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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心高7} 反應時間과 zp衝力에 미치는 影響

李 桓 世

(體育敎育科)

錯 論

人間은 生成하면서 정점 重心高가 그 身長의 比率上 上昇하고 있다. 이 重心高는 安定을

取하는 面에서나 運動을 함에 있어서 必須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스포오츠의 種類에 따라

서도 比較的 安定을 몇해야만 勝利할 수 있는 -例를 들면 레스링， 柔道 等- 種目은 重心

高가 낮은 選手가 有利하나 높이 뛰기 龍球 排球 選手 等은 重心高가 높은 選手가 有利하

다 함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한 個A의 動作時는 重心高플 높게하면 全身反應時間은 빠

르고 한펀 平衝力은 不安하게 된다. 스포오측의 三大몇素흘 安定과 運動과 힘이라면 重心

高와 反應時間과 平衝力은 三大몇素의 基續를 이루며 이들 要因圖에는 어떤 關係가 았으리

라는 假說에서 本핍究플 착수 逢行했다.

重心高에 關해서 金 光會(1978 : 17)는 제 자리 높이뛰 기 에 있어 서 重心高增加率이 어느정

도의 영 향을 미친다는 報告가 있고， 현 우영 (1973 : 100)은 男女의 상하체 간의 發育比에 있

어서 그 비율을 달리하며 성장한다고 하였다.

反應速度에 對해서는 金 桂태S(1977 : 25) 이 반응속도가 빠른 사람은 반응속도와 높은 相關

이 있는 種目에서 트레이닝에 의하여 反應速度가 느런사람 보다 더 높은 成績의 向上을 가

져왔다고 하였으며 金 大植(1974 : 144)은 태권도 수련자에 있어서 段級과 動作時間 시-이에

밀접한 關聯이 있다고 하였고， MoL. Norrie(1974 : 157)는 선택자극의 수가 많아지거 나 선택

자극이 複雜해 지면 反應時間은 길어진다고 하였다.

zp:衝力에 對하여는 양동영(1977 : 16) 이 태권도의 차기動作에서 숙련자는 비숙련자보다 X

輔(左右方向)에 對해 安定住이 높다고 발표하였고， 권영옥(1976 : 68)은 身長과 體重의 *성衝

있는 發達은 zp:衝力의 發達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기화(1977 : 26)는 龍球에

있어서 野球의 威功率이 우수한 선수들이 것等한 선수들보다 상지 위 치 감각의 %l覺能力。}

우수하다고 하였고， 정 명 자(1967 : 12)는 運動의 知覺力은 運動學習에 依해서 發達할 수 있

다고 하였으며， K. Mo Newell (1974 : 18)은 安定性은 시행을 되폴이 할수록 높아진다고 발표

하였￡냐， 重心高와 全身反應時間 맞 zp:衝力을 聯關시 켜 %究한 事實은 國內에서 는 찾을 수

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 세요인에 對한 關係흘 %究， 分析하묘로써 體育活動에 對한 올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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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해를 톱고 스포츠의 合理的인 指導 및 鏡技記錄向上에 資料를 提供코자 하였다.

重心高， 反‘應時間 및 zp.簡力의 織;念

1. 重 心홈

重心의 높이는 生物이나 無生物에 있어서 그들의 安定을 維持하는데 매우 重要한 投뽑U을

한다.

이는 地球의 中心으로 向하는 重力이 있어， 한 물체에 같은 方向￡로 平行하게 作用하는

힘의 총화에 대 한 重心이 물체의 무게重心이 되기 때 문이 다(문교부 1973 : 229).

身體의 무게重心은 身體의 모든 부분이 平衝을 維持하는 點이며 이는 身體에 있어서 體

重의 中心이 되는 가상적 인 點이 다(Groves 1975 : 260).

보통사람의 身體의 重心은 대체로 차려자세로 서 있을 때 第三仙骨높이어} 있다하며 양손

을 위로 든다든지， 허리보다 위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重心은 높은 位置로 옮겨

간다고 한다(이긍세 1975 : 47).

