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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청소년의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감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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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발

생되었으며, 감염된 사람들은 발열, 마른기침 및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동반하여 사망까지 이르

게 한다[1]. COVID-19의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많은 나라는 국

가 간 인적 교류 및 여행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지역 간 이동제한을 포

함한 외부로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동금지와 제한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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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non-face-to-face learning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alance in ado-
lescents according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METHODS: Twenty-nine middle-school students (14 girls and 15 boys) were enrolled. We measured the students’ health-related physi-
cal fitness (body compositi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and cardiac endurance) and balance (static and dynamic) 
before and after 12 weeks of non-face-to-face learning without any exercise intervention. Cardiac endurance was measured using the 
Harvard step test. 

RESULTS: Body fat, muscle strength (hip flexion, hip extension, knee flexion, knee extension), and Y-balance test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non-face-to-face learning (p<.05). Body fat, muscle strength (hip flexion, hip extension), and Y-Balance test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emale group (p<.05). Hip extension muscle strength exhibi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le group (p<.05). Analysis of covariance showed that muscle strength (hip extension and knee extension) and Harvard step of the 
female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male group (p<.05).

CONCLUSIONS: Non-face-to-face classes according to COVID-19 had a negative effect o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alance 
in adolescents. Particularly, the muscle strength and cardiac endurance of female adolescents were lower than those of male adoles-
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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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와 정치적 혼란 및 노동 형

태 변화 등 사회적 전반에 다양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전 세계적

으로 약 15억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 폐쇄로 인해 등교하지 못

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로 대면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원격학습)으로 전

환되고 있다[2]. 

한국은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9일 기준 

총 102,141명이 확진되었고 1,726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3]. 교육부

는 2020년 2월 COVID-19의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개학 연기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학교 폐쇄와 비대면 수업을 공식화하였다[4]. 사회적 거

리두기와 개인위생 및 방역강화 등 사회행동적응(socio-behavioral ad-

aptations)을 위한 학교 폐쇄와 수업 방식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생활방

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좌업생활, 수면패턴 및 사회활동에 참여

할 기회 감소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변하게 만들었다[5]. 특히 대

면 수업은 청소년들의 신체 움직임을 유발하여 신체활동 및 체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생들의 공간

을 분리시키고 활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들의 좌업생활 증가와 

신체활동 및 체력의 감소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6,7]. 

청소년기의 체력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

치며[8], 성인기 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이상 징후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9]. 게다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청소년기에 발달되

고 형성되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신체활

동과 적절한 운동 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10].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신체활동은 학교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

츠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1,12],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제고와 내실화를 강조하기 위해 체육활동 참여 시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13].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한국 청소년 94%가 WHO가 권장

하는 매일 평균 60분정도의 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 기준에 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14], COVID-19의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 폐쇄

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과 신체적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중학생

의 건강관련체력과 균형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비대면 수업 방법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C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32명(여학

생 16명, 남학생16명)이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정규수업과정을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참여한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C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였으

며, 실험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법적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수

와 산출근거를 계산하기위해 G ∙POWER 3.1.9.4를 이용하여, 검정력 

.85, 효과크기 .55, 유의수준 .05을 설정한 결과, 26명의 연구대상자 요

구된다. 따라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32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3명(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여 총 29명(여학생 14명, 남학생 15명)의 연구대상자

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연구 절차

연구대상자는 신체구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및 균형

감각(정적, 동적)을 사전과 12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으며, COVID-19 

상황을 고려(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하여 연구대상자의 이동 동선의 

최소화, 측정 장소의 선호도 및 개인별 측정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대

상자의 집 또는 개별 측정 전용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책임연구자는 측

정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였으

며, 측정 중간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건강관련체

력과 균형감각을 측정하기 전 연구책임자 및 보조자는 발열검사와 마

스크 착용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연구책

임자 1명과 연구보조자 1명이 모든 변인을 측정하였다. 체력은 신체구

성(생체전기저항측정법: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근력(도

수근력검사),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 심

폐지구력(하버드 스텝) 및 균형감각(정적: 눈감고 외발서기, 동적: Y-

Balance test, YBT)을 사전과 12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절차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r) Height (m) Weight (kg)

Total (n=29) 15.89±.30 1.65±.07 65.58±15.36
GG (n=14) 15.92±.26 1.61±.05 65.90±14.95
BG (n=15) 15.86±.35 1.69±.07 65.29±16.25

Values are means±SD.
GG, girl group; BG, bo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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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항목

신체구성을 제외한 모든 측정은 각각 2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측정항목 사이에 5분

간 휴식을 부여하였으며, 측정 실패 시 3분간의 휴식을 부여한 후 재 

측정하였다. 

