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柳 正 廣

(體育敎育科)

r. 觸 論

근간에 와서 體力에 대한 굽謂가 빈먼한 것은 체력이 오늘에 와셔야 올바른 認識을 갖게

된 때문이다. 문화의 驚明期에 문명의 利器를 갖지 못했던 인류는 觸力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사회와 산업의 구조가 大量·필速· 自動을 그 특징으로 하는 현대에 있어서 체력은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T.K. Cureton(1947: 63)은 체력은 모든 인간 활동과 생활영역의 기접오후써 개언의 행복

과 가정 • 직장생활의 단란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포괄적인 저력오로서 의

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I체 력 은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

다.

체력에 대한 과거의 그릇된 思考는 물리적 또는 신체적언 측면에서만 파악하려 했기때문

에 精神力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체력을 파악하지 뭇했다는 것이다. 西歐에 나간 유학생들

이 토로하는 고충의 하나는 구미학생들보다 체력이 크게 달려 學究鏡爭에 뒤떨어 지고 있

어 그들에 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고 전하고 있다.

체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케 된 歷史的인 背景 또한 없지 않다. 그것은 바로 李朝

五百年의 사회구조와 생활이념， 즉 橋敎지식층의 지배계급과 지력보다는 체력오로 삶을 영

위해 야 했던 펴지배 계급〔常A)을 확연히 구분하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것을 천하게 여기

는 풍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그 잔재를 남기고 있어 우리들 意識의 한

구석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金(1975 : 1)은 오늘날 체력의 문제는 비단 스포오츠 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醫學부문의 第

4領域오로 대두되고 있S며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또 현재에도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했￡며， 朴(1974 : 3)은 스

포오츠 과학은 체력과 경기기술의 경제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基鍵科學을 포함하나 그 중

에서도 특히 근력 ·스피드 • 지구력과 같은 체력의 요소를 향상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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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인 트레이녕법의 개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력요소의 특성과 각 특성간의 관계를 相關的오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소중에서 비교적 상관성이 크다고 인청되는 체력요소의 8셈圍와 기농

요소로서 호홉의 척도안 R市活量， 근력을 대표하는 握力 • 背節力을 측정하여 운동선수와

비선수별로 상관관계를 분석비교하여 體力管理즐 위한 기초작업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

였다.

II. 冊究計劃

1. 對象者

서울대 학교 운동선수 92명과 비선수 130명 계 222명 의 남학생을 표본대 상￡로 계측 측정

하였다.

2. 測定種目 및 方法

一般化된 측정방법에 의해 흉위 ·폐활량· 악력 ·배근력을 계측 측정하였오며 특기할 방

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흉 위 (Chest girth)

인체의 福育 및 훔育을 나타내는 흉위는 흉곽운동을 비롯한 신체활동의 원천인 心職·뼈

둥을 포용하고 있어 체격이나 체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항목<:>로 이용된다.

견갑골의 下角 바로 밑과 유두 위를 지나는 둘례를 우펄을 자연스럽게 옆오로 내린 안정

상태에서 호기와 흉기 중간에 계측하였다.

2) 폐활량(Vital capacity)

폐활량은 호흡에 도나드는 공기의 최대량￡후 흉곽의 발달이나 連動能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久松 1970; 164) 폐기능 검사의 대표척인 항목이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션자세를 취하고 두손무로 폐활량계(美國 Mckesson Appliance Co. 製品)를

평행￡로 유지시킨 후 마우스 피이스에 업을 대고 吸入했던 공기를 최대한 [탠息해서 그 양

을 겠다.

3) 악 력 (Grip strength)

악력을 주로 전완굴근 및 수근의 靜的觸力을 측정하는 것ξ로 웹指로부터 小指까지의 협

동에 의한 末稍觸의 最大屆觸力을채는 것이다.

