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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鍾 貴

(體育敎育科)

I. 續 論

1. 맑究의 問題 및 意義

A間은 오랜 세월동안 自뭘의 體質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碩向은 體質

的 훨因이 웠病에 대 한 λ、間의 感受性에 重要한 投害U을 할 것이 라는 點과 j、間의 體質的

構成이 A問의 性格이 나 行動과도 關聯되 어 있오리 라는 假定下에 나타난 것인데 특히 最近

에는 個人의 體質이 日常生活의 스트레스(stress)에 대 한 適廳能力을 評價하는 훨素中의 하

나로 認定되고 있는 실정이다.

~ees (1960; 344-92) 에 따르면 A間의 體質은 形態的 훌素， 生理的 훨素， 心理的 훨素， 免

f횟的 훨素等의 4大 範隱로 區分될 수 있는 바， 體格이 라 함은 이들중 形態的 훨素에 속하는

것우로서 外形的￡로 나타난 個A의 體型을 말하며 肉眼으로 쉽게 顆察되고 人體測定的 方

法(anthropometry)에 의해 쉽게 計測할 수 았다.

지 금까지의 體格에 관한 陽究는 첫째 , 成長과 體格에 관한 班究， 둘쩨， 性差에 관한 隔

究， 셋째， 人種差에 관한 陽究， 넷째， 運動과 體格發達에 관한 船究， 다섯째， 體格과 觸力

에 관한 웹究， 여섯째， 體格과 運動能力에 관한 昭究 等으로 區分할 수 있는례， Sirley

(1931: 146)나 c;arn (1963:147, 1966:147)의 t 報告에 따르면 쭈L兒의 下展發育狀態로써 그 아이 가

l年이내 에 걸을 수 있는 能力 有無를 決定할 수 있다고 하여 쭈L兒期의 體格과 運動能力아

關聯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選手權大會와 같은 수준 높은 運動鏡技에서 우수한 成績

을 얻기 위해서는 特珠한 體格이 要求된다는 Kohlraush (1929) , Cureton (1947) , Hirata(1966}

Ziemilska (1970) , Carter(1970) 等의 陽究結果(Hebbelinck and Ross, 1974:266)는 體格과 運動能

力의 密接性을 더욱 支持하고 있고， 韓國에서도 體格과 運動能力間의 關係를 밝힌 몇 陽究

가 選行된 바 있다(金碩鎭， 1972:10-22; 李相燦 1975:49-59; 김부덕 1975; 朴秀-， 1975:75-70; 金鍾

惠 1976).

本E다究의 問題는 身體的 흉흉素로서 下展의 體格과 運動能力 훌素인 購發力間의 關係를 규

명하는 것이 다. 이 러 한 問題에 看眼하게 된 動機는 體格에 關한 先行짧究를 考察한 結果 첫

째 , 體格과 運動能力은 關聯이 있다는 事實과， 둘째 , 體格과 運動能力에 관한 대부분의 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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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짧究가 훨長이나 뼈圍만을 體格흉흉素로서 擇하었을 뿐 下展를 中心오로 한 짧究를 거와

짧見할 수 없었던 點이다.

이러한 動機에서 出發한 本陽究에서는 下展의 體格훨素를 우선 長育과 福育오료 區分하

고， 長育훨素로서 下展長을， 福育中 下願骨의 福育훨素로서 骨盤圍와 下臨最서、圍를， 下鼓

節의 福育훨素로는 大隨圍와 下臨圍를 各各 選定하였으며， 購發力훌素는 먼저 節力훌素와

스피이 드(speed)異素로 區分한다음， 節力을 主로 使用하되 뭘體의 重心을 運直方向우로

移動시키는례 필요한 購發力을 뼈IJ定키 위해서 제자리 높이뛰기를， 水zpa성 移動의 購짧力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제자리 넓이뛰기를， 스피이드에 主로 左右되는 購發力의 計뼈[1을 위하여

는 50m달리 기 種目을 各各 擇하였다.

購짧力이 各種 運動鏡技를 逢行하는페 必、훨한 훌本的 體力훨素라는 點을 캄안할 째 本冊

究의 問題를 解決하묘로써 體格과 購發力間의 關係를 分明히 하는 것은 體育의 科學化가

;설실히 要求되는 이때 意義있는 일이 라 하겠다.

