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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영유아 체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아 체력 관련 연구의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까지 발표된 영유아 체력과 관련된 논문 226편을 연구 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 결과의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유아 체력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석사학위논문으로 가장 많이 발

표되었다. 연구주제별로 분석하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다음으로 발달 ‧ 측정과 평가, 변인 관계, 도구 개발

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체력 관련 연구의 연구 방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연구유형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는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 내용은 체력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체력 관

련 연구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체력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음을 볼 때 영유아 체력 관

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과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on physical fitness for young children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topic. To this end, 226 papers related to young children fitness that had been published by 

December 2020 were analyzed based on research time periods, topics, methods, and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studies on early 

childhood fitness were published the most in the 2010s. Additionally, the trends that were studied the most in this area were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hysical fitness programs, followed by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analysis of 

variable relationships, and tool development; additionally, most of the programs were perform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infants. 

The most common type of research performed was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Moreover, in the trends 

analyzed in the study, the most effective verification methods in early childhood fitness we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showed that most studies on early childhood fitness were conducted from the 2000s onwards, and that the studies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fitness program and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s to expand it into different areas and 

determine more varied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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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 유아기는 기본 기능이 형성되고 성격, 지능, 신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1]. 유아기 체

력은 성장발달의 원동력이고 체력이 유아기에 신체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은[2,3]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체력이란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전반적인 운동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기초 체력이라 한다

[4]. 유아기의 중요한 건강지표로 이 시기에 형성된 체력은 성장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유소년기 이후 삶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

기까지 체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높은 수준의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영유아는 일상생활에서 걷고 달리는 등의 다

양한 운동기술을 요구하고 역할놀이 같은 놀이에서도 체력은 요구된다[5].

유아기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성장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후 발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

서 유아기의 풍부한 신체활동 경험은 일생동안 신체활동이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많은 신체활동을 영유아

기에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며[5], 영유아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정형적인 신체활동 즉, 일상생활과 정형적인 신체활

동 즉, 걷기, 달리기, 던지기, 잡기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야 체력을 기를 수 있다.

2019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6]. 이는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만 제시되는 인

간상으로 유아기가 신체와 정신건강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 영유아 체력

과 신체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운동 ‧ 건강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즐기기’에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

체 움직임을 조절하기, 기초적인 운동(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제5차 유아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영유아기 체력의 중요성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강

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영유아 체력을 증진시키고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신체활동을 증

진시키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력 관련 연구들이 과연 교육적인지, 교육적 맥락에서 의미

있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체력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유아의 기본 

운동능력을 평가하거나[5,7],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거나 시기별로 유아의 체력을 측정한 연구[8-10], 기초능력 운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1,12]. 또한, 체력과 관련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13]와 체

력과 관련한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14-16]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 체력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보다 뚜렷한 학문적 흐름이 없이 연구자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력과 관련한 교육활동들의 올바른 방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유

아 체력 관련 논문의 방향에 대한 연구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관련 연구가 어떠한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향후 영유아 체력 관련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문제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유아 체력 관련 

연구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시기별 게재 현황은 어떠한가?

2.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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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4.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 결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0년 12월까지 실행된 영유아 체력 관련 국내 석 ‧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제된 논문이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이용하여 검색창에 

‘유아 체력’으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유아 체력’, ‘신체활동역량’, ‘기초체력’, ‘기본운동능력’, ‘신체건강’이 포함된 논문은 분

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연구대상 영유아가 다른 국가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학술발표대회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

한, 학위논문이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 226편으로 학위논문 125편(박사학위 논문 9편, 석사학위 논문 116편), 학술지 논문 101편이다.