또한 사람들이 平衝을 維持하고 여 러 가지 형 태 의 轉位運動을 행 하는 데 있어 人體의 重

心이 어느 位置에 있느냐는 重몇한 投劃을 하게 된다(김신설 외 1977: 167).

이렇듯 身體의 重心은 A體의 活動에 重몇한 몇因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x.M=L.rν의 식에서 M을 피험자의 체중으로 하고 ψ는 저울의 눈금 L은 저울까지의 거

리라고 했을 해 重心高 x=L.wjM가 된다.

2. 反應時間과 숲身反應

反應時間은 神經系의 中樞에서 통합 및 자극(및 소리 등)과 적절한 運動개시블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刺戰의 물示에서 反應의 개시까지의 경과한 時間이며 이에 對하여 反射는 통상적

우로 不隨意이며 神經系의 中樞가 關與하고 있마. 이는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反應時

間에서와 같은 知覺能力을 포함하지 않는다(柳正좁 1979 : 85).

또한 反應時間은 刺戰의 시작， 수용기의 作用이 일어냐는 過程인 第-播代期， 감각 또는

지각자극이 運動神經에 전달되는 過程인 第二濟代期， 觸肉收縮이 일어냐는 運動過程의 四

個現狀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Jensen 1972: 122'"124).

이를 정보전달過程의 測面A로 보면 자극이 있으면 이를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강각 활

동적 감각의 형태로 분리되어 수용되며 수용된 자극은 정보전달 과정에 따라 처리되어 펄

요한 자극이 선택되고 단기기억 저장장치에 저장된 후 과거 경험이나 장기기억장치와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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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을 형성한 다음 동작을 발현하게 된다.

이러한 反應時間에 영향을 주는 요인￡로서 李桓世(1969 : 169)는 피로나 체력이 밀첩한

關係를 갖는다고 하였￡며， 젠센 0972 : 124)은 년령과 성별， 준비성， 예비신호의 효과， 刺

戰의 彈度， 刺戰을 받는 수용기의 數， 선수와 비 선수， 피 로， 練習의 效果， 反應의 特f生 "]

략고 하였고， Cureton은 감각신경感受， 급작스런 反應， 근신경접합점에 있는 화학성분상

태， 근력， 근육의 張力， 근육의 점액성이 작용한다(鄭星台 1976 : 102)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全身反應이란 敏據↑生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대근의 反應時間(李複iJt1978 ;

184) 이 라 하였고， 이에는 자극의 수용￡로 부터 대외， 중추신경， 말초신경， 운동말현의 경

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신반응은 자신의 重量을 부하로 하는 全身的인 動作아기도 하며 이놓 수직도 반

응시 간 흑은 重心移動反應時間 이 라기도 한다〈푼교부 1973: 200).

이들의 刺戰에는 소리， 빛 그리고 피부에 接觸되는 전기적 자극이 있는데，→般的으로 반

응시간에 있어서 소리에 依한 反應時間이 o. 12'"'-'0. 18&, 빛에 의한 反應時間은 O. 12r-J0. 22

科、， 펴 부의 刺戰에 依한 反應時間은 o. 12'"'-'0.20~沙라고 한다(錯觸道夫 1973: 84"-'88).

이들 刺載中 소리에 의한 反應時間은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자극전달 경로를 神經경

로에서 反射경로로 바꿀 수 있도록- 닮II練과 練習을 통해서 0.04'"'-'0.10양를 단축시 킬 수 있

다. 이때에는 反射時間과 反應時間이 같아지게 된다.

이 반응시간 (R . T)는 R.T=a+b Hav의 식으로 表示되는데 a는 자극의 종류， 즉 촉각，

시각(빛)， 청각(소리) 등을 나타내며 b는 개인의 특성， 즉 연령， 性， S+R의 대비 등을

나타낸다. 이 때 Hav는 상수로 자극이 Simple이 나 Choice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刺戰을 視覺刺戰으로 하여， 大腦의 思考作用을 거쳐 중추신경쓸 통한 動

it發現까지의 時間을 反應시간￡로 하였다.