제 일 많이 사용펙는 Smedley式(Smedley’s hand dynamo meter)을 사용손의 크기에 맞게

(손가락 제 l관절과 제 2관절) 조정， 지침을 외측오로 향하게 하여 신체에 닿거나 동요치 않

도록해서 힘을 캡중시켜 한 번에 쥐게 해서 듣는쪽만을 측정 기록하였다.



Vital capacity Grip strength Back strength

0.583 0.529 0.560
0.287 0.489

0.199 0.677

0.485 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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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근력 (Back strength)

인체의 根幹을 이루고 뼈觸으로서， 자세 또는 부담이 큰 힘든 일을 하는레 중요한 구실

을 하는 것오로서 배근의 최대근력의 한 항목인 것이다.

K.Y.S式(Super muscular meter 240kg)을 사용 발판에 발꿈치를 모오고 폼에 맞게 조절

시켜 손잡이를 바로 잡는다.

허리를 펀채 상체플 分度板의 30。線에 맞춘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상방으로 천천

히 힘을 주면서 힘껏 끌어 당기게 하고 kg이하를 4橋 5入하였다.

1II. 冊究成績 및 考察

1. 成 績

前記한 방법에 따라 선수 • 비선수를 항목별로 측정한 수치의 zp.均과 標準偏差는 (Table

1>과 같오며 선수와 비선수 각 요인별 상관관계의 산출은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방법을 사용한 결과 (Tablε 2>와 같은 상관을 얻었

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hysical fitness Factors

찮훤1
Chest girth Vital capacity Grip strength Back strength

cm cc kg kg

Athletes 92.1±3.71 4986±430 60.9±5.37 162.3±16.9
Non-Athletes 88.3±3.60 4044±509 55.7±6. 1 150.6±19.4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thletes & Non-Athletes

________ Athletesl t"' L _ _ L _→~ :\tnletesl Chest girthNon-Athletes I ,,,,,,,,. 1>

Chest girth
Vital capacity I 0.445
Grip strength I 0.247
Back strength I O. 463

2. 考 察

1) 훌 위

인체의 가슴부위는 심장 • 폐등을 둘러싼 그릇￡로 우리의 전신운동에 있어서 持久力에

가장 관계가 크며 이들의 용적은 흉위와 직접관계를 가지고 있다(松田 1967:54)고 한다. 집

장의 크기는 심장의 횡경에 비례하고 심장의 횡경은 뼈願의 횡경에 비례된다. 즉 흉곽의

횡경이 큰 것은 흉위의 큰것에 관계되므로 호흡기능은 직접 체력과 연관이 있오며(竹村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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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5) , 따라서 흉위의 대소는 우리의 체위 • 체력과는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얄

수 있다. 특히 練뼈型(比觸圍 50以下)인 경우에는 결핵환자등 횟病異常者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他맑究와 <Table 1>을 비교해 보면 日本의 東짧郞(1968 : 36)이 歐州와 일본의 우수선수를

비교한 體勢報告〈表 3>는 우리 대학 선수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柳(1972 : 276)가 계측

한 대학생들의 흉위 측정치와 비선수는 전반적오로 같게 나타났다.

<Table 2>에 의 한 상관관계는 폐 활량은 버선수 0.445, 선수는 0.583오로서 비 선수 보다

선수가 약간 높고， 악력은 비선수 0.247의 약한 상관인페 반해 선수가 0.529로서 비선수보

다 확실한 관계를， 배근력은 바선수 • 선수 양자가 확실한 順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久松(1970 : 121) 이 일본 야구선수 111명 을 상대로 계측 산출한 상관계수 〈表 4>를 보면 흉

위 : 폐활량 0.521, 흉위 : 악력(우) 0.466, 흉위 : 배근력 0.470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

확실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활량

운동 및 기계적 작업을 할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呼吸機能.E..로서 큰 힘을 계속해서 낼

경우에는 필연적오로 호흡력이 커야한다. 급격하고 과격한 운동이나 작업을 할때 우의식중

에 호흡이 크고 빠른것은 폐의 용적외에도 호흡에 동원되는 節群의 협조로 호흡력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며 폐의 換氣能力에 따략서 폐활량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竹村-. 1949: 103) 이

라고 하였다.

