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6, No. 4. December, 2019. 1060~1068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19.36.4.1060

- 1060 -

공군사관학교 여생도의 신체조성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송성우*․곽재준✝

공군사관학교 항공체육학과*, 우석대학교 국방기술학과,✝

(2019년 9월 7일 접수: 2019년 11월 24일 수정: 2019년 11월 28일 채택)

An Analysis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of 
KAFA Female Cadets

Song Sung Woo*․Kwak Jae Jun✝

1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Danjae-ro, 
Namil-myeon, Sangdang-gu, Chengiu, 28187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Technology, Woosuk University, Daehak-ro 66, Jincheon-eup, 
7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27847, Republic of Korea

(Received September 7, 2019; Revised November 24, 2019; Accepted November 28, 2019)

  요  약 :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게 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체력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조성과 체력의 특성을 확인하고, 
전체 여생도의 체지방률 수준에 따른 체력과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 전체 여생도 50명(1학년 13명, 2학년 18명, 3학년 9명, 4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신체조성(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과 체력(근력, 근지구력, 순발
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는 학년별 신체조성과 체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체지방
률 수준에 따른 체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조
성 중 체지방량, 체지방률에서 1학년이 4학년에 비해 낮았고, 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
며, 체질량지수는 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생도의 학년별 체력에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 체력은 순발력에서 20%미만 집단이 20~25%집단, 25.1~30%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평형성은 20%미만인 집단이 25.1~30%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여생도들의 학년별 신체조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체지방률에 따라 순발력과 평형성
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 여생도는 공중 임무환경과 관련이 있는 순발력과 평형성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지방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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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hysical fitness of the cadets of the Air Force Academy, which will protect the 
air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fulfill the given miss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of female cadets of Air Force Academy and to verify their relationship with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dy fat % level of total female cade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50 female cadets of the Korea Air Force Academy (1grade 13, 
2grade 18, 3grade 9, 4grade 10) were measured in body composition (skeletal strength, body fat mass, 
body mass index, body fat %, abdominal obesity rate, basal metabolic rate) and physical fitness 
(muscle strength, muscular endurance, power, agility, flexibility and balance). One way ANOVA was 
performed for data processing to identify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characteristics by 
grade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body fat rate levels. According to the 
study, the 1 grade was lower in body fat mass and body fat % among female cadets, the 2 grade was 
lower than the 3 and 4 grades, and the body mass index was lower than the third and fourth grades.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hysical fitness of the rest of the year. The intergroup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the body fat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ith less than 20 percent of net 
worth and 25 percent to less than 25.1 percent to 30 percent, while those with less than 20 percent 
balance were higher than those with less than 25.1 to 30 perc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differences in body composition by grade in female cadets, especially in power and balance according 
to body fat %. Therefore, female cadets of the Air Force Academy need to manage body fat to have 
the power and balance capability related to the airborne mission environment.

Keywords :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Female cadets, Fitness, Body composition, % Body 
fat

1. 서 론
  

  대한민국 국방력은 고성능화 되어가는 전투기
와 무기체계로 인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선 현
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각 군에서는 임관 후 
일선 현장에 투입될 사관생도의 특성에 맞는 체
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3], 사관생도
들은 매학기 실시하는 체력검정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4].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체력평가는 기초체
력평가(3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건강체력평가(체지방률), 임무체력평가(조종사 근
력 5종목)로 구분되어있으며, 주로 근력, 근지구
력, 심폐지구력과 체지방률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에겐 이 외에도 순발력, 민첩
성, 평형성, 유연성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5] 특
히 조종사의 경우 공중 임무환경과 관련하여 근
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외 순발력, 민첩성, 평

형성의 중요성이 제시되는 등[6-8] 전체적인 체
력 향상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건강체력평가는 신체조성을 측정하
여 체지방률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지방은 
근육이 사용하는 ATP(Adenosine triphosphate)의 
활성화를 방해해 더 많은 산소의 공급을 요구하
는 부정적인 영향으로[9] 체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어[10-12]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
지방률이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체력과 신체조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13-20], 최
근에는 체지방률과 G-내성(Gravity tolerance) 
능력의 관련성이 보고되는[21-24] 등 사관생도의 
체력과 체지방률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관학교 특성상 남녀가 동일한 교육훈련과
정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생도의 
높은 체력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리적·생물학
적의 차이로 인해 체지방이 남생도보다 높게 분
포하고 있어 여생도의 체력과 체지방률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공군사관학교 여생도를 학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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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ge(yr) Height(cm) Weight(kg)