3. 쭈衛力

Hel1ebrant는 적럽자세조차도 문자그대로의 靜的이 아니라 설지l 로는 정지한 基底上의 運

動아라고 했는데 이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안정을 찾아 활동하고 있다. 그런

데 이에는 重力의 影響이 있으며 우게重心의1 重몇性이 增加되는 것아다.

또한 非正常的인 상태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의 技術로서 스포츠의 基本

이 펀다.

安定性은 動的인 安定性과 靜的언 安定性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모두 양쪽 다리를 벨려

고 선 흉勢 (stance)가 重要하다(李짧世 1975 : 46).

여기에서 자세는 基底面을 나타내며 基底面°1 넓오면 안정성아 증가하냐 身體의 重心。1

基底面을 벗어나면 不安定하여 진다‘ 그러나 마리를 지나치게 많이 벌리띤 밸의 호持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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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즈로 향하는 分力￡로 變하여 安定에 불리 하게 된다.

。1 렇듯 zp:衝은 神經， 生理學的 構造， 감각 및 신경로의 相互作用을 포함하고 있는데 安

定의 狀態는 反射， 大腦 빛 소뇌의 전달， 또는 고유수용기적 정보， 명성체의 부활， 전정기

관， 감각정보 및 수의운동이 서로 포함되어 이루어 지는 복잡한 상태(柳正않 1973: 74) 이 고

이에는 관절의 건， 근의 근방추(문교부 1973 : 235)의 조절작용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
뽑L주t

aT
For

WA: Weight TA: Torque by weight
FH: Force of Heel Fr: Force of Toe

aH: ankle to Heel distance aT: ankle Toe distance

<Fig-I> Torque in foot

이러한 zp:衝力은 발목의 역학적인 이론오로 설명되지도 하는데 이는 (Fig-I>에 서 와 같이

FrxaT늘TA이 고 동시에 - [FHxaH]늘TA일 때에 安定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冊 究 方 法

본 %究플 수행하기 寫하여 마음과 같은 方法오로 진행하였마.

1. 鼎究對象

연구대상자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體育科에 在學하고 있는 四學年 學生中 7名을 임의로

모정하였다.

2. 핍究期間

1979년 11월 1일부터 19801건 6월 10일까지 本빠究블 수행했다.

3. 웰究節次

(1) 重心高는 다음 (Fig-2>와 같은 方法으로 測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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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method of C.O.G. measurement.

(B) Di rection Indic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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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tro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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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The method of W.E. R.T .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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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ula of calculating C.O.G

M=;= Weight of subjectx.M=L.w

zα=Scale of the balance

L = Distance to the balance

x=C.O.G

L. w
x=~

(2) 全身反應時間의 測定方法은 다음 <Fig-3>와 같다.

(3) 平衝力은 다음 <Fig-4>와 같은 方法으로 뼈，U定하였다.

「 i
당3。

。

。

。

[
αg己

〔
입%
며

。 o 0 。

\B' Control Box

;뚫聊평

」
H
띠川니}」j
l
i

'C) Tape RecorderY

/// |
l

; 함

(A) Test stand.

<Fig-4> The method of Equilibrium measurement.

左 • 右를 各各 重心高와 相關을 算出했으며 :zp.
후 EYE-OPENED 와 EYE-

4. 結果處理

(l) 全身反應時間의 全體zp:均 및 前 • 後，

衝力은 全體zp:均 및 X方向(左右)， y方向(前後)別로 相關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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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의 X，Y:方向을 별도로 全身反應時間과 K.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算出法에 의해 산

출했다.

(2) 위에 산출한 相關係數즐 t-score를 使用하여 相關係數 有意度檢證을 하었다.

冊究結果 및 考察

1. 陽究對象者의 重心高， 全身反應時間， 平衝力의 測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Table 1> Results of mesaurement about Height of C.O.G.

Subject Weight
(kg)

Height
(cm)

C.O.G.
(cm)

Ratio
(%)

Special
Technique

K. S.R 60.6 168 92.0 댐。8 I R앵’ov“
K. S.K 34.0 171 97‘9 57.3 I Soccer
K. Y.S 70.0 174 97.8 56.2 i Soccer
P.C.H 61.η 162.5 91.6 56.4 Tae Kyun
L. S.R 84.0 183 105.2 57.5 Volley Ball
L.S.C 67.0 164.1 93.4 56.9 Soccer

L. C.Y 82.7 180 101.1 56.2 Rugby

M.