1) 건강관련체력

연구대상자의 신체구성은 BIA방법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률(% body fat) 및 근육량(muscle mass)을 측

정하였다(InBody370, InBody CO., LTD, Korea). 근력측정은 COV-

ID-19에 따른 좌식 생활의 증가가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과 폄 

근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과 폄 근력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15,16]. 엉덩관

절 굽힘과 폄 근력의 측정은 측정 전용 베드에 앉은 자세와 엎드려 누

운 자세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무릎관절에 가까운 대퇴의 앞쪽과 뒤쪽 

부위에 도수근력검사기를 위치 시킨 후 측정하였다. 무릎관절 굽힘과 

폄 근력의 측정은 측정 전용 베드에 앉은 자세에서 각가 측정하였으

며, 발목관절에 가까운 정강이 부위의 앞쪽과 뒤쪽 부위에 도수근력검

사기를 위치 시킨 후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대상자의 위치 변화를 

최소화 하고 검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였다. 근력은 각 부

위별 2초간 발생된 등척성 최대 힘을 도수근력검사기(Lafayette Instru-

ment Company, Lafayette, IN, US)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최대 힘을 

대상자의 체중으로 나눈 상대 근력 값(N ·m/kg)을 채택하였다[17]. 근

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0초간 수행한 횟

수를 기록하였다. 측정 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거나, 등이 매트에 

닿지 않을 경우 수행한 횟수에서 제외하였다[18]. 유연성은 좌전굴계

(T.K.K. 5103,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0.1 cm 단위로 

기록하였다. 심폐지구력은 하버드 스텝 검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버

드 스텝검사는 45.7 cm의 스텝 박스를 사용하여 분당 24회 속도로 3분

간 오르내리기를 수행하였으며, 검사가 종료되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게 한 후에 1분, 2분, 3분의 심박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 중간

에 호흡 곤란 등 측정 중지 의사를 보이는 연구대상자가 있을 경우 측

정을 중지하였으며, 중지한 시간을 기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심박수

를 측정하였다. 심박수 측정을 위해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Polar Elec-

tro, Technogym, Finland)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심박수를 이용하여 

신체효율지수(physical efficiency index, PEI)를 산출하였다[19].

신체효율지수(PEI) = (총 운동시간(초)/3회 맥박수의 총합)×100

2) 균형감각

정적 균형감각은 눈감고 외발서기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초시계를 

이용하여 0.1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눈감고 외발서기는 양손을 어깨와 

평행하게 위치시키고, 한쪽 무릎을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구부린 다음 

측정하였다. 측정 중 지지하고 있는 주측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고 비 

주축발을 내릴 경우에는 검사를 중지하였다[20]. 동적 균형감각은 

YB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신발을 벗고 측정하였으며, 측정 중 처음 

시작 자세로 돌아오지 못하고, 발이 땅에 닿거나 골반 위의 손이 떨어

지는 경우에는 3분 휴식 후 재 측정하였다. 실시 방법은 대상자의 주

축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비 주측발이 앞쪽, 후외측, 후내측 3방향으

로 플랫폼을 보낸 값을 합산하여 종합점수(composite score) 산출하였

다. 하지길이는 주측발의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부터 안쪽복사(medial malleolus)까지 길이를 측정하였다[21].

 종합점수 (composite score) =[(전방+후방내측+후방외측 도달거리)/

(3×하지길이)×100] 

4.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 ± SD)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수업이 중학

생의 건강관련체력과 균형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은 사전검사 측정값을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측정값

을 서로 비교하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

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비대면 수업에 따른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감각의 변화

비대면 수업 전과 수업 후의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감각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체지방률(p=.008)은 사전과 사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BMI와 근육량은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엉덩관절 굽힘(p=.002), 폄(p=.001) 및 무릎

관절 굴곡(p=.036), 폄(p=.034) 근력과 YBT (p=.013)는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근지구력, 유연성 및 심폐지구력은 사

Table 2. Schematic diagram of study process

● ●

▲ ▲

Total
(n=29)

Girl (n=14) non-face to face learning (12 weeks)
Boy (n=15) non-face to face learning (12 weeks)

                              pre post

●,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body compositi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cardiac endurance; ▲, Balance: static bal-
ance, dynamic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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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감각의 변화

비대면 수업에 따른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의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

감각의 사전, 사후 시기간 변화(paired sample t-test)와 여학생과 남학

생 집단 간 차이 변화(ANCOVA)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체지방률은 여학생 집단(p= 0.31)에서 사전과 사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학생 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의 엉덩관절 굽힘(p=.017) 및 폄(p=.009)