1 Grade(N=13) 19.3 ± 0.7 165.9 ± 3.3 57.4 ± 5.2

2 Grade(N=18) 20.1 ± 0.7 165.7 ± 4.2 55.2 ± 4.6

3 Grade(N=9) 21.2 ± 0.8 164.1 ± 3.3 58.1 ± 5.6

4 Grade(N=10) 22.4 ± 0.6 165.4 ± 4.0 60.4 ± 7.4

Total = (N=50) 20.6 ± 1.3 165.4 ± 3.7 57.3 ± 5.7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로 분류하여 신체조성과 체력의 특성을 확인하고, 
체지방률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전체 여생도의 
체력과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여생도 총 54명 중 군의관의 진찰 및 문진
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어 연구에 참
여할 수 없는 환자 4명을 제외한 50명(1학년 13
명, 2학년 18명, 3학년 9명, 4학년 10명)을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전달 및 이해시켰으며,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 검토에 따른 
지침을 이행하여 승인을 받았다(19-189). 본 연
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여생도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2.2. 연구 설계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측정 24
시간 전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신체활동 및 음식 
섭취를 통제하였으며, 공군사관학교 여생도를 학
년별로 분류하여 신체조성과 체력의 특성을 파악
하고, 전체 여생도를 대상으로 체지방률 수준과 
체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체지방률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20%미만(A), 20-25%(B), 
25.1-30%(C))하여 체력을 측정하였다. 여생도의 
신체조성은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체
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측정하였다. 
체력은 악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높이뛰기, 사
이드스텝, 눈감고 외발서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를 측정하였으며, 총 2회 중 최고 기록을 선정하
였다.

2.3 관찰 변인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여생도의 신체조성과 
체력, 체지방률에 따른 체력을 관찰변인으로 설정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신체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생체전기저항법(Inbody 720 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질량지
수,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측정하
였다. 체력은 체력진단시스템(Life Car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
성, 유연성, 평형성을 측정하였다. 체지방률 수준
에 따른 집단분류는 김기학[25]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미만(A), 20~25%(B), 25.1~30%(C)으
로 집단을 분류하여 체력(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을 분석하였다. 측정에 앞
서 연구 대상자들은 격렬한 신체활동과 카페인 
함유의 음료섭취를 제한하였으며, 2시간 전 음식
섭취를 통제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 평균
(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를 산출하였다. 우리는 학년별에 따른 여생도의 
신체조성과 체력요인의 차이와 체지방률에 따른 
체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하였다. 이때,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최소 유의차 검증(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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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F LSD

SMM
(kg)

24.77
± 2.46

23.97
± 1.72

24.00
± 1.56

24.86
± 2.34

.682

BFM
(kg)

12.37
± 2.47

11.53
± 2.74

14.26
± 3.84

15.32
± 3.99

3.702* 1<4*, 2<3*,4**

BMI
(kg/m2)

20.86
± 1.60

20.10
± 1.56

21.55
± 2.00

21.99
± 1.96

2.976* 2<3*,4*

%BF
(%)

21.45
± 3.45

20.72
± 3.61

24.24
± 4.54

25.05
± 3.99

3.711* 1<4*, 2<3*,4*

AOR
(%)

0.80
± 0.03

0.80
± 0.01

0.80
± 0.02

0.82
± 0.02

2.636

BMR
(kcal)

1344.23
± 87.56

1312.11
± 63.90

1317.33
± 55.70

1343.80
± 86.90

.693

SMM, Skeletal Muscle Mass; BFM Body Fat Mass; BMI, Body Mass Index; % BF, %Body 
Fat; AOR, Abdominal Obesity Rate; BMR, Basal Metabolism Rate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2.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by Academy Years in Female Cadets

여생도를 대상으로 학년별 신체조성과 체력의 특
성을 파악한 뒤,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을 20%미
만(A), 20~25%(B), 25.1~30%(C)으로 분류하여 
체력을 분석하였다.

