 20.892 5.53 .000*
정선지체학생 17 107.4706 40.335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85.7059 20.021 7.23 .000*
정신지체학생 17 91.9412 49.550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78.0588 20.079 6.47 .000*
’

정신지체학생 17 90.잃82 51.995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17 204.8824 16.305 9.13 .000*

정신지체학생 17 65.7647 60.707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80.6471 14.234 8.04 .000*

정신지체학생 17 115.2353 30.384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80.8235 14.436 8.96 .000*

정신지체학생 17 110.1765 29.121

* p<O.Ol

일반 남학생의 하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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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때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약 8-17cm) , 중학교 2학년때는 감

소를 보였고(-7cm)， 중학교 3학년때는 큰 증가를 보이다가(약 28cm), 그 이후부터

는 정체되거나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약 0--24cm).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하

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큰 증

가를 보였으며(약 35cm),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감소하다가(약 -1 ~

-25cm) , 고등학교 1학년때 아주 큰 증가를 보였다(약 50cm), 그 이후부터는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약 -5cm).

4) 무산소성 능력 (100m 달리기)

체력측정 항목 중 무산소성 능력 변화를 보기 위해서 남 • 녀학생 모두 100m 달

리기를 수행하였다. 일반학생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 학

생의 무산소성 능력 변화 결과는 각각 다음 〈표 13) 과 〈표 14) 에 나타나 있다.

〈표 13) 은 남학생의 100m 달리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8.4초 ， 17.7초였고，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22.7초， 20.9초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6.3초， 15.1초 ， 14.2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1.3초 ， 20.4초 ， 20.3초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4.9초， 14.1초였으며 ，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19.3초 ， 19.1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 .OOl ) .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

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무산소성 능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무산소성 능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 남학생의 무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1초)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1학년때는 약간의 감

소를 보였고(약 0.8초 ) ， 그 이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0.9초) .

한편， 정신지체학생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

부터 6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2초)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1학년때 약간 감소하다가

(약 1초 ) ，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0 .1- - 1).

한편，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무산소성

능력 변화 결과는 다음 〈표 14)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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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00m 달리기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18.3805 1.285 -6.08 .000*

정신지체학생 25 22.7024 3.107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17.7405 1.잃8 -3.78 .000*

정신지체학생 25 20.8528 3.637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16.2841 1.262 -4.69 000*

정신지체학생 25 21.2640 4.834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15.1364 1.121 -6.98 000*

정신지체학생 25 20.3940 3.370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14.1545 1.004 -6.93 000*

정신지체학생 25 20.2704 4.026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14.9314 1.265 -5.99 000*

정신지체학생 25 19.3280 3.228

고퉁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14.0딩5 1.035 -5.70 000*

정신지체학생 25 19.1232 4.053

* p<O.01

〈표 14> 는 여학생의 100m 달리기 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9.9초 ， 19.4초였고，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23.3초， 25.1초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8.3초 ， 18.6초， 17.0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5.9초， 23.7초， 24.7초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19.1초， 19.1초였으며 ， 정신지체학

생은 각각 25.0초， 26.3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I)，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도 정신지체학생은 일

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무산소성 능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

른 무산소성 능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 여학생의 무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약간의 증가(약 0.4~0.1초)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때는 약

간의 감소를 보였고(약 0.3초) ， 중학교 3학년때는 증가현상을 보이다가(약 -2초 ) ， 그 이

후는 정체되거나 감소를 보이고 있다(약 0~3초) . 한편， 정신지체학생의 상체 순발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간의 감소(약

0.9~2초)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2학년때는 증가하다가(약 -2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약 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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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00m 달리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19.8529 1.551 5.16 .000*
정신지체학생 17 23.2453 2.220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19.4200 1.696 -5.93 .000*
정신지체학생 17 25.0459 3.522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8.2941 1.176 -8.02 .000*
정신지체학생 17 25.9429 3.755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8.5765 1.315 -7.28 .000*
정신지체학생 17 23.6871 2.579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17 16.9412 1.275 -8.05 .000*
정신지체학생 17 24.7024 3.767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19.0529 1.272 -5.53 .000*

정신지체학생 17 25.0059 4.255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19.0529 1.272 -4.75 .000*
정신지체학생 17 26.3235 6.175

* p<O.Ol

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체력측정 항목 중 유산소성 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 • 녀학생 모두 국민

학교 시 기 에는 600m를， 그리고 중 • 고동학교 시기 에는 남자는 1000m, 여자는 800m

오래달리기를 수행하였다.

