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大學校 師大論靈 第20輯 (1979. 12. 30)

뿜少年의 體格 및 體力比較

---서 울 시 내 一部 남녀 書夜間 學生을 중섬 으로---

I. 絡 論

柳 正

(體育敎育科)

f훌

「體力은 國力이다」라는 딸이 았다. 이 말은 국민의 체력은 국력의 기반이 펀다는 뜻이

다. 國民의 체력은 國家의 生塵能力이나 국방능력에 직결되며， 健全한 國民性의 함양에도

기여하묘로 국민체력 向上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

들이 국민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에 관한 연구블 질시해 왔오며，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 서 발표된 연구물을 보면 男 • 女 學生을 대 상으로 한 體力빠究(金成洙 1969:41-45.

金碩鎭 1972:10-22. 金銀煥 1976:33-42. 李擾式 1973:47-52. 朴秀一 1975:57-70). 選手에 대한 연구

(李學來 1973:23-30. 朴喆敏 1967:87-108. 尹南植 1968:179-190. 姜仁燮 1975:71~78) ， 成)、에 관한

연구(兪承熙 (1970: 13-40. 朴喆鐵 1975: 107':"161) , 어 린이 및 좁少年에 관한 연구(朴海根 1969:21

68ι 尹南植 1971:41-56. 柳根碩 1974:43-60) , 大學生에 관한 연구(吳貞}융L 1971:50-59. 柳正E<; 1972:

54-61 , 崔永根 1973:9-22. *1、喆鐵 1973:37-50) 등이 확안 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나라의 좁少年들이 身體的A로나 精神的￡로 건전할 때 그 국

가나 社會는 發展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체 력 그 중에서도 남 • 녀 고등학생들의 체

력의 현황을 파악코자 하였다. 더우기 야간학생들은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속에서 학엽의

계속과 직장에서 봉사라는 큰 칩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體力管理에 무리가 가게 되면 그

결과 장래 國家 陳燦들의 양성 에 차질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 • 녀 고교생들의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여 그 현황을 把握함으로

써 청소년들의 體力向上과 부차적오로 생산력 향상을 위한 對策을 세우는 基鍵資料를 얻고

자 하는데 에 연구 目的이 있다.

n. 冊究方法
1. 맑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남 • 녀 고교생들， 1978년 5월 10일을 基準으로 한 年騎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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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ubjects

~
원

__ Agel
School ----- I 18 I Total

、

D. high School 49 46 42 47 184
Day time K. high School 50 47 51 47 195

B. high School 60 62 41 42 205
Male

N. high School 45 56 66 43 210
Ni영’n‘L c. high School 48 47 45 46 186

S. high School 43 55 50 45 193

Day tim 200
u. girl H.S. 50 50 204

Female

Night 〕、n 。σ퍼 H.B 201
C. girl H.S. 46 195

497 I 513 I 512 I 451 I 떠3

布 15，16，17，18세 의 夜間部 학생 985명 과 賣間部 학생 988명 ， 총 1 ，973명 을 任意抽出하였

다. 그들의 학교벌 년령 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otal

2. 測定期間

1978年 5月 10 日부터 1978年 7月 30S까지 각 학교에서 계측 측정하였다.

3. 뼈l定種目 및 方法

측청은 體格과 體力A로 구분하되 체격종목으로는 신장， 좌고， 체중， 흉위를， 체력검사

종목으로는 100m 달리 기 , 도움닫기 멀리뛰 기 , 오래 달리 기 (남 1, DOOm, 여 800m), 수류

단 던지기， 턱결이(여 팔굽혀 매달리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윗몸 앞 o로 굽허

기 등을 문교부령 제 237호(1974. 4. 30) 學校身體檢훌 規定에 의거한 方法으로 실시 하였다.

]1[. 測定 成績 및 考察

1. 體 格

1) 身 長

신장의 크고 작음은 遺傳的언 영 향이 75%이 고 생 활 環境 빚 운폼에 따른 後夫的 영 향이

약 25%를 지배한다고 한다. 신장은 A體의 길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신체

짧育의 가장 보펀적 인 특정을 나다낸다(澤田芳男 1967:207-208).