2.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 체력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별(연구대상별, 연구유형별),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기준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criteria for of Korean articles on children’s physical fitness

구분 내용

연도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연구주제별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증, 도구(항목) 개발

연구방법별
연구대상 유아, 부모, 교사, 문헌(척도), 유아+교사, 유아+부모, 유아+교사+문헌(척도), 유아+부모+교사, 전문가

연구유형 양적연구(실험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연구결과별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증, 도구(항목) 개발

2.2.1 시기별 게재 현황

시기별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인 총 5개의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그 후 시기별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게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으로 더 세분화하여 시기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2.2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기준 및 방법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기준은 기초연구와 실천연구 중 본 연구대상 논문들에 해당하는 실천연구에 포함되는 분류기준을 기반

으로 하여[18,19], 본 연구대상 논문을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근거로 유목화한 후,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증, 도구(항목) 개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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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기준 및 방법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2.3.1 연구대상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유아, 부모, 교사, 문헌(척도), 유아+교사, 유아+부모, 유아+교사+문헌

(척도), 유아+부모+교사, 전문가인 9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2.3.2 연구유형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이 연구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근거로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의 3

개의 연구유형으로 구분한 뒤, 양적연구를 다시 실험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로 분류하였다[20-22]. 또한, 분석 시 2개 이상의 연

구유형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총 연구유형을 6종류로 나누었다. 

2.2.4 연구내용에 대한 고찰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내용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

증, 도구(항목) 개발인 5가지 주제별로 연구 결과를 고찰했다. 

2.3 분석 절차

설정된 연구의 분석기준과 분석방법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논문 중 20편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자 간 분석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하기 전, 아동가족학 박사 1인,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분석기준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분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97.5%이었다. 이러한 예비 분석 과정을 통해 분석기준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3. 연구결과

3.1 시기별 게재 현황 분석

2020년 12월까지 수행된 유아 체력 관련 논문은 총 226편이었다.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체력 관련 연구는 

1980년대 9편(4.0%), 1990년대 19편(8.4%)으로 소수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가 2000년대에 106편(46.9%)으로 가장 많이 이루

어졌고, 2010년대에는 85편(37.6%)로 다소 줄어들었다. 

게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에서와 같이, 2020년 12월까지 학술지 논문은 101편(44.7%), 학위논문은 125편

(55.3%)으로 학위논문이 다소 많았고, 학위논문 중에서는 석사논문 116편(51.3%)이 대부분이었고, 박사논문은 9편(4.0%)으

로 극소수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논문은 1980년대부터 2020년 12월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서, 박사논문은 2000년대를 시작으로 약간 증가세를 보이나 2000년대 3편, 2010년대 6편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유아 체력 관련 석사논문이 다른 시기에 비해 2000년대에 60편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는 전 시기의 거의 절반

인 34편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김길숙· 이영미 / 영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 173

Fig. 1. Types of research by period

Table 2. Current status of publication by period

N(%)

시기별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

학술지 논문 5 3 43 45 5  101(44.7)

학위논문 4 16 63 40 2  125(55.3)

석사학위 4 16 60 34 2  116(51.3)

박사학위 0 0 3 6 0    9(4.0)

계 9(4.0) 19(8.4) 106(46.9) 85(37.6) 7(3.1) 226(100)

3.2 연구주제의 동향 분석

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를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증’, ‘도구(항목) 개발’

로 나누어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rends of research topics by period

N(%)

시기별

연구주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0 1 2 4 0    7(3.1)

변인관계 1 3 10 9 0    23(10.2)

발달 ‧ 측정과 평가 4 5 13 8 3    33(14.6)

효과 검증 4 10 78 63 3  158(69.9)

도구(항목) 개발 0 0 3 1 1    5(2.2)

계 9(4.0) 19(8.4) 106(46.9) 85(37.6) 7(3.1) 2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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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효과 검증’이 158편(69.9%)으로 연구주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발달 ‧ 측정

과 평가’가 33편(14.6%), ‘변인 관계’가 23편(10.2%)으로 10%대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7편(3.1%), 

‘도구(항목) 개발’이 5편(2.2%)으로 소수 있었다. 