일반학생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남 • 녀 학생의 무산소성 능력

변화 결과는 각각 다음 〈표 15> 과 〈표 16> 에 나타나 있다.

〈표 15> 는 남학생의 오래달리기 (60아n ' 1000m)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시간

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63.1초， 154.9초였

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09.7초， 217.2초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 3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269.1초， 265.5초 ， 238.1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365.8초， 323.2

초， 337.6초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261.7초，

256.6초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332.4초，330.2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

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n 이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유산소성 능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유산소성 능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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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오래달리기(남자)

학년 집 단 N M 3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22 163.1364 25.057 -6.77 .000*

정신지체학생 25 209.6800 22.092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22 154.8636 21.886 -6.87 ‘ 000*

정신지체학생 25 217.2000 37.239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269.0455 26.750 -5.72 .000*

정신지체학생 25 365.8400 75.217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265.5000 23.531 -5.47 .000*

정신지체학생 25 323.2400 44.280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22 238.0455 12.572 -8.72 .000*

정신지체학생 25 337.6400 52.189

고풍학교 1학년 일반학생 22 261.6818 28.114 -6.23 .000*

정신지체학생 25 332.3600 46.188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22 2껑56.5909 37.364 4.78 .000*

정신지체학생 25 330.2000 63.059

* p<O.Ol

일반 남학생의 유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

터 6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9초)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1학년때부터 중학교 2학

년때까지는 증가현상을 보이다가(약 -4초) ，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는

큰 감소를 보였고(약 26초 ) ， 그 이후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1초) . 한편，

정신지체 남학생의 유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주 큰 감소현상을 나타냈으며(약 10-48초) ， 중학교 2학

년때는 큰 증가를 보였다(약 -40초) . 중학교 3학년때는 약간 감소하다가(약 14초) ，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2--5초) .

한편， 여학생의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유산소

성 능력 변화 결과는 다음 〈표 16> 에 나타나 있다.

〈표 16> 은 여학생의 오래달리기(600m . 800m)종목의 통계적인 평균 수행 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5 , 6학년 시기에 일반학생은 각각 181.4초， 176.9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231.4초 ， 237.4초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 , 3학년 시 기 에는 일

반학생은 각각 257.8초， 261.5초 ， 266.1초였고，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334.5초， 335.9초，

349.0초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학생은 각각 270.7초，

268.9초였으며 ， 정신지체학생은 각각 380.0초 ， 365.1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기

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I). 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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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기본적으로 약화된 유산소성 능력 상태를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유산소성 능력의 향상도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었었다.

일반 여학생의 유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

터 6학년까지 약간의 증가(약 5초)를 나타냈으며， 중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 1

학년때까지는 약간의 감소현상을 보이다가(약 4~ 1O초) ， 그 이후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2초) . 한편， 정신지체 여학생의 유산소성 능력의 연령별 발달상황

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속적인 큰 감소현상을

나타냈으나(약 1-31초) , 그 이후부터는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약 -15초) .

〈표 16> 오래달리기(여자)

학년 집 단 N M SD T P

국민학교 5학년 일반학생 17 181.3529 26.172 -4.80 .000*

정신지체학생 17 231.4118 34.158

국민학교 6학년 일반학생 17 176.9412 19.175 -6.07 .000*

정신지체학생 17 237.3529 36.258

중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257.8235 14.854 -6.68 .000*

정신지체학생 17 334.5294 44.940

중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261.5294 11.231 -5.64 .000*

정신지체학생 17 335.9412 53.256

중학교 3학년 일반학생 17 266.0588 4.465 -6.37 .000*

정신지체학생 17 349.0000 53.463

고등학교 1학년 일반학생 17 270 없71 13.186 -6.91 .000*

정선지체학생 17 380.아00 63.936

고등학교 2학년 일반학생 17 268.8824 10.885 -7.70 .000*

정신지체학생 17 365.1176 50.373

* p<O.Ol

2. 장애학생들의 체력검사 결과

1) 근력

〈표 17> 에서 매달리기를 할 수 있는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은 각

각 46명(69.0%) ， 41명(68.52%) ， 49명(67.21%) ， 19명(64.52%)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

지 체 남고， 여 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49명 (30.99%), 37명 (3 1.48%), 41명

(32.79%) , 20명(35.48%)이 었다. 빈도분포를 보면 매달리기에서는 매달리기 후 5초이

내에 매달리기를 그만 두었으며 턱걸이는 매달리기 보다는 어느정도 정규분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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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었다. 턱걸이와 매달리기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

중 학생들은 각각 0.36, 0.28, 0.28, 0.18이 었다.