S.D

-
q
ι

q‘u
n s%m

m

잃

mm

O

위의 <Table 1>을 보면 重心高가 zp:均 56.47-%로서 東洋zp:均 51%(李組世 1975: 47)보다

매우 높았으며 서양인의 男子 平均 56%보다 약간 높았고 日本A 男子 平均 56""57%(中村

隆 外 1976: 4)과는 거 의 같았다.

Subjects

<Table 2> RusuIts of measurement about Reaction time

I요F과해싹김파고갚기I R싫다교교~~→뚫꿇;=l k;;aR
K.S.R 0.28 0.74 0.30 0.77 0.52 0.51 0.54
K. S.K 0.77 0.72 0.43 0.53 0.61 0.75 0.48
K.Y.S、 0.49 0.32 0.40 0.70 0.48 0.41 0.55
P.C.H 0.61 0.70 0.43 0.80 0.64 0.66 0.62
L.S.R 0.68 0.62 0.42 0.63 0.59 0.64 0‘53

L. S.C 0.73 0.68 0.31 0.50 0.56 0.71 0.41
L. C.Y 0.90 0.75 0.36 0.55 0.64 0.83 0.46

M

·S.D

야ω
nU

0.37 0.64 0.58

0.05

0.64

0.13

0‘51

0.06

F-B: Foward Backward L-R; Left Right

위의 <Table 2>를 보면 反應時間에 있어서 前後反應보다 左右反應이 빠르다는 사실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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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about Equilibrium

EYE-OPENED

Sbject I이영ι… 뼈
Limit Tim혜 3짧풍섬 Limit Tms| 3짧뚫않

Fall

K.S.R 1 0.30 0 1.20 0 0.75

K.S.K 2 0.75 3 0.20 0 0.48
K.Y.S 0 1. 20 0 1. 00 0 0.10
P.C.H 0 0.12 0 ‘ 0.30 0 0.21
L.S.R 11 0.39 29 1. 11 0 0.75

L.S.C 0 0.90 6 0.60 0 0.75 '

L.C.Y 2 0.20 5 0,32 0 0.26

M

S. D

2.28 0‘49

0.38

6.14 0.67

0.39

0.58

0.28

EYE-CLOSED EYE-OPENED+
EYE-CLOSED

Sbject X Y
Fall !|lIcnmmte2e/gamrnai1n

X Y X+Y

Limit |짧짧l Limit |짧짧L
mean mean mean

Times Icm2/min Times
cm2/min cm2/min cm2/min

K.S.R 23 0.68 13 。 0. 52 0 o 얘씨 0. 6껴‘ 0.49 0.86
K.S.K 18 0.70 35 0.95 0 0.78 0.65 0.73 0;58
K.Y.S 31 0.78 24 0,80 0 0.79 0.94 0‘99 0.90
P.C.H 2 0.20 4 0.33 0 0.27 0.23 0.16 0.32
L.S.R 48 1. 69 69 2.21 3 1. 95 1.35 1. 04 1. 76
L.S.C 8 0.40 14 0.58 0 0.49 0;62 0.65 0.59
L.C.Y 25 1. 08 46 3.50 0 2.29 1.27 0.64 1. 92

M

S. D

22. 141 교 791짧l 펴

! 0.451 I 0 떼

%‘

인

--
nU

-nU

J
W
|
-
성
얘I

--
nu

-nU

셔
에
그
띠
l

α
-
α

셔
뼈
1
-써
씨
l

--
-,‘

a””

위의 (Table 3>을 보면 눈을 떳을 때가 감았을 때보다 平衝力이 크며 X方向 (左右方向)

이 Y方向 (前後方向)보다 平衝力이 크다는 사질이 나타났다.