시기별 연구주제는 1980년대는 ‘발달 ‧ 측정과 평가’와 ‘효과 검증’이 각각 4편, ‘변인 관계’가 1편이었으며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과 ‘도구(항목) 개발’ 관련 연구는 없었다. 1990년대는 ‘도구(항목) 개발’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주제별 연구는 ‘효과 검증’(10편), ‘발달 ‧ 측정과 평가’(5편), ‘변인 관계’(3편),‘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1편)의 순으로 수행되었

고, 2000년대가 되어서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주제들이 모두 다루어졌다. 2000년대에도 ‘효과 검증’이 78편으로 압

도적으로 많았고, ‘발달 ‧ 측정과 평가’가 13편, ‘변인 관계’가 10편, ‘도구(항목) 개발’ 연구 3편,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2편이

었다. 2010년대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효과 검증’이 63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변인관계’가 9편으로 ‘발달 ‧ 측정과 평가’(8

편)보다 약간 많았고,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4편으로 ‘도구(항목) 개발’ 1편보다 많았다. 2020년대는 ‘교육내용 및 교수방

법’과 ‘변인 관계’ 관련 연구가 아직 수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 분류된 2020년대가 2020년 12월까지의 1년간의 연구

만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의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3 연구방법의 동향 분석

3.3.1 연구대상의 동향

유아 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유아’, ‘부모’, ‘교사’, ‘문헌(척도)’,‘유아+교사’, ‘유아+부모’, ‘유아+교사+문헌(척도)’, ‘유

아+부모+교사’, ‘전문가’)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 체력 관련 논문 총 226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208편으로 92.0%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연구가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헌’이 6편(2.7), ‘유아

+부모’가 4편(1.8%), ‘교사’, ‘유아+부모+교사’와 ‘전문가’가 각각 2편(0.9%), ‘유아+교사’는 1편(0.4%)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는 유아 체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직접 유아를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able 4. Trends of research subjects by period

N(%)

시기별

연구대상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

유아 9 17 99 77 6  208(92.0)

부모 0 0 0 0 0    0(0.0)

교사 0 0 1 1 0    2(0.9)

문헌(척도) 0 1 2 3 0    6(2.7)

유아+교사 0 0 1 0 0    1(0.4)

유아+부모 0 1 0 3 0    4(1.8)

유아+교사+문헌(척도) 0 0 1 0 0    1(0.4)

유아+부모+교사 0 0 2 0 0    2(0.9)

전문가 0 0 0 1 1    2(0.9)

계 9(4.0) 19(8.4) 106(46.9) 85(37.6) 7(3.1) 2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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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의하면 시기별로 유아 체력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9편의 연구 

중 연구대상으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9편만 있었으며, 1990년대에는 ‘유아’ 17편, ‘문헌(척도)’ 1편, ‘유아+부모’ 1

편이 있었다. 2000년대에는 이 시기에 10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도 다양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가 99편, ‘문

헌(척도)’과 ‘유아+부모+교사’가 각각 2편, ‘교사’, ‘유아+교사’와 ‘유아+교사+문헌(척도)’가 각각 1편으로 수는 적지만, 연구

대상이 ‘유아’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연구대상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에도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85편의 연구 중 연구대상이 ‘유아’인 경우가 7편으로 편중되어 있고 소수이나 연구대상이 다양하였으며(‘문헌(척

도)’와 ‘유아+부모’가 각각 3편, ‘교사’와 ‘전문가’ 각각 1편), ‘전문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3.2 연구유형의 동향

유아 체력 관련 논문 총 226편을 연구유형에 따른 ‘실험연구’, ‘조사연구’, ‘관찰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26편 중 실험연구가 149편으로 6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고,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66편(29.2%)으로 실험연구와 조사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문헌연구’가 5편(2.2%), ‘혼합연구’가 4편(1.8%)이었으며 ‘질적연구’가 2편(0.9%)이었고 ‘관찰연구’는 유아 체력 관련 논

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Table 5. Trends of research type by period

N(%)

시기별

연구유형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

실험연구 4 9 71 62 3  149(65.9)

조사연구 5 9 28 20 4    66(29.2)

관찰연구 0 0 0 0 0    0(0.0)

질적연구 0 0 1 1 0    2(0.9)