신장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이 큰 차이는 없으나 남· 녀 모두 야간학생이 주간학생

보다 뒤떨어지며 이를 Jell 교하면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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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hysique between the day time and night school students
-----..:: A
Item

___I
‘> ~~ ‘’

Male |163 4±4 6 |165 6±5 8l167 8±4 8 | l68 l±4 0

Height
Night 162.8±3. 1 I 164.3±4. 4 I 166.4±2. 9 I 167.1±4. 7

Female D따y time |155 5±5 9 |l56 5±5 l ( 157 6±4 8 !l58 2±4 9
Night 155; 2±4. 8 I 156. 2±4. 7 1 157.O±4. 7 l 157.9±4. 5

Male Day time l 87팎 87 5±6 5l 88 7±5 7 | 88 8±5 2

Sitting height
Night 86.6±6. 2 I 87.3±5. 5 I 88.4±4. 31 88. 6±4. 6

Female D때me l 83 5±5 6 I 83 8텍 84 0±5 2l 없 2±5.3
Night 83.6±5. 8 I 83.8±5. 3 I 83.9±4. 0 I 84.1±5.5

Male D때 ‘，‘ime I 51 9±6 5 | 55펀 57 8±5 5 { 59 8±4 7

Weight
Night 51.7±4. 7 I 53.4±4. 8 I 56.5±5. 7 I 57. 7±5. 9

Female | 48 l±6 6 | 50 8±5 9 | 52 2±6 1 l 53 4±5 l
Night 47. 9±5. 7 1 50.1±6. 1 I 51.9±5. 6 I 52. l±4. 9

Male l 81 3±5 2 | 없 3±5 9 |織 4l 89 0±4 4

Chest girth
Night 81.O±5. 4 I 82.6±5. 1 I 84. 1±4. 7 I 86. 3±3. 5

Female | 78팎 80 7±4 8l 8l O±6 3 | 8l 7±5 5
Night 77. 8±5. 8 I 78. 5±6. 1 I 80. 1±4.1 I 80., 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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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坐 홈

일반적오로 좌고가 큰 것은 발육이 양호함을 뜻한다. 이는 內購器管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하며 특히 陽管의 吸收面積과도 일청한 比率을 갖고 있다.

좌고의 측청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그 變化는 Fig. 1과 같다. 주야간 학생이 그 크기

나 變化煩가 같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좌고가 外的 後天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다

고 생각련다(Mathew . 1963 : 22) .

3) 體 重

체중온 신체 각 部位의 발육이냐 充寶度와 營養상태를 총괄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폼

무게가 무캡다는 것은 일반적A로 福育과 觸肉 內職기관의 발육이 양호한 것이라고 말할

수있다.

체중의 측정성적은 Table 2와 같오며 이흘 비교한 Fig. 2블 보면 남 • 녀 모두 비슷하나

남자의 경 우 15세 에 서 16세 에 이르는 동안 주간학생은 3.2kg이 증가한 반면 야간학생의 경

우는 L7kg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17세 에 서 18세에 이르는 통안 주간학생이 2.0kg인데 비

해 야간학생은 I. lkg의 증가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後天的연 환경이 신장보다는

체중이 可變性이 많다는 澤田花男의 理論(유전 63%, 환경 37%)과도 동일하다.

4) 關 圍

흉위는 體型이나 體質을 나타내는 가창 중요한 항목으로 내장기관의 機能과 體力을 評價

하는 R度효 사용된다. 따라서 呼吸기능과 宿環機能은 正比例된다고 본다.

흉위의 측정성적은 Table 5와 같으며 그 변화는 Fig. 4와 같다. 年間 最大增加年搬은 15

에서 16세 에 이르는 사이이며 이는 身長의 최대증가연령과도 얼치하고， 야간학생의 增加福.

이 주간학생에 비해 아주 뒤떨어칩을 알 수 있다.

2. 體 力

1)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일정한 거리를 최대의 速度로 달리는 것이묘로 신체의 모든 기관이 協同

하며 급속히 最高의 比率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으로 形態的·生理的 협동과 스피드를 判

斷하는 것이 다(松田岩男 1967:171-247).

측청성적은 Table 3과 같으며 주야간 학생의 成績曲線은 Fig. 3-CD과 같다. 주야간 학생

공허 연령의 증가에 따라 記錄이 向上되고 있￡냐 그 증가폭은 주간학생이 越等하다. 또

여자의 경우 야간학생은 15세보다 18세 에서 기톡이 저하되어 연령증가에 따라 기록이 향상

된 주간학생과 비교하여 보면 進學과 무관한 학생들은 體力의 維持增進에 별 관심이 없음

을 보이고 있다.