〈표 17> 종목간 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붉贊[ 가능 불능 total 싫魔: 가느。 불능 total

가능
45 46

가능
39 10 49

63.38 1.41 64.79 63.93 16.39 80.33

불능
4 21 25

불느。
2 10 12

남고 5.63 29.58 35.21 남중 3.28 18.39 19.67
49 22 71 41 20 61

total total
69.01 30.99 100.00 67.21 32.79 100.00

가능
35 6 41

가능
18 1 19

64.81 11.11 75.93 58.06 3.23 61.29

불능
2 11 13

여중 불능
2 10 12

여고 3.70 20.37 24.07 6.45 32.26 38.71
37 17 54 20 11 31

total total
68.52 31.48 100.00 64.52 35.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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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목별 점수 분포도(매달리기， 변형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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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조。 모「 N M 3D sum P. Carre

턱걸이 46 7.7174 10.6514 815.0 1.0000
남고

매달리기 49 7.7210 11.5210 378.3 0.36343

턱걸이 41 7.000 6.9678 287.0 1.0000
여고

매달리기 37 2.1516 3.3779 79.61 0.21786

턱걸이 49 9.7755 8.4540 479.0 1.0000
남중

매탈리기 41 3.0없9 4.6558 125.3 0.21786

턱걸이 19 7.3158 4.8080 139.0 1.0000
여중

매달리기 0.1802020 1.8375 2.2391 36.75

2) 근지구력
〈표 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들어 올리기를 할 수 있는 정신지체 남고， 여

고， 남중， 여 중 학생들은 각각 69명 (97.18%), 49명 (90.74%) , 58명 (95.08%) , 27명

(87.10%)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은 각각 2명(2.82%) ， 4

명 (9 .26%) ， 3명(4.92%)， 4명(12.90%)이 었다. sit-up을 할 수 있는 정신지체 남고， 여

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13명08.31%) ， 9명(16.67%)， 11 명(18.03%) ， 6명

(19，35%)이 었다. 다리들어 올리기와 sit-up의 빈도분포졸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0.33, 0 .55, 0.55, 0.25이 었다.

〈표 19> 종목간 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s싫렌f 가능 불능 total s싫렌r 가능 불능 total

가능
58 11 69

가능
58 11 69

81.69 15.49 97.18 81.69 15.49 97.18

불능
0 2 2

불능
0 2 2

남고 0.00 2.82 2.82 남중 0.00 2.82 2.82

58 13 71 58 13 71
total total

100.0081.69 18.31 100.00 81.69 18.31

가느。
44 5 49

가능
25 2 27

81.48 9.26 90.74 80.65 6.45 87.10

불능
1 4 4

불능
0 4 4

여고 1.85 7.41 9.26 여중 0.00 12.90 12.90

45 9 54 25 6 31
total total

80‘65 100.0083.33 16.67 100.0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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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목별 점수 분포도(윗몸일으키기，다리들어올리기)

〈표 20)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종 모「 N M S.D sum P. Corre,

SIt-up 69 10.63768 4.9377 734.00 1.0000
남고

다리들어올리기 58 1 1.7않6 4.5875 682.00 0.32547

sit-up 49 6.7551 5.얘40 331.00 1.0000
여고

다리들어올리기 45 12.1777 5.1047 없8.00 0.55301

sit-up 58 7.4655 4.999 433.00 1.애00

남중
다리들어올리기 50 9.9600 4.3657 498.00 0.55301

SIt-up 27 5.7777 4.5432 156.0 1.0000
여중

다려들어올리기 25 10.1600 3.9123 254.0 0.2542

3) 스피드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m달리 기가 가능한 정신지체 학생 남고， 여고， 남

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67명(94.37%)， 50명(92.5%)， 54명(88.52%)， 25명(80.65%)이

었으며 불가능한 학생수는 각각 4명 (5.63%), 4명 (7.41%), 7명 0 1.48%), 6명 (19.3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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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50m 달리기가 가능한 정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15명

(21.13%), 7명 (12.96%), 8명 (13.11%), 5명 06.13%)이 었다.