3.1.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조성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조성은 골격근량, 체지방
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
량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
다. 신체조성 중 골격근량, 복부지방률, 기초대사
량은 학년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학년별 체지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3.702, p<.05)가 나타났으며, 1학년이 4학년
에 비해 체지방량이 유의하게(p<.05)낮았고, 2학
년이 3-4학년에 비해 유의하게(p<.05, p<.01)낮
았다. 또한, 학년별 체질량지수(F=2.976, p<.05)
와 체지방률(F=3.711, p<.05)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체질량지수는 2학
년이 3-4학년에 비해 유의하게(p<.05, p<.01)낮
게 나타났고, 체지방률은 1학년이 4학년에 비해
(p<.05), 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p<.05, p<.01)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활동량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라 사료되는데, 
2018년도 공군사관학교 체육교육과정을 보면, 체
육수업이 1-2학년 주/4H, 3-4학년 주/2H으로 
편성·운영되었으며[4], 고학년의 경우 학술대회준

비, 논문 작성, 초급장교교육 등으로 신체활동량
이 줄고 좌식생활의 증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의 학년별 체지방
량과 체지방률이 고학년일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0]와 같은 결과를 보
였으며, 김동수 등[26]은 사관학교 생도 한 학년
을 4년간 추적한 결과 1학년 시기에 비해 4학년 
시기에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기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와 같
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 여생도의 학년별 체지방률(20.7~ 
25.5%)과 체질량지수(20.1~21.9%)는 20~24세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29.1%)과 체질량지수
(21.9%)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과 달리 여생도들은 통
제된 생활 속에서 군사훈련, 체육활동, 체력평가 
등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체력실태조사[27]의 성인 기준 1등급(상위 
10%)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체지방은 고학년일수록 높아지는 반면 근육량
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여생도
들의 체지방률 관리 및 근육량의 증가를 위한 방
안이 필요하다.

3.2. 여생도의 학년별 체력요인

  여생도의 학년별 체력요인은 악력(근력), 윗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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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F

Grip strength
(kg)

29.25
± 3.64

28.85
± 4.22

26.56
± 3.71

29.42
± 3.58

1.124

Sit-up
(count)

49.00
± 6.15

50.22
± 5.98

50.77
± 4.73

52.60
± 5.62

.757

Vertical jump
(cm)

34.76
± 3.67

38.05
± 5.72

37.11
± 4.51

34.80
± 2.93

1.822

Sidestep
(count)

46.38
± 3.45

46.66
± 3.71

45.44
± 1.42

46.00
± 3.55

.297

Sit & Reach
(cm)

12.50
± 10.68

15.77
± 7.52

17.55
± 6.12

20.85
± 5.43

2.189

Close eye foot 
balance (sec)

58.92
± 36.95

62.83
± 34.17

46.33
± 34.50

45.20
± 28.10

.851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by Academy Years in Female Cadets

일으키기(근지구력), 제자리높이뛰기(순발력), 사
이드 스텝(민첩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유연성), 
눈감고 외발서기(평형성)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체력은 악력, 윗몸 일으키
기, 제자리높이뛰기, 사이드 스텝, 윗몸 앞으로 
굽히기, 눈감고 외발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전반적
인 체력이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4학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
학년의 경우 사관학교 입학 전 신체활동량에 비
해 입학 후 신체활동량이 증가되어 전반적인 체
력이 향상된 반면, 고학년의 경우 사관학교 생활
의 적응에 따른 상대적 신체활동량의 감소와 체
지방 증가로 인해 학년별 체력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상윤 등[15]은 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체력평가 3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기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조금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사관학교에
서 실시하는 체력평가의 경우 학년별 통과 기준
이 상향되고, 기준 미도달 시 적용되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전반적인 체력의 향상보다는 기초체
력평가 종목에 더 많은 훈련을 한 결과로 사료된
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여생도의 학년별 
체력수준 중 악력(26.56~29.42kg)과 윗몸일으키
기(49~52.6회)는 국민체력실태조사[27]에서 제시
한 20-24세 여성의 평균 악력(26.2kg), 윗몸일으

키기(31.1회)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윗몸
일으키기는 성인기준 1등급(상위 10%)인 반면 
악력(근력)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는 근지구력의 경우 
학년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매 학기 기초체
력평가를 통해 향상되고 있지만 근력은 임무체력
평가(조종사 근력 5종목)를 3-4학년만 실시하고,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4] 상대적으로 근력보
다는 근지구력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여
생도의 근력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임을 감안하여 생도들의 근력평가를 강화하고, 체
력향상을 위한 훈련시간 증대 및 프로그램 증설
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3.3.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 체력요인