2) 도뭄닫기 멀리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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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between the day time and night school students.

Item 15 16 17 18

Male Day t‘ m A‘i5"선 0. 8。 14"5± 0,6
Night 15"4± L 0 15"2± 0.7 14"9± 0.7 14"8± 0.8

100M dash

Female D때time 18"0± 0.8。 17"0± L 2
Night 17"8± 1. 2 18"0± 1.4 17"8± 0.9 18"0± 0.8

Male D야y time 째9ι단0. 1’ 457±35.2
Night 398±39.0 41O±31.4 418±30.7 427±36.5

Broad jump
잃댐?‘ 4Female D때 t‘m 329±30.7

Night 314±36.5 320±35.3 305±31. 6 302±38.9

Male { gtaLIme | 없 1± 5ι1 잃 。3± 5 “。/ 38.0± 6.3
28.9± 4. 9 I 30.2± 5.4 32.6± 7.5 33.4± 7.0

Grenade throw

Female D맹time μmι2± 잊A 0。 mωQ“± 4 꺼/ 잃션 5. 0 23.1± 5.3
Night 20.3± 4.7 19.7± 5.5 19.9± 9.8 19.9± 4.5

Male D때 ‘time Qι6± 3.5 ll O± 5 1 | 12 0± 4 l l 13.3± 4.7
Night 9.7± 4.4 1l. 1± 4.31 lL2± 3.5 12.3± 4.9

Pull-ups

Female
Day •time 17.6± 껴‘ 9 18.8± 6.1
Night 16.6± 6.7 15.3± 7.7 12.6± 8.5 12.9± 6.2

Male lDayt펌鋼펌쐐
Night I 3'56"8±18.0 I 3'53"5±12.4 I 3'50"9±22.1 I 3'48"0±19.8

Endurance run

Female D때 m’e 1 3、uζ3"1’ 않313 없”μμmω7 니9ω~I\"건18.7‘3'4‘5"뾰6
Night I 3'54"4±24. 8 I 3'56"5±25.6 I 4'01"1±2L 3 I 4'03"1±21. 2

Male nι“ay time 10"껴7±一oι4 10"4± 0.3
Night 11"2± 0.4 11"0± 0.5 10"9± 0.3 10"9土 0.4

Shuttle run

Female l Day time i 12rm 7 | 12//1± 0 7
Night 12"4± 0.8 12"2± 0.7 12"3土 0.6 I 12"5± 0.8

Male D때 +‘m “27. 8± ι2. 7 ω% 앞ι2.6 29.5± 2.6
Night 25.1± 2.8 25.7± 2.7 26.0± 3.5 26.6土 2.6

Sit-ups

F‘emale D때time ω18.0± 2.6 17.5± 3.0
Night 15.9± 3.5 15.2± 5.1 14.7± 5.3 14.2土 5.6

Male D때 +‘ime 18 앞ο。7 19.8± 3.8
Night 18.6± 4.0 18.0± 4.8 18.3± 3.7 18.9± 3.6

Flexion trunk

| gtg다ime IFemale 22.3± 3.9
20.5± 4.7 20.0± 3.9 19.4± 3.9 19.5± 4.0

도움닫기 멀리뛰기는 短距離走와 갚이 급속하고 강한 근력을 발휘하게 되는 운동으로 근

력과 속도가 結合되는 騎發力이 훨因이 펀다. T빼Ie 3과 Fig. 3-@를 보면 주간학생이 야

간학생보다 우수한 성적과 월등한 기록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년간 최대증가연령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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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15세 에 서 16세 까지 27cm의 증가를 보였오며 야간학생은 2"-'9cm의 증가만을

보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 주간학생은 15세 에 서 16세 까지 14cm, 16세 에 서 18세 까지 4cm정

도로 현 상유지 또는 증가하는 반면 야간학생은 15세 에 서 16세 까지 6cm의 증가가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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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부터 18세 에 이르는 기간에는 무려 18cm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3) 수류탄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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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는 上技 및 上體觸群의 협조적언 購發力에 의해 그 기록이 확우펀다. 수류탄 던지

기의 성적은 Table 3과 같으며 이블을 비교한 것은 Fig. 3-@과 같다. 남자의 경우 야간학

생은 주간학생보다 3.9"-'5.2m의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오며 여자의 경우도 15셰 에 서

0.9m 착이를 보이던 것이 점차 隔差가 커져 18세 에 이르면 3.2m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特記할만 하다.