〈表 3> 답本 選手의 體勢

아 이 스 하 키 싸 .s. *
흉 위 (em) 89.4 88.9 90.2
폐 활 량(ml) 4705 4442 4466
배 근 력 (kg) 159 156 164
악 력(착우평굵) 54 49 48

東俊郞 :7.~~:;t ε體力管理

폐활량은 성 • 연령 • 신장 • 체중에 따라 상이하지만 思春期에서 굽등을 보이고 완성량

3600cc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의 대소에 따라 폐기능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안간의 生存여부는 말할것도 없지만 호흡기능을 향상시키는페 있어서 적절한 지도

와 훈련이 필요하다.

東俊郞에 의하면 4705, 4442, 4466cc로셔 서구의 선수 보다는 약셰이고 <Table 1>에서

비선수 4044, 선수 4986cc로 선수가 942cc가 많으며 현차의 폭도 비선수가 크다.

<Table 2>에 의하면 폐활량과 악력간의 상관관계는 비선수(0. 199)， 선수(0. 287)가 갚아

낮은 상관이지만 선수가 버선수에 비해 상관이 약간 있는 것오로 나타났다. 久松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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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상관계수도 0.274로 본 연구의 선수와 같은 것오로 思料된다.

배근력과 관계는 바선수(0. 485) • 선수(0. 489) 공히 확실한 상관이 있는 것￡로 나타않자

만 久松에 의하면 0.182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오로 본연구의 수치와는 차가 큰것a로 나

타났다.

3) 악 력

악력은 손과 괄의 힘에 의해 末稍觸의 屆觸力을 재는 순수한 근력￡로서 측정방법이 간

단하며 다근력과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竹村-(1949 : 136)은 악력은 배근력과 순상관관계가 있오묘로 악력측정에 따라 배근력도

推iWJ할 수 있지만 악력우로 체력의 전반을 추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일반적부로 팔뚝이 큰 사람은 악력도 크다고 하지만 虛弱者라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

는 사람도 있다. 또한 악력은 예민한 感覺器管의 하나를 구성하는 손에 의해 섬세한 일을

하는례 知能的 作業能力과 상관이 있는 것ξ로 평 상시 생활양식 • 직 엽 에 따라 크게 좌우되

는 요언이 되겠다.

(Table 1>에서 보면 基鍵體力基準f直(대한체 육회 1973. 12. 5. 制定)와 東짧郞의 연구 〈表

3) , 曺(1975 : 47-54)는 55.3kg에 동일한 성적 법주를 보였2..며， 선수가 비선수보다 5.2kg가

많고 펀차 역시 비선수가 선수보다 폭아 큰것을 볼 수 있다.

關 係 數 體

1’
0.521*
0.466*
0.470*

〈表 4> 相關係數一覺表
體 力 示 標|相

뼈 圍:뼈活量

II :握 力

II : 背觸力

力 示 標|相關係數

師活量 : 握 力 I 0.274*
11 : 背鏡力 I 0.182

握 力 : 背觸力 I 0.547*

久松榮-郞 : ;<;N-/，醫學

(Table 2>에 서 악력과 폐활량의 상관관계블 보면 石J II知福이 보는 “밀접한 순상관이 있

다”는 설과 상치되는 거의 l 낮은 상관이지만 久松의 연구 〈表 4>에는 유의한 순상관을 인정

하였다.

본연구에서 악력과 배근력간의 관계는 비선수 0.473, 선수 0.677로서 비선수 보다 선수

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竹村-의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배근력

근력측청은 인체의 300有餘의 鍵合觸力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역량을 표시할 수 있는 배근력 • 악력 • 완력 • 각력 • 현수력 동을 다루어 근력의 대표로 간

주하는 것이다.