문헌연구 0 1 2 2 0    5(2.2)

혼합연구 0 0 4 0 0    4(1.8)

계 9(4.0) 19(8.4) 106(46.9) 85(37.6) 7(3.1) 226(100)

Table 5에서 시기별로 연구유형은 1980년대에는 ‘조사연구’가 5편으로 ‘실험연구’(4편)보다 1편이 많았으며, 1990년대에는 

‘실험연구’와 ‘조사연구’가 각각 9편, ‘문헌연구’가 1편이었다. 2000년대에는 연구가 106편(46.9%)으로 많아지면서 ‘실험연

구’가 71편으로 다른 연구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찰연구’를 제외하고는 소수이기

는 하지만 모든 연구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연구’는 28편, ‘혼합연구’는 4편, ‘문헌연구’는 2편, ‘질적

연구’1편이었다. 2010년대 또한 유아 체력 관련 연구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85편(37.6%)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실험연구’

가 62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사연구’ 20편, ‘문헌연구’ 2편, ‘질적연구’가 1편이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에는 2020

년 12월까지 ‘실험연구’ 3편, ‘조사연구’ 4편으로 그 외 다른 연구유형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연구유형을 보면, 주로 ‘실험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조사연구’로 이 두 연구유형이 주를 이

루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질적연구’나 ‘문헌연구’, ‘혼합연구’등이 보여 연구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극소수였으며 

‘관찰연구’는 유아 체력 관련 연구에서는 살펴보기 힘든 연구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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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내용에 대한 고찰

유아 체력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논문의 연구결과를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변인 관계’, ‘발달 ‧ 측정과 평가’, ‘효과 검

증’, ‘도구(항목) 개발’의 5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3.4.1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유아 체력과 관련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는 7편이었다. 유아의 기초운동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전래놀이 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23],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의 건강생활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운동능력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민

첩성에 관한 내용 분석이 29.5%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24]. 또한, 유아기 아동의 체력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유아가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력증진 전략을 제시한 연구[26] 등도 있었다.

3.4.2 변인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 체력과 관련한 변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23편이었다. 유아 체격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체격이 

체력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27,28], 체력 하위 요소별 차이는 있으나 표준체중 유아가 비만 유아에 비해 체력

이 좋다는 결과들을 보인 비만 유무에 따른 체력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14], 가족 간 신체활동 관계, 또는 부모의 체력관련 요인

이 유아의 체격이나 체력에 미치는 영향[15,16], 기질과 기초체력과의 관계[25], 유아의 신체활동역량과 놀이성, 또래유능성과 학습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이미경[29]의 연구도 있었다. 그 외 김솔미[30]는 생태유아교육기관과 일반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체격, 체력과 투약 현황을 비교 연구하여 생태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이 일반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비해 근육

량이 더 많고, 근력, 근지구력 같은 체력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투약 횟수도 더 적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3.4.3 발달 ‧ 측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

유아 체력과 관련하여 발달이 포함된 측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측정과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로 총 33편이었다. 

유아 성별에 따른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거나 시기별로 유아의 체력을 측정한 연구도 있으며[8,31], 다른 국가의 유아와 우리나라 

유아의 체력, 운동능력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10,32]. 구체적으로 이종훈, 남기정, 이용식의 연구[33]에서는 7세 유아의 성별에 따

른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맹관호는 한국의 유아들이 체격이나 체력 면에서 일본의 유아보다 훨씬 

뒤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0]. 반면, 이광노와 조현철[32]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유아 6세의 체력과 체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신장은 중국 유아들이 한국 유아들에 비해 더 크고, 체중에 있어서는 한국 유아들이 중국 유아들에 비해 무거웠으며, 순발력, 유

연성, 하지협응성은 한국 유아가 더 우수하고, 민첩성은 중국 유아가 더 우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은정과 원유미[34]는 총

7806명 유아를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하여 유아 대상 연구시 연령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 단위 월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발육 발달 시기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문지연 외[35]는 모션 인식이 가능한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유아의 기초체력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지던 측정 