4) 턱걸이

턱걸이나 괄굽혀 매달리기〈여자)는 上散와 上體의 觸持久力을 측청하는 대표적인 항목으

로 평소 規則的안 운동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측정성 적은 Table 3과 같오며 그 변화는 Fig. 3-@와 같다. 남자의 경우 다른 종목과는

달리 15세 ， 16세 에서 야간학생이 優勢블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15세 에 서 야간학생

이 우세하다. 그러 나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주간 남 • 녀 학생의 기록이 향상되어 18세 에

이르르면 남자는 턱결이 1회 여자는 매달리기에 5.9초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오래달리기

全身持久力을 측정하는 대표척 안 종목￡로 남자는 1,00oM, 여자 800M는 호흡 • 순환

기계의 醒素擺取能力에 좌우되며 그 성적은 Table 3과 같오며 그 변화는 Fig.3-@와 같다

주간 남학생은 15세 에서 16세까지 24초라는 時間이 단축된 점과 야간여학생의 경우 기록

、이 접접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往復달리기

운동 適性훨因중의 신체의 調整能力과 敏據性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체의 부분과 전체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는 능력에 의하여 측정하게 된다.

측정성적과 變化曲線은 Table 3과 Fig. 3-@과 같오며 남자의 경우 17세 와 18세에 야간

학생이 주간학생보다 0.5초가 뉘떨어진다. 여자도 15세와 16세는 기록이 같오나 17세 • 18

세에서 주간학생에게 0.3"'-'0.4초가 둬떨어진다.

7) 윗몸 일으키기

신체의 中心部를 이루고 있는 짧直隨과 外題料節의 持久力을 재는 항목오로 이 근육틀이

폭발적이고 격열한 운동에 절대적인 f똥害U을 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에서 중요한 구질을 하

고 있다. 지구력과 함께 폼의 柔軟性과도 큰 相關이 았다고 본다.

Table 3과 Fig. 3-(1)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성 적 과 增加量이 주간학생 이 우세하다. 그러

나 여자의 경우는 주 • 야간학생 공-히 기록이 저하되고 있다.

8) 윗몸 앞으로 몹히기

柔軟性은 關節의 可動性에 의하여 결청되는데 관철면의 가통성， 관절을 풀려싼 軟部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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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절낭， 인대 등의 기능이 문제가 된다‘ 즉 봄의 동작범위가 큰 운동을 하여도 근육에

만 刺햄을 주게 됨으로 적은 에너지로 많은 作業量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運動

동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성적은 Table 3과 같￡며 증가량의 비교는 Fig. 3-@과 같다. 남자의 경우 주 • 야간 학

생이 모두 15세 에 서 ~6세 에 이르는 동안 기록이 低下되었다가 17세 에 이르러 O. 3"'0. 4, 18

세에서 a.6em의 向上을 보였다.

이 상과 같은 체격 과 체 력 항목의 成績差異를 명 확히 하기 위 해 (Table 4, Table 5,

Table 6, Table 7을 附錄) 총콸적￡로 比較했다.

체격에 있어서 야간학생들은 주간학생에 비해 체격의 것勢와 발육의 範化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좁少年들의 성장 발육기에 환경요인 즉 後天的 要因이 무시 못할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체력 또한 체격과 마찬가지로 주간학생이 점차 기록의 향상을 보인 반면 야간학생은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더욱 섬해지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그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女性 특유의 第二次 性徵 이후에 신체 充寶度의 急上昇과 직

장생활과 학업으로 인한 運動不足에서 1'1 훗되 었다고 思料된다

전반적으로 주간학생은 체력의 維持增進이 대학입시의 體力章 成績과 관계되어 학교와

개언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어 그나마 상승상태 또는 명맥을 유지하

나， 야간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의 체력향상 및 전체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에 무관심

한 형펀임을 엿볼 수 있다.

N. 結 論

同一年觸의 주.-야간 학생들의 體格과 體力의 현황을 把握 比較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일

부 학교 1，973명을 대상오로 12個項目의 체격 및 체력을 測定하여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

은 結論을 얻었다.