〈표 21) 종목간 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꽤35끽 가능 불능 total 획폈E 가능 불능 total

가능
53 14 67

가느ο
52 2 54

74.65 19.72 94.37 85.25 3.28 88.52

남고 봉〕느o
3 1 4

불능
1 6 7

4.23 1.41 5.63 남중
1.64 9.84 11.48

56 15 71 53 8 61
total total

78.87 21.13 100.00 86.89 13.11 100.00

가능
53 14 67

가능
23 2 25

74.65 19.72 94.37 74.19 6.45 80.65

여고 볼능
3 1 4

불능
3 3 6

4.23 1.41 5.63 여중 9.68 9.68 19.35

56 15 71 26 5 31
total total

78.87 21.13 100.00 83.87 16.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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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목별 점수 분포도 (25m， 50m달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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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포도를 보면 25m 달리기에서 정신지체 남고생들은 5 .4, 6.6초에 많이 모여있

고 정산지체 남중학생들은 6.0 , 7.5초에 많이 모여 있으나 정신지체 여고 학생은 12초

이내에 97.7%가 포함되었으며 정신지체 여학생들은 5초와 10초안에 각각 51.85%,

26.92%이 었다.50m달리 기 에서 정신지체 남고， 여고， 여중 학생들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지만 남중학생들은 10초， 14초에 31.48%, 38.89%가 포함되었다. 50m달리기와

25m달리 기 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0.55,

0.36, 0.82, -0.55이 었다.

〈표 22)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종목 N M S.D sum P. Carre

50m 67 10.9624 2.1520 732.07 1.0000
남고

25m 56 5.9402 1.1898 332.65 0.55454

50m 50 13.4없6 2.8365 673.43 1.0000
여고

25m 47 8.8411 9.7875 415.53 0.36096

50m 54 15.4978 5.4048 836.88 1.0000
납중

25m 53 7.0481 1.8262 373.55 0.8241

50m 25 13.1528 4.3016 328.82 1.0000
여중

25m 26 9.7646 5.7841 253.88 -0.55259

4) 순발력
〈표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리멀리뛰기가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

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54명 (76.06%) , 47명 (87.04%), 50명 (81.97%), 23명 (74.19%)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17명(23.94%)， 7명

(12.96% ), 11명 08.03%) ， 8명(25.81%)이 었다. 수직접프가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

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64명(90.14%) ， 47명(87.04%) ， 45명 <73.77%) ， 20명

(64.52%)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7명

(9.86%), 7명 (12.96% ), 16명 (26.23%), 11명 (35.48%)이 었다.

제자리멀리뛰기와 수직뛰기의 빈도분포를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블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제자리멀리뛰기와 수직뛰기의 상관관계를 보

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0.76, 0.53, 0.68, 0.48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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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종목간 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수뿔책 가능 불능 total 수혔풋 가능 불능 total

가느。
51 3 54

가느。
52 2 54

71.83 4.23 76.06 85.25 3.28 88.52

남고 불능
13 4 17

불능
1 6 7

18.31 5.63 23.94 남중
1.64 9.84 11.48

64 7 71 53 8 61
total total

90.14 9.86 100.00 86.89 13.11 100.00

가능
46 4 50

가느。
23 2’ 25

85.19 7.41 92.59 74.19 6.45 80.65

돌B_느。
l 3 4

여중 불능
3 3 6

여고
1.85 5.56 7.41 9.68 9.68 19.35
47 7 54 26 5 31

total total
87.04 12.96 100.00 83.87 16.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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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뻐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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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목별 점수 분포도(제자리멀리뛰기， 수직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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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종 목 N M SD sum P. Corre

남고
수직점프 54 24.07 9.2039 1300.0 1.0000

제자리멀리뛰기 64 133.9 38.7607 8571.0 0.75551

여고
수직점프 47 15.21 5.8901 715.0 1.0000

제자리벌리뛰기 47 90.95 30.5834 4275.0 0.53414

남중
수직접프 50 17.96 7.1227 898.0 1.0000
제자리멀리뛰기 45 107.0 38.5363 4815.0 0.68125

여중
수직접￡ 23 16.26 5.77 374.0 1.0000

제자리멀리뛰기 20 90.90 28.6428 1818.0 0.4779

5) 심폐지구력
80m딸리 기가 가능한 정신지체 냥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54명(76%) ，

43명(79‘63%) ， 52명(85.25%) ， 19명(61.29%)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17명(23.94%)， 11 명(20.37%)， 9명04.75%)， 12명(38.71%)

이었다. 6분달리 기가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53병

(74.65%) , 43명 (79.63%), 48명 (78.69%) , 19명 (61.29%)이 었으며 불가능 정신지체 납

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18명(23.35%) ， 11 명(20.37%) ， 13명(21.31%) ， 12

명 (38.71%)이 었다. 800m와 6분 당리기의 빈도분포를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

중， 여중 학생들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800m달리 기와 6분 달리기의 정

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각각 -0.95, -0.84, -0.96

이었다.