  여생도의 신체조성 변인 중 학년별로 체지방,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체지방률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체력을 비교·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여생도의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 체력 요인 
중 순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F=4.190, p<.05)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20%미만(A)집
단이 20~25%(B)집단, 25.1~30%(C)집단에 비해 
유의하게(p<.01, p<.05)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평형성에서도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F=3.245, p<.05)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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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20% Less(A) 20-25%(B) 25.1-30%(C) F LSD

Grip strength
(kg)

28.40
± 4.16

28.82
± 4.14

28.65
± 3.24

.053

Sit-up
(count)

51.33
± 4.67

50.43
± 6.63

49.50
± 5.28

.335

Vertical jump
(cm)

39.13
± 5.42

35.17
± 3.98

35.25
± 3.69

4.190* A>B**, A>C*

Side step
(count)

46.66
± 3.45

46.52
± 2.93

45.16
± 3.58

.866

Sit & Reach
(cm)

15.60
± 9.53

14.58
± 8.36

20.29
± 4.61

2.052

Close eye foot 
balance(sec)

66.73
± 25.91

58.13
± 34.29

35.66
± 35.36

3.245* A>C*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4. Table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by % Body fat

검증 결과 20%미만(A)집단이 25.1~30%(C)집단 
비해 유의하게(p<.05)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순발력은 Force × Speed로 정의가 되는데[28] 
본 연구에서 체지방 수준에 따른 근력은 비슷한 
반면 순발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체지
방이 부하로 작용하여 제자리높이뛰기 시 근력 
발현의 속도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순발력은 전투 조종사의 
G-tolerance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G-tolerance는 비행 시 다양한 기동에 의해 간헐
적으로 발생하는 고가속도 상황에서 호흡과 고강
도의 근력을 순간적으로 반복 발휘함으로써 의식
을 지켜내는 능력으로[29], 이때 순간적인 근력 
발현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속도에 의해 혈액이 
하지로 몰리고 뇌의 산소가 부족하여 의식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30] 전투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체력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체지방은 신체의 
순간적인 근력 발현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부정
적인 요인으로 체지방률 관리를 통해 순발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형성은 동적 또는 정적인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체지방의 증가는 체성감각의 
일시적인 약화 또는 상실을 초래해 평형성 능력
을 감소시키고[6],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 신체
의 중앙 및 옆면의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안
정성 즉, 평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체지방률 수준이 높은 집단
이 체지방률이 낮은 집단에 비해 평형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종사의 비행 
중 평형성 상실은 방향 감각의 혼란을 초래하여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률 관리
를 통한 평형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에서는 집
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먼저 근력은 
전투 조종사의 G-tolerance 능력에 요구되는 체
력[29]으로 예비 조종사인 생도가 갖춰야 할 체
력요소인데, 이는 체지방량보다 골격근량에 영향
을 받는다[32]. 따라서 본 연구결과 학년별에 따
른 골격근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근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며, 남성의 경우 체지방과 근력이 정적관계를 
나타내는 반면[33] 여성은 체지방률이 절대근력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률 수
준에 따른 집단 간 근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근지구력과 민첩성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20%미만(A)집단이 25.1~30%(C)집단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신체 중심 이
동과 관련된 체력요인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
타났는데[34], 이는 체지방이 부하로 작용한 결과
라 사료되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연성은 통계적 차이
는 없었지만 25.1~30%(C)집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롭게도 다른 체력요인 
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체지방률 수준에 
따른 특정 경향을 찾기가 어려우며, 체지방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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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체력요인 중 심폐능력을 
제외하였는데, 심폐능력은 군인이 갖춰야 할 기본
적인 체력으로 조종사의 임무환경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체지방률과 심폐능력
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생
도의 체력과 신체조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였지
만 여생도의 체력 및 신체조성의 발전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입교부터 졸업 시까지 장기간 횡
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
조성과 체력의 특성을 확인하고, 체지방률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체지방률과 체력의 관계를 분석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학년별 신체
조성 중 체지방량, 체지방률은 1학년이 4학년에 
비해 낮았고, 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낮은 수치
를 보였으며, 체질량지수는 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체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지방률에 따른 집단 간 체력
은 순발력에서 20%미만(A)집단이 20~25%(B)집
단, 25.1~30%(C)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
냈으며, 평형성은 20%미만(A)집단이 25.1~30% 
(C)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결과적으
로 공군사관학교 전체 여생도의 학년별 신체조성
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체지방률 수준에 
따라 순발력과 평형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체지방은 조종사의 임무환경에서 G-tolerance 및 
방향감각,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한 순발력과 평형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발력과 평형성의 향상을 위해 체지방률의 관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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