Scammon의 發育型을 보면 근력의 발달은 신장 • 체중과 동일한 -般型을 보이고 發育停

止후에도 단련에 의해 현저하게 증강 시킬수 있는 것이라고 東짧郞(1968 :95)은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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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힘의 강약은 그 대개가 근력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근력은 체력에 정비례 된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호흡기능·순환기능·근력풍 3요소가 체력의 기본이 되어 근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곳에 이상이 없는한 전 체력이 강한 것오로 보지만 약한 사람은 체력도 약한 것오로

풀이 된다. 따라서 背觸이 강한것은 全身節이 彈한것을 의미하고 전신군이 강한것은 전 체

력 이 강한 것오로 표현된다.

(Table 1)에 의한 배근력은 선수들이 비선수보다 평균 11.7kg이 우세하지만 기초체력기

준치 에 나타난 강화훈련참가 선수들의 좋은 성적에는 마 치 지 못하는 약세 로， 東慶郞〈表 3>

보다는 우세하고 曺가 측정한 179.1kg보다는 약한 것오로 되어있다.

〈表 5> 體力測定基準表 (kg)

握 握 力

背 觸 力點 數 g였 力 點 數

左 左 右

10 60 62 220 5 45 47 170
9 57 59 210 4 42 44 160
8 54 56 200 3 39 41 150
7 51 53 190 2 36 38 140
6 48 50 180 1 33 3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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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서 각 훌因間의 상관관계를 채확인 하면 배근력 : 흉위가 0.56(선수) ， 0.463

(비선수)， 배근력 : 폐활량은 0.489(선수) ， 0.485(비 선수) ， 배근력 : 악력이 O.677(선수) ，

O:473(비 선수)로서 모두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비선수에 비해서 선수가 높은 順相關을 이

루고있다.

본연구와 久松의 연구를 비교하면 모두 순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선수보다 본연구

의 계수카 數f直上오로 많으며 特記할 것은 日本選手의 배근력과 폐활량과는 유의한 상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報告되어 있다.

N. 結 論

選手와 非選手의 體力훨素間의 相關關係를 比較하기 위하혀 서울大學校의 선수 92명과

비 선수 130명 을 대 상으로 腦圍 • 뼈活量 • 握力 • 背觸力을 측정하였오며 積率相關係數 算出

홉에 의책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얼었다.

1. 선수 및 비 선수들의 체 력요소간의 相關度는 順相關으로 loll선수들 보다 선수들이 높다.

2. 비선수들의 체력요소간의 상관관계중 악력과 폐활량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고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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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폐활량간의 관계는 가장 높다.

3. 선수들의 체력요소간의 상관관계중 악력과 폐활량과의 상관계수는 낮은 相關을 나다

냈고 악력과 배근력과의 상관계수는 比較的 높은 싱관을 보이고 있다.

4. 거의 모든 체력요소가 서로 相關性을 지니고 있기 해운에 -定한 彈度와 持續的안 운

동에 의해서 運動했果흘 얻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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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Correlationship of the Physical Fitness Factors.

between Athletes and Non-Athletes

--Basing upon the S.N.D. Students--

Ryu. Chung M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ysical :fitness of college students (non'

-athletes) and athletes.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the chest girth , vital capacity, grip‘

strength and back strength of a group of 222 persons which was composed of 130 college

students and 92 athletes.

The results ￦ere as folIo￦s.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tems measured was consistently higher among athletes:.

than among college students.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grip strength and vital capacity was the lowest ￦hile that

of back strength and vital capacity was the highest among college students.

3. The correlation coefficint of grip strength and vital capacity was relatively low while

that of grip strength and back strength was relatively high among athletes.

4. In conclusion, sport is effective not for anyone part of body but for all parts of body, ,,

since all the elements of physical :fitness of a person are organically correl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