2. 重心高와 安定뾰은 相關關係 및 有意度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elation and Significance between Height of C.O.G and Equilibrium

Equilibrium

Height of C.O.G EYE-OPENED十 EYE-OPENED EYE-CLOSEDEYE-CLOSED

r t'score

Height 야 c.O.G-I~피급5-' lU02 j τ046-1 - -0.1띠 I 0.235• I 0.540

위 의 (Table 4>에서 보면 重心高와 安定性사이에는 有意한 相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

라서 重心高는 :qs:衝力에 영 향을 미 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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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낮은 양상관을 보임￡로써 重心高가 높은 사람은 zp: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重心高의 영 향이 커진디-

나타내 나 높은 關係는 없었다.

또한 EYE-OPENED시 와 EYE-CLOSED시의 떤도 상관을 보면 플다 有意한 相關을 보이

지 않아 모두 重心高와 關係가 없음을 나타내 나， EYE-OPENED시보다 EYE-CLOSED시 에

더 큰 상관을 브인것을 보면， 눈을 멋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重心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평형을 유지하기 어볍

다는 것을 나타낸다.

3. 重心高와 全身反應時間 사이의 상관관계 및 有意度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elation and Significance between Height of C.O.G andReaction Time

L. R

t.score! r

0.089 I ~O. 282

R.T.
BIl--!Fr

[9
집

nU

rt'scorer

위의 <Table 5>블 보면 重心高와 反應時間間에는 有意한 相關을 보이지는 않았오나 약간

의 양상관을 보이므로써 重心高가 반용시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重心高가

높은 샤람은 反應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려나 이것은 有意하지는 않다.

方向別로 살펴보면 前後方向에서 는 양상관을 左右方向에서는 역 상관을 보이므로써

方向과 左右方向에 있어서 重心高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有意하지는

重心高가 前後方向에 약간의 양상관을 보이고 左右方向어]는 역상관올 보인 것은

0.392Height of C.O.G

前後

않다

重心高

가 높은 사람은 前後方向의 반응속도가 느리 나 左右방향의 반응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나타

낸다. 그러 나 커다란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平衝力과 全身反應時間의 相關關係 및 有意度는 다음 (Table 6>과 갚다.

위의 (Table 6>을 보면 zp:衛力과 反應時間間의 相關에는 有意함은 없으나 약간의 相關을

보임￡로써 反應時間이 빠른 사람이 平衝力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냈으나 밀접한 關係를 가

졌다고 할 수는 없다.

나타났으며

때을떠ι<불

또한 全身反應에 對하여 EYE-OPENED 等의 安定性은 거의 關係가 없음이

EYE-CLOSED 等의 平衝力에는 낮은 相關을 보여 反應時間이 빠른 사람은

보다 눈을 감았을 때 zp:衝維持가 용이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비E
/하내
하

하

γ
l
&

意

意

반
有

有

有

前後方向에 對하여 zp:衝力과 反應時間의 關係블 보면， 全體的으로 낮은 相關을

접한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없￡나 눈을 였을 시의 zp:衝力에는 위험.률→ 5%수준에 서

행相關을 보여 눈을 댔을 時에는 반응시간이 느린 사람이 安定性이 크다는 사실이

게 나타났다. 또한 눈을 감았을 時에는 위 험 률 10%水準에 서 의 相關을 보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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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elation and Significance between Equilibrium and Whole Body Reaction Time

師 大 論 遭 (21)

Equilibrium

W.B.R.T
EYE-OPENED十EYE-CLOSED

X+Y X Y

r t r t r t

Equilibrium

W.B. R.T
EYE~OPENED

X+Y X Y

r t r t r t

、 F.B+L.R O.폐I O.꽤I
W.B.R.T F.B ~Oημ11

2.711

L. R 개n 꽤I

Equilibrium

찌T. B . R .T
EYE-CLOSED

X+Y X Y

r t r t r t

F.B十L.R 편1~!
l I I

I I I

---jl

-
꽤

l

nU

W.B.R.T F.B

L. R

F.B+L.R 때υυ→μ
끼

원
-
끼

~

돼
W.B.R. T F.B

L. R

ln

l
1
1
17
---

잃
nU

0.571

:~36r-1
* p<0.05

지는 않았으나 反應時間이 빠른 사람이 平衝力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 서로 상반되는 結

果를 보이고 있다.