〈표 25> 종목간 실시 · 불가능 종목

6싫웰t 가능 불능 total 6싫$풋 가능 불능 total

가능
53 0 54

가능
48 4 52

74.65 1.41 76.00 78.69 6.56 85.25

불능
0 17 17

납중 불능
0 9 9

남고 0.00 23.94 23.94 0.00 14.75 14.75

53 18 71
total

48 13 61
total

74.65 23.35 100.00 78.69 21.31 100.00

가능
43 0 43

가능
19 0 19

79.63 0.00 79.63 61.29 0.00 61.29

불능
0 11 11

불능
0 12 12

여고 0.00 20.37 20.37 여중 0.00 38.71 38.71

43 11 54
total

19 12 31
total

79.63 20.37 100.00 61.29 38.7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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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종목별 점수 분포도 (80아n， 6분간 달리기)

〈표 26>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크。드 ￡-E1L N M 3D sum P. Carre

6분달리 기 54 821.7592 192.7731 44375 1.α)00
남고

800m달리 기 53 5.9432 1.7157 314.990 -0.95281

6분탈리 기 43 689.잃37 149.8113 29665 1.α)00
여고

800m달리 기 48 6.9502 1.5405 298.86 -0.840껑

6분달리 기 52 645.4615 167.7267 33564 1.α)00
'itτ:=

800m탈리 기 48 7.4447 1.9964 357.350 -0.83547

6분달리 기 19 637.6315 130.1747 12115 1.α)00
여중

800m탈리 기 19 7.5410 1.5416 143.280 -0.95728

6) 민첩성
〈표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복달리기가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47명(87.04%) ， 59명(83.10% )， 53명(86.89%) ， 26명(83.87%) 이 었으

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7명 (12.96)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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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8명 03.11%), 5명 06.13%)이 었다.

버피테스트가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46명(85.19%) ，

55명 (77.46% ), 50명 (81.97%), 20명 (64.52%)이 었으며 불가능한 학생들은 각각 8명

(14.81%) , 16명 (22.54%) , 11명 (18.03%) , 11명 (35.48%)이 었다.

지그재그 달리기가 가능한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수는 각각 49명(90.74%)， 53

명 (74 .65%)， 53명(86.89%) ， 201청(64.52%)이 었으며 불가능한 학생수는 각각 5명(9.26%) ，

18명 (25.35%), 8명 03.11%), 11명 (35.48%)이 었다.

왕복달리기의 빈도분포는 여중학생 집단에서는 20초안에 76.92%가 포함되었으며 남

고， 여고， 남중 집단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고 버피테스트의 빈도분포는 남고， 여

고， 남중， 여중 집단에서 거의 정규분포가 이루어졌고 지그재그 테스트에서는 특히 여

고집단에서는 16초안에 84.8%가 포함되 었으며 남중 집단에서 20초안에 88.8%가 포함

되었으며 남중， 여중 집단에서는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정신지체 학생들의 상관

관계는 각각 버피테스트가 -0.32이 었으며 지그재그가 0.42였고 버피테스트가 -0.14이

었으며 지그재그가 0.65이 었다. 남중 버피테스트가 -0.56이 었으며 지그재그가 0.72, 여

중 버피테스트가 -0.58이 었으며 지그재그가 0.60이 었다.

〈표 27> 종목간 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 가능 불능 total ~ 가능 불느。 total

47 7 54 53 8 61
왕복

87.04 12.96 100.00
왕복

86.89 13.11 100.00

46 8 54 50 11 61
남고 버 피，

85.19 14.81 100.00
남중 버피

81.97 18.03 100.00

49 5 54 53 8 61
지그재그 지그재그

90.74 9.26 100.00 86.89 13.11 100.00

59 12 71 26 5 31
왕복

83.10 16.90 100.00
왕복

83.87 16.13 100.00

55 16 71 20 11 31
여고 버‘에네，

77.46 22.54 100.oa
여중 버피

64.52 35.48 100.00

53 18 71 20 11 31
지그재그 지그재그

74.65 25.35 100.00 64.52 35.48 loa.OO



‘~ IJ U nJ lI.1i

NIfIII

’ I.I'J 11’Ij ~j lU

MIIIIII

’ Q II I I II lJ

Mlf‘

196 師 大 論 옳 (51)

π치| 뼈뻐 넓뀔꾀 l lID1

n

’
r

마禮
U lJ l.4 1.1 U U I.l 1.1 1.1 11 “11 11“ ”

.,... ..I11III

뼈i’ il>I， aMJIlD1ll1

맥1 렐펴
대••

꿇꾀
~1D1

’ l

‘~
41J•

“‘

./ ""
• !:!