방법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확하고 주기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최문형[36]은 만 5, 6세 유아의 기본적 움직임 기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운동능력 평가로서 효과와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유아의 기본적 움직임 기술 측정(CFMS)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4.4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영유아 체력과 관련하여 효과 검증을 수행한 연구는 158편으로 대다수의 영유아 체력 관련 연구들이 효과 검증에 편중되어 

있었다. 효과 검증을 위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두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단일 집단으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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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를 한 후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소수 있었다[25,37].학위논문 중에서는 다수의 석사논문이 효과 검증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안된 영유아 체력 관련 프로그램이 비교 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들

로는 숲 프로그램, 자연신체활동, 전래 놀이 등의 통합적 체험활동,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가정연계 신체활동, 건강 달리기 프

로그램, 공을 활용한 신체활동, 놀이중심 유아체육프로그램, 요가, 발레, 줄넘기 등 다양하였다[40,41].

프로그램 처치는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다양하였으며 주로 주 2회나, 주 3회가 많았고, 처치 기간도 짧게는 5주부터 길게는 1

년 동안 수행된 연구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1회 실시 시간 또한 20분에서 60분으로 다양하였고, 30~40분이 주를 이루었다.

유아 체력과 관련한 효과 검증을 다룬 연구들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초체력에 효과적인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유아 체력을 포함하여 사회적 능력, 자기 효능감 등 다른 변인들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11]. 그 외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유아의 체력 등에 효과적인지를 살펴본 연구도 소수 있었는데 강동일[12] 연구에서는 일정한 기간(3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3.5.5 도구(항목) 개발에 대한 연구

유아 체력과 관련하여 도구(항목) 개발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로는 총 5편으로 학위논문으로는 2편 모두 박사학위 논문이었으

며[32,33],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연구의 수가 매우 적어 앞으로 좀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사료된다. 김주

한과 황해익[13]은 유아체력검사도구 개발을 위해서 전통놀이 선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긴줄넘기와 비석치기를 전통놀이로 

선정하였고, 최중근 외[43]는 유아의 건강관리와 신체활동능력을 포함한 간편 유아 체력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다. 안을섭[38]은 신뢰할 수 있는 유아 체력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 총 4,00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체력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연오[39]는 유아 신체활동역량 평가지표 개발 연구로 기본움직임기술, 건강체력, 신체활동량, 신체활

동태도를 유아 신체활동역량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13개 영역, 신체활동역량 구성영역별 하위요인으로 총 

18개의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2020년에는 유아기에 요구되는 건강 체력과 유아기의 특성과 발달을 고려한 체력항목 개발을 

하고자 이혜수 외[42]는 국민체력 100 유아기 체력측정 항목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유아기의 필수 체력요인으

로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순발력, 민첩성, 협응력인 총 8개의 체력요인을 도출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영유아체력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영유아체력 관련 연구의 확대와 앞으로 

관련 연구의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현황 및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체력 관련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체력관련 논문의 대부분이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인해 영유아 체력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관련 연구가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체력 관련 논문의 주제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이 가장 많았고 발달 ‧ 측정과 평가, 변인 관계가 많았다. 그러나 교육

내용 및 교수방법이나 도구 개발의 내용은 소수였다. 

셋째, 영유아체력 관련 논문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유아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험연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영유아체력 관련 연구내용은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나 체력과 관련된 변인관계 분석, 발달 ‧ 측정과 평가 타당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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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은 프로그램의 전후 효과 검증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 체력관련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영유아 체력관련 연구는 대다수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 검

증을 위한 내용이었다. 이는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체력 관련 내용체계가 제시되고 유아 체력의 중요성과 신체활동이 강조되면

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치우쳐 있는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실행연구나 질적연구를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아 체력에 관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 체력 관련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가 좀 더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체력 관련 연구들은 연구주제가 

흐름이나 유행이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영유아 체력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편중되어 있었고 교수법이나 발달 측정이나 변인 관

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체력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영유아 체력 관련 정책, 체력 측정이나 도구개

발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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