左右方向의 相關을 보면 全體的으로 낮은 相關을 보여 全身反應과 zp:衝方向에 左右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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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정한 關係논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눈을 댔을 時에는 약간의 역상관을 보여 전신반

느란사람이 左右方向의 Z{S衝力이 크다는 사설을 나다냈으며， 눈을 감았을 시에는 낮

양상관을 보여 反應時間이 빠른 사람이 좌우방향의 안정성이 크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全般的￡로 볼 해 Z{S衝力과 反應時間의 關係는 말정하지는 않았으나 눈을 멋을 時에는，

反應時間이 느련사람이 平衝力이 컸으며， 눈을 감았융 時에는 全身反應이 빠른 사람이 Z{S

衝力이 크다는 사실이 나다났으며， 또한 화우측의 평형유치보다든 전후측의 평형유지에 反

應시간이 有意하게 作用한다는 것은 特記할만 하며 이는 언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전후측의

평형 유치 에 용이하도록 말이 前後方向오로 뻗어 있으며 좌우측의 방향유지 는 양다리 의

격 이 많이 착용하도록 되 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二iL.
E

重心高가 反應時間과 平衝力에 미치는 影響

서
이
에
응

은

Z{S衝力

다음

論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體育科 四學年에 tE學中인 男學生 7名을 對象으로 重心高，

및 全身反應時間을 測定하여 相표몇因에 따라 相關關係블 中心으로 分析檢證한 結果，

結

과 갈은 結論을얻었다.

1. 重心高와 Z{S衝力사이에는 有意한 相關은 없었으나， 重心高는 눈을 떳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平衝力에 영 향을 미 쳤다.

2. 重心高와 全身反應時間 사이에는 有意한 相關은 없었으나， 前後方向의 反應시간온 電

心高가 낮은 사람이 , 左右方向의 反應시간은 重心高가 높은 사랑이 u얄랐다.

3. 平衝力과 全身反應時間 사이에 有意한 相關을 보이지 않았으나 前後方向의 反應時問

이 빠른 사람은 눈을 떳을 때 보다 눈을 강았을 때 Z{S衝力이 크며 前後方向의 反應時間。1

느런사람은‘눈을 감았을 때 보다 눈을 떳을 때 平衝力이 컸다.

左右方向에서도 有意하지는 않았으나， 눈을 떳을 때에는 全身反應이 느린 사람이 平衝力

이 컸으나， 눈을 감았을 때에는 全身反應이 빠른 사람이 平衝力이 컸다.

4. 全身反應時間온 左右方向보다 前後方向의 Z{S衝力에 더 큰 關係가 있었다.

約

本 陽究는 重心의 높이에 따라서 全身反應時間은 어떻게 變하며，Z{S衝力에 어떻한 영향

을 주며 또한 全身反應時間과 Z{S衝力과는 어떤 關係가 있나를 分析하였다. 한 對象이 重心

의 높이를 자세 에 따라서 달리한 것이 아니 라 重心高와 身長과의 比率에 따라 全身反應時

間 그리고 平衝力이 어떻게 變하나를 究明하였다. 重心高， 反應時間，LP-衝力의 三몇素間의

相關關係는 다음의 表와 같다.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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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elation coefficient among C.O.G. , R.T. and Equ.

따
τ
야

CR

E

e.O.G.

l

R.T. Equ.

0.392
l

0.175
0.247
1

* C.O.G: 重心
R.T. :反應뽑間
Equ: 平衝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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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eight in Center of ,Gravity on Reaction Time and Equilibrium

Lee, Keung Seh

Abstracts

Height of C.O.G. , whole body reaction time and equilibrium were investigated by

corelation and Significance. It was found that effect of height of C.O.G on reaction time

andequilibrium varies according to EYE-OPENED and EYE-CLOSED.

The results of these are as follows: 、

Corelation coefficient among height of C.O.G.,R.T. and Equilibrium

Height of C.O.G.
R.T.
Equilibrium

Height of C.O.G

l

R.T

0.392
l

Equilibrium

0.175

0.24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