팬한J
,••••_- ,----------

I t
M I I I I • ‘ 1 n. u ’ I! • ’ f

1 l1li l lIl. I IIlI

m‘’암에1 UUk1t 'ikl t

며 r -뎌펴 |
~lUl lI‘매，

m치l 뻐 않운J 랙김 lIB ;뎌할l

i.*

〈그림 7> 종목별 점수 분포도(왕복달리기， 버피테스트， 지그재그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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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용근 종목 N M 3D sum P. Carre

왕복달리기 59 16.7879 3.6893 990.49 1.0000 -0.3217 0.4165

납고 버피테스트 55 3.1136 1.1444 171.25 -0.3217 1.0000 -0.3085

지그재그 53 15.2273 2.3632 807.05 0.41655 -0.3085 1.0000

왕복달리기 47 19.9604 3.7252 938.14 1.0000 -0.1397 0.6516

여고 버피테스트 46 2.4891 0.7225 114.50 -0.1397 1.0000 -0.3473

지그재그 49 18.2875 3.2621 896.06 0.65161 -0.3473 1.0000

왕복달리기 53 19.8871 4.5240 10닮.02 1.0000 -0.5641 0.7204

남중 벼펴테스트 50 2.6392 0.9093 131.96 O.닮417 ooסס.1 0.5443

지그재그 53 18.3477 4.7889 972.43 0.72048 -0.5443 1.0000

왕복달리기 26 21.0503 4.7464 547.31 1.0000 -0.5845 0.5992

여중 버피테스트 20 2.7875 0.8202 55.75 -0.5845 1.0000 -0.5294

지그재그 20 17.6250 2.5664 352.50 0.5992 -0.5194 1.0000

7) 유연성

〈표 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전굴이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51명(71.83%)， 43명(79.63%)， 44명(72.13% ) ， 21명(67.74%)이 었으며 불

가능한 학생수는 각각 20명(28.13%)， 11명 (20.37%) ， 17명(27.87%)， 10명(32.26%)이 었

다.

Sit and reach가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60명

(84.51%) , 46명 (85.19% )， 51 명(83.61%) ， 26명(83.87%)이 었다.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

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11명 (15.49%) ， 8명04.81%)， 10명06.39%) ， 5명

(16.13%)이 었다.

체후굴의 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60명(84.51%) ，

47명(87.04%) ， 55명(90.16%) ， 23명(74.19%)이 었으며 불가능한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각각 11명 05.49%), 7명 (12.96%) , 6명 (9.84%) , 8명 (25.81%)이 었

다.

체전굴의 빈도분포를 보면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sit and reach는 어느정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체후굴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정신지체 남고， 여고， 남중， 여중 학생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고 sit and reach는

0.80, 체후굴은 0.33, 여고 sit and reach 0.88, 체후굴은 0 .17, 남중 sit and reach

0.74, 체후굴은 0 .47, 여중 sit and reach 0.69, 체후굴은 0.2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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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종목간 실시 가능 · 불가능 관계

---------------
가능 불느。 total

---------------
가느0 불느。 total

체전굴
51 20 71

체전굴
44 17 61

71.83 28.17 100.00 72.13 27.87 100.00

체후굴
60 11 71

체후굴
55 6 61

남고 84.51 15.49 100.00 남중 90.16 9.84 100.00
sit and 60 11 71 sit and 51 10 61

reach 84.51 15.49 100.00 reach 83.61 16.39 100.00

체전굴
43 11 54

체전굴
21 10 31

79.63 20.37 100.00 67.74 32.26 100.0。

체후굴
47 7 54

체후굴
23 8 31

여고 87.04 12.96 100.00 여중 74.19 25.81 100.00
sit and 46 8 54 sit and 26 5 31

reach 85.19 14.81 100.00 reach 83.87 16.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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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종목간 점수 분포도(체전굴， 체후굴， sit and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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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그룹별 종목간 상관관계

그룹 종 모1 N M 3D sum P. Carre

체전굴 51 -0.0490 1.8595 -2.50 1.0000 0.7966 0.3256

남고 sit and reach 60 -0.2216 1.4027 -13.30 0.7966 1.0000 0.4069

체후굴 60 3.0433 1.1598 182.6 0.3256 0.4069 1.0000

체전굴 43 0.2627 1.0412 11.30 1.0000 0.8808 0.1659

여고 sit and reach 47 0.5680 1.0432 26.70 0.8808 1.0000 0.1543

체후굴 46 3.2086 O.없82 147.60 0.1659 0.1543 1.0000

체전굴 44 -0.1477 1.1791 -6.50 1.0000 0.7427 0.4692

남중 sit and reach 55 0.1563 1.2343 8.60 0.7427 1.0000 0.2344

체후굴 51 2.4당$ 0.9521 125.30 0.4692 0.2344 1.0000

체전굴 21 0.0142 1.0845 0.30 1.0000 0.68843 0.2665

여중 sit and reach 23 0.2173 1.2013 5.00 0.6884 1.0000 0.3783

체후굴 26 2.7038 1.1090 70.30 0.2665 0.3783 1.0000

V. 논 의

장애인들의 체력에 대한 중요성은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자활의 수단으로서 펼