과 남학생 집단의 엉덩관절 폄(p=.015)근력은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는 엉덩관절 폄(p=.015)과 무릎관절 

폄(p= 0.4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엉덩관절 굽힘과 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폐지구력은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

에서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  간

(p=.049)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YBT는 여학생 집단(p=.048)에

서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사전과 사후 

및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이 건강관련

체력과 균형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지방률은 비대면 수

업 전과 비교해서 12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엉덩관절 굽힘 및 

폄 근력, 무릎관절 굽힘 및 폄 근력, YBT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체지방률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엉덩관절 굽힘 및 폄 근력, YBT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남학생 집단은 엉덩관절 폄 근력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폄 근력 및 심폐지구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은 중학생의 건강관련체력과 균형감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근력과 심폐지구력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구성은 신체활동의 유형과 빈도, 기간, 강도에 관련성이 높으며, 

신체활동과 좌식행동의 감소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체지방량의 증

가를 초래할 수 있다[22]. 특히 학교는 청소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는 장소이며,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환경을 제공

하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한 생활 변화와 체육수업 및 스포츠클럽활

동의 제한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키고 체지방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11]. 또한 신체활동 유무는 청소년들의 체중, BMI 및 체지방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비 신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비만과 같

은 건강 예측 인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이 연구에서 체지방

률은 비대면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Table 3. Changes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alance according to non-face to face learning

Variable pre post t p

Body composition

BMI (kg/m2) 23.91±5.45 24.15±5.40 -1.436 .162
Body fat (%) 28.25±11.18 29.08±10.43 -2.856 .008**
Muscle mass (kg) 25.34±5.21 25.46±5.11 -.888 .382

Muscle strength
Hip flexion (N·m/kg) 0.17±0.04 0.15±0.04 3.331 .002**
Hip extension (N·m/kg) 0.21±0.07 0.18±0.07 3.921 .001**
Knee flexion (N·m/kg) 0.20±0.05 0.19±0.06 2.205 .036*
Knee extension (N·m/kg) 0.23±0.10 0.22±0.09 2.230 .034*

Muscle endurance
Sit-up (rep) 15.10±5.17 15.13±4.96 -.069 .945

Flexibility
Sit and reach (cm) 7.56±9.40 7.02±8.97 1.967 .059

Cardiorespiratory endurance
Harvard step 46.06±9.85 44.71±8.21 .771 .447

Balance
Static

One leg with eyes close (sec) 10.68±7.17 10.30±5.55 .467 .644
Dynamic

Y-Balance test composite (%) 122.78±11.43 119.68±13.13 2.660 .013*

Values are means±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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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OVID-19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육수업 및 스포츠클럽활동 참여 

제한 등이 비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체지방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impka et al. [24]은 청소년기의 높은 등척성 근력 수준이 성인기의 

심폐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며, 근력이 증가할수록 올바른 자세 유지, 

근 ·골격계 질환 예방 및 신체 수행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25]. 

García-Hermoso et al. [26]은 청소년들의 근력 수준이 학업성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만도를 상쇄시키며, 행동통제, 자신감 및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7]. 이 연구에서 근

력은 비대면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근력을 제

외한 체력 요인들도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Chulvi-Medrano et 

al. [7]은 COVID-19가 청소년의 활발한 신체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비 신체활동의 증가는 신체적 및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근력이 감소한 것

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6,7], COVID-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근력 감소의 가속화는 물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체력 감소, 근

골격계 및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걸친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은 가능성에 근거한 예측

이고, 심리적인 부분은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청

소년들의 신체활동 정도와 기간 및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

들을 통해 COVID-19 팬데믹에 의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

화들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정책 개입이 무엇인

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균형감각은 활동적인 일상생활과 독립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 능

력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증가되지만 신체활동량이 부족할 경우

에는 건강관련체력 및 균형감각이 감소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8,29]. YBT는 운동손상위험의 식별과 자세제어 및 움직임의 

능력을 평가하는 동적 균형검사 방법이며, 하지 근력, 가동성(mobility) 

및 협응력 등 신체수행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체적 결함

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30]. 특히 Linek et al. [31]의 연구에 의하면, 청

소년 축구선수들의 엉덩관절 주변의 부상 및 기능 약화가 YBT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엉덩관절 폄과 무릎관절 굽힘 및 

엉덩관절의 등척성 근력은 YBT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Table 4. Changes in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and balance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Group Pre Post
T-test ANCOVA

t p F p

BMI (kg/m2) Girl 25.30±5.38 25.70±5.48 -1.387 .177
1.385 .250

Boy 22.61±5.37 22.70±5.07 -.492 .630
Body fat (%) Girl 36.18±6.90 37.44±7.06 -2.420 .031*