1. 體格은 주간학생이 야간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우세하였다.

2. 體力의 成績은 주간학생에 비해 야간학생이 뒤떨어 졌다.

3. 체격면에서 年間 最大成長은 남 • 녀 다감이 신장은 16세 ， 체중은 18세때 였ξ며 그외

는 점진적인 성장을 보였다.

4. 체력의 년간 記錄向上은 윗몸일으키기 만을 제외한 거의 전 항목이 남·녀 같이 18세

에서 우세하였다.

5. 체격이나 체력의 年顧에 따은 增加福은 체격면에서 주간 남학생이 16셰 ， 야간 17세 ，

여학생은 주야 16세 에 서 보였오며 체력면에서는 야간학생이 그 차가 크며， 특히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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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停帶狀態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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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Table 4. The gaps of means in physique between the day time and night school students

잖흙운
Height Sitting height Weight Chest girth

Male Fe‘m값e Male I Female Male F뼈ρν Male I Female

15 0.6 0‘3 0.5 -0.1 0.2 0.2 0.3 0.3

16 1. 3 0.3 0.2 0.0 1. 9 0.7 1.7 2.2

17 1.4 0.6 0.3 0.1 1. 3 0.3 2.5 0.9

18 1. 0 0.3 0.2 O. 1 2.1 1. 3 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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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gaps of means in physical fitness between the daytime and night school students

A

100M IRunning H빼 End- Shuttle Flexion of
Broad Grenade I Full-ups urance Situps

Dash I Jump Throw Run Run Trunk

ge

'----------

MIFIMIFIMIFI M IF‘MIFIMIFIMIFIMI F

15 nUL1 0.2 41 -3 5ι21 0.9δ 10.4 0.0 0.3 -0.11. 31 0.3 2.712.2

16 0.1 0.0 19 51 4.1 1. 2 -0.1 2.2 11. 7 2.5 0.3 0.0 2.9 2.1 0.8 1. 8

17 0.3 0.2 291 21 3.9 2.5 Un 。。nU 5.0 23.5 10.4 0.5 0.3 3.1 3.3 0.9 2.3

18 0.31 1. 0 301 27 4.6 3.2 1. 6.9 24.1 18 0.5 0.4 2.9 3.3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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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us of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ages

~삶Jt?r 에;1
100M Running Hand 'End- Shuttle Flexion

Broad Grenode Pulhvps \ urance Sit-ups of
Dash Jump Throw Run Run Trunk

M | Daytime l 0.41끼’I’ ‘，씌시I 4 잉씨이사[ o 커이:1 1’ 이I
-0.1

Night 0.2 1. 4 3. 0.2 0.6 -0.3
15"'16

F l Daytime l 내버꺼끼시11 끼내징이껴，/ ι /O.에이I 1 에페이~I’ 캐 ~I o 꺼끼끽~I 낸꺼~I -1. 4

Night -0. -0.6 -1. -2.1 O. -0.7 -0.5
‘‘

펴」쩨~ I ι2. 。ι 1. 0 14.4 0.3 O. 이에이에~\ 0.4

Night O. 2.4 0.1 2.6 0.1 O. 0.3
16"-'17

o 에이메시IF I D때time ‘1.이치~I끼， O.μ~I 3 에내이사ηI 0.11μI O. 끼이사“I • 0. 1

Night O. O. -2.7 -3. -0.1 -0. -0.6

MI D“aytime 1’ - 에이서η:1 -‘1 .시이) 3 미비서I o 이씨I O. 에“I 0.6
Night 0.1 O. 1. 1 2.9 0.0 0.6 0.6

17"-'18

4 에카F I Day•time 0.61끼4비I o 서이시시\ 5 찌꺼I’- O. 셔μ끼이I O. 악이미:1 0.6
Night -0. O. O. -2.0 -0. -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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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fitness and physique betweenthe day time (students) and the night school

students in Seoul city.

1,973 of male and female were tested by 12 items; 4 items ofphysique; 8 items of

physical fitness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hysique of the day time students was superior to the night school students.

2. The physical fitness of the night school students was weak and poor.

3. Generally,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was growing rapidly during age / of 16 to 17

(male) , 15 to 16 (female)

4. In the female , the night school student’s records was inclined significantly , but the day

time student’s was settled.

5. Sex difference in physical fitness was became more apparent with 내creasing 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