수적 조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체력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man et a I., 1976; Maksud &
Hamilton, 1974; Baumgartner & Horvat, 1991).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신체 활동

의 기회와 의지력의 결여， 잘못된 식습관， 사회의 분위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B au m g a rtn er & Horvat, 1991).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아직도 정확한

장애인 인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장애인 인구와 장애관련

단체에서 주장하는 장애인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인을 전 인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장애언과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체력 검사 종목으로 장애학생들의

체력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반학생 집단과 정신지체 집단간에는 전 종목에 걸쳐 통계적

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여러 장애학생집단중 일반인의 운동 능력에 가장 근접한 정신지체학생들중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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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체력 검사 최하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장애 정도가

섬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의 체력 검사를 현행의 체력검사종목으로 실시하기

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첫째， 체력검사 방법상의 문제이다. 즉， 측정 전에 검

사 방법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 연습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정신지체학생

들은 이해 능력과 집중력이 일반학생들보다 떨어져 실험시 유의사항， 실혐의 중요

성 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체력검사 항목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현 체

력검사의 수준이 너무 높아 장애학생들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력 검사 종목을 수정 · 변형하여 장애학생들이 실행하기 알맞은 수준으

로 낮추고 실시방법을 단순화시켜 체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되며， 평가기준표에는 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동 연령의 일반학생들의 수준도 함

께 제시하는 것이 장애 학생들의 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 학생들의 정확한 체력 수준 파악은 학생들의 가정 생활， 일상 생활， 학습 활

동을 하는 데 있어 학부모， 교사， 학생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

러나 검사 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수준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체력 검사는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타당한 체력 겹사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종목을 동원하여 사전 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의 정도가 다양하고 능력 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전체 인원중 측정 가능한 인원이 50%를 초과하는 종목

을 검사종목으로 선택하였고， 측정 가능， 불가능 %와 점수별 분포도， 그리고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가장 만족하는 종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장애 학생들이 실시하기에 적당한 수준인 반면 일

반학생들의 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의 종목들이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중 실시 불가

능한 학생도 각 종목당 10%내외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장애 학생들의 체력 검사는 현 제도하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장

애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력의 중요성을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적 · 복지적 차원에서 시급히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사료

되며， 앞으로의 연구는 정신 지체， 시각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정서 장애 등 장

애 특성에 맞는 체력 검사 평가 방법과 기준표 설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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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정도가 가벼운 정신지체학생들을 대상으로 7년간의 체력검

사 결과를 종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학생체력검사의 난이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신지체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종목을 설정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신지체 집단과 일반 집단간의 7년간 체력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on

둘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 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네 집단의 근

력 측정 항목 중 매달리기보다는 변형턱걸이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 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근지구력 측정

항목 중 네 집단 모두 윗몸일으키기보다는 다리들어올리기가 타당했으며， 남자 중

• 고등학생 집단은 윗폼일으키기， 다려들어올리기 두 종목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스피드 측정 항

목 중 네 집단 모두 25m보다는 50m가 타당했으며， 여자중학교 집단은 50m와 25m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순발력 측정

항목 중 네 집단 모두 제자리멀리뛰기와 수직뛰기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목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심폐지구력

측정 항목 중 네 집단 모두 800m, 6분간 딸리기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목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민첩성 측정

항목 중 네 집단 모두 왕복달리기， 버피테스트， 지그재그달리기가 타당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세 종목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여밟째， 가능 • 불가능， 점수별 빈도분포도， 종목간 상관관계에 의한 유연성 측정

항목 중 네 집단 모두 체전굴보다는 체후굴， sit and reach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두 종목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202 師 大 論 罷 (51)

참 고 문 헌

고홍환 (1987)， IT'체육의 측정 평가.ii，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곽준기 • 김효선 • 우보경 (1991 )， IT'특수체육.ii， 도서출판 특수교육.

김경 숙(1994)， 교육적 분류에 따른 정신지체아의 체 력 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의수 • 이인경 • 최승권(992) ， IT'특수체육.ii， 태근문화사.