2.327 .139
Boy 20.85±9.18 21.28±8.95 -1.650 .121

Muscle mass (kg) Girl 22.31±3.15 22.47±2.91 -.705 .493
.216 .646

Boy 28.16±5.24 28.26±5.21 -.519 .612
Hip flexion (N·m/kg) Girl 0.15±0.04 0.13±0.04 2.75 .017*

2.882 .100
Boy 0.18±0.04 0.17±0.04 1.957 .710

Hip extension (N·m/kg) Girl 0.18±0.08 0.15±0.07 3.071 .009**
6.714 .015*

Boy 0.23±0.06 0.21±0.05 2.762 .015*
Knee flexion (N·m/kg) Girl 0.17±0.05 0.16±0.05 1.937 .075

1.757 .063
Boy 0.22±0.05 0.22±0.05 1.082 .298

Knee extension (N·m/kg) Girl 0.21±0.09 0.20±0.08 2.216 .053
4.617 .041*

Boy 0.25±0.11 0.25±0.10 .910 .378
Sit-up (rep) Girl 11.35±4.48 11.71±3.72 -.408 .690

.864 .361
Boy 18.60±2.77 18.33±3.71 .503 .623

Sit and reach (cm) Girl 8.27±10.17 7.62±10.15 1.883 .082
.068 .796

Boy 6.89±8.93 6.46±8.03 1.010 .330
Harvard step Girl 43.06±12.54 41.05±9.68 1.190 .255

4.251 .049*
Boy 48.86±5.53 48.13±4.70 1.717 .397

One leg with eyes close (sec) Girl 10.70±7.31 9.93±5.50 .490 .632
.306 .585

Boy 10.67±7.29 10.64±5.76 .041 .968
Y-Balance test composite (%) Girl 124.05±13.17 119.32±15.46 2.182 .048*

2.181 .152
Boy 121.60±9.86 120.02±11.08 1.728 .106

Values are means±S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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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의 근력 수준이 YBT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된다[32,33]. 이 연구에서 YBT는 비대면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엉덩관절 근력의 변화가 YBT 감소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조군이 없는 단일집단 연구

의 특성상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

후 대조군 설계를 통해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부족하

며,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남학생 및 체지방 수준과 좌식

생활 패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의 특징들은 성별에 따른 체력수

준의 차이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34]. Welk et al. [35]은 2,062명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체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체지방률, 근

력 및 심폐지구력 등의 점수에 따른 건강 성취도(healthy fitness zone)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청소년 14,794

명의 체력수준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체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6]. 비교적 짧은 기

간의 운동중지(4주)에도 청소년들의 근력이 감소되었으며[37], 심폐지

구력, 체지방률, 동맥압(arterial pressure), 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

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 연구에서 

여학생은 체지방, 엉덩관절의 굽힘 및 폄 근력, YBT에서, 남학생은 엉

덩관절 굽힘 근력이 비대면 수업 전보다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전 값과 사후 값의 변화량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값을 통제하여 공변량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 폄 근력과 심폐지구력은 비대

면 수업 전 보다 수업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

liner-Urdiales et al. [39]은 청소년 363명을 대상으로 근력, 심폐지구력 

및 체지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근력과 심폐지구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체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남학생은 체력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에, 여학생은 그 수준을 유지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0]. 또한 Bonney et al. [41]은 여학생 151명을 대

상으로 신체질량지수, 심폐지구력 및 등척성 근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신체질량지수의 증가는 심폐지구력과 근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여학생들이 근력과 심폐지구력 수준을 강

화시킬 수 있도록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Kang et al. [42]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활동 참여시간과 강도가 높았으며, 여학생

은 남학생보다 좌식생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체지방률, 근력 

및 심폐지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비

대면 수업을 포함한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남학생 비해 여학생의 

신체 활동과 좌식생활 수준을 더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체지방 

증가와 근력 및 심폐지구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러나 청소년들의 좌식생활에 따른 신체활동량을 직접 측정하여 비교

하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량의 변

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청소년의 체지방률은 비대면 수업 전과 비교해서 수업 후에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엉덩관절 굽힘 및 폄 근력, 무릎관절 굴곡 및 폄, YBT

는 비대면 수업 전과 비교해서 수업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여학생 

집단의 체지방률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엉덩

관절 굽힘 및 폄 근력, YBT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남학생 집단은 엉덩관절 폄 근력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또한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의 폄 근력과 심폐지구력은 남학

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중학생들의 건

강관련체력과 균형감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

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장기

간 개입, 신체활동의 정도, 온라인 체육수업 방법 및 심리적 요인 등 장

기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의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

여 향후 다가올 제2의 COVID-19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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