김의수 • 임완기 · 최승권(992) ， IT'장애인 체력육성.ii，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김의수 · 홍양자(992)， IT'장애자체육.ii， 녹원출판사.

김종택 ( 1984)， “Canonical Correlation에 의한 운동능력 요인을 강조한 청소년 체력장

과 건강요인을 강조한 청소년 체력장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ii，

제 23 권 제1호.

김진원(1980)， IT'트레이닝이론.ii， 서울 : 동화문화사.

도종호(1992)， 정신지체아의 체력검사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노무

서울특별시 교육청 (993)，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 자료.

AAHPERD(980), AAHPERD Heαlth-Related Physical Fitness Test Mam따I，

Reston Va.: AAHPERD.

America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968), Special Fitness

Test Mam따I for the Mildly Mentally Retarded. Washington, DC: The

Author.

America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1976),

Youth Fitness Test, Washington , D.c.: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Baumgartner, T.A. & Zuidema, M.A.(1974) , “Second Factor Analysis Study of

Physical Fitness Test," Research Quarterly, Vol. 45.

Baumgartner, T.A. & Hovat, M.(199l), “Reliability of field based cardiovascular

fitness running test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dapted

PIψsical Activitly Qz따rterly， 8, 107-114.

Bell, C.E.(1982), Pψ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Washington, DC: America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Clarke, H. H.( 976), Application of MαlSurement to Health and Physical Educa-



특수학교의 체력검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3

tion, New Jersery, Prentice-Hall.

Clarke , H.H.외 1 인(1962) ， “Maturity, structural, strength, and motor ability growth

curves of boys 9 to 15 years of age," Research Quarterly, Vol. 33.

Coleman, A., M. Ayoub, and D. Friedrich(l976), “Assessment of the physical work

capacity of institutionalized mentally retarded males ," Am. j. M ent. Dξfie.

2080: 629- 635.

Fait, Hollis, F.(1965), “Physical fitness tests for the mentally retarded," The

bulletin, 2:1.

Femhall, Tymeson, G. & Webster, G.(l988), “Cardiovascular fitness of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Applied Physical Activit，ψ Quarterly, 5:12-48.e

Fredrick, H.D.(l969), “World- wide Physical Fitness Testing,"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Johnson, L., & Londeree, B.(1976), Motor Fitness Testing Mam따I for the

Moderately Mentally Re따rded， Washington, DC:. America Alliance for

Health ,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Karporich, P.V.(1959), Physical of muscular activity, Philadelphia:Saunders Co.

Kraus, H., & Hirshland, R.P.( 954), “Minium Muscular Fitness Testing in School

Children," Research Ql따rterly， 25(2), 178-188.

Larson, L.A.(1951),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health, and recreation

education, St. Louis : C.V. Mosby Co.

Maksud, M.G., & Hamilton, L.H.(1974), “Physiology responses of EMR children to

strenuous exercis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9, 32-38.

Melograno, V.T. & Klinzing ].E.(1974), Total Fitness , Iowa, Kendull / Hunt

Publishing Co.

Seaman, J .A. & Depauw, K.P.(1988), The New Adapted Physical Education-'A

Developmental Approach, Mayfield Publishing Company, CA.
Updike, W.F & Johson , P.B.(1970), Principles of mordern pψsioαI education, New

York: Holt.

W.H.O(1967), “Exercise test in relation to cardiovascular function ," Report of a

W H.0. meeting, Genora.

Winnick, J.P. & Short, F.X.(985), Physicαl ‘ fitness testing of the disabled

(Project UNIQUE), Human Kinetics Publishers, Inc. Campain , Illinois.

Winnick, ].P.(1990), Adapted physical education & sport, Human Kinetics Books,

Campain , Illinois.



204 師 大 論 輩 (51)

<Abstract>

Physical Fitness Tested in the Special School
and its Improvement

Kim, ui 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ults of physical fitness test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within 7 years and choose the most

effective test it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1 male, 61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54 male, 31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he control group (regular students with the same

age range). A modified pull-up was more effective to test muscle strength

rather than the arm hanging. Leg raise was more effective to test muscle

endurance than sit-up. Fifty-meter run was more effective to test speed rather

than 25-meter run. Standing long jump and vertical jump both were good to

test muscle power. Six-minute running and 800 meter run were both good to

test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here were no differences on the effectiveness

to test agility among shuttle run , Burpee test, and zigzag run. Sit and reach

and back lifts were more effective to test flexibility compared to a test of

trunk flexion.

Therefore, the physical fitness test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modified and make the students to show their fitness level more effectively in

the special school compared to the present test batt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