2. 先行맑究

(1) 후L兒 및 小兒期에 있어서 훌훌格과 運動能力

生의 강D期段階에 있어서의 鐘動發達은 體格과 밀정한 擺聯을 가지고 있다. ShirleY(l931:146)

가 연구한 바에 외하면 군육형이면셔 착은 뼈대를 가진 어련이는 비교적 일찍 결을 수 있

었다. 또한 Garn(1963: 147)에 의하면 節育이 발달한 下展를 가진 體格의 쭈L兒는 일어서기

나 걷기 能力이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早期에 발달하는 願向을 보여 주었다고 하며 또 다

른 報告(Gam， 1966:147)에 따르면 6個月 펀 아이의 下鼓節肉 發達狀態는 그 아이가 1年內

에 결을 수 있나 없나를 據言할 수 있는 指標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한된 연구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암·小兒期의 어린이에 있어서 體格과 運動

能力과의 關係에 관한 차후의 연구를 더 계속할 펄요정을 示埈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살에서부터 유치원期까지는 아동에 있어서 皮下服助量이 현저히 깎소함에 반해서 鐘動技術

은 最高度로 발달되는 시기인례， 이 시기에 있어서 體格훨素외 變化가 얼마만큼 運動技術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6歲碩

부터 成熟期까지의 體格變化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사살은 알려져 있고 또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人間의 體格이란 것은 小兒初期에 이미 그 特徵이 決定된다는 사싣

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運動能力의 發達과 어떠한 關係를 갖는지에 대

해서는 역시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한펀， 6歲"'7鼓 정도의 時期에 있어서 體格은 運動能力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하는데 體格과 關聯있건 없건 많은 다른 要因들이 이時期 兒童의 運動能力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이 밝혀 졌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運動經驗도 다양하게 되고 體格도 커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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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重動能力도 증가한다는 사실과 특히 大觸群을 使用하는 운동에서 男子가 女子보다 유리한

碩向을 나다낸다고 한다(Malina and Rarick. 1973:148).

小兒願期나 좁年初期를 對象으로 행한 대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시기에 있어서 體格

과 運動能力과는 비 교적 낮은 關聯性。1 있다고 하는페 , 7"'11歲의 아이를 對象￡로 훨困分

析法(Factor analytic study)을 사용한 Barry와 Cureton (1973: 148)의 연구에 따르면 體格은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거의 運動能力에 영 향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6∞12歲의 소년을

對象으로 연구한 Eynon (1958 : 148) 에 따르면 민캡성과 중배엽형 (mesomorphy)과는 낮은 正的

相關關係 (r=311)가 있오며， 내배엽형 (endomorphy)과는 낮은 週相關 (r= . 322)이 있고， 외

배 엽형 (ectomorphy) 과는 相關이 없었다 (r= . 132)고 한다. 또한 Voisard(1954: 148)도 10'"'-'13

歲의 소년을 對象으로 아이오와브레 이스테스트 (Iowa Brace Test) 成績과 體型과의 關聯性을

陽究하여 낮은 關聯性만을 얻었을 뿐이다.

(2) 좁年期에 있어서 體格과 運動能力

體格과 運動能力사이의 關係를 班究한 先行冊究들이 示俊하는 바는， 좁年期에 있어서 두

要因間의 相關關係는 비교적 낮다는 結論이 大部分。1었다. 그러나 홉年의 成長昭究(Adole-

'scent Growth Study)에 있어서 탁월한 운동능력접단과 열등한 접단을 對象오로 陽究한

Espenschade (1940: 146)의 報告에 따르면 體格이 平均程度의 運動成績에 는 꺼의 영 향을 미 치

지 않지만 극히 우수한 成績을 얻는데 體格은 重要한 異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우

수한 成績을 거둔 對象者들의 體格은-뚱뚱하고 비교적 긴 下敗를 가졌던 열등한 댔應의 對

象者들에 비하여 중간정 도의 身長과 비교적 짧은 下展와 좁은 賢福이 特徵이 었다. 또한

10'"'-'20歲의 싣론A(Ceylonese)들을 對象요로 연구한 Cullumbine et al. (1950 : 488) 에 의 하면，

最大彈度의 격렬한 운동에 있어서는 服滿型의 體格보다 걸고 가는 體格을 所有한 對象者의

運動能力이 더 우수했우나 最大下彈度에 대한 反魔은 體格要素와 關聯。1 없었다. 그리고

중간정도의 正常體格을 가진 對象者들이 단거리달리기와 最大下彈度 運動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와 유사한 結論은 Cureton et al. (1945: 150) 의 報告에서도 찾아 블 수 있는

데 高等學校 男學生의 體格과 持久力과의 關係는 중배 엽형 (mesomorphy) 群의 持久力이 가

장 우수하고 내배 엽 형 (endomorphy) 群이 가장 저조하였다고 한다. 또 한펀 成A大學生을

對象으로 랭한 연구결과도 위와 비슷하였는데 한 연구 (Sill s and Everett, 1953: 223) 에 의하면

중배 엽 형 (mesomorphy) 의 體型을 가진 對象者들이 다른 두 體型의 그룹(group)보다 민챔 성 ,

스피이드， 지구력테스트에서 보다 우수한 없績을 얻었다고 한다.

lI. 冊究方法

1. 맑究對象者
本陽究에서의 昭究對象은 서울 시 내 에 所if:하고 있는 서울大學校 l學年 全體男學生을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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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으로 하여 이들중 특별한 운동훈련 경험이 없는 계열별 입학생 83名을 無擺標集하였다.

對象者들은 모두 過去 外科 또는 內科的 障害가 없었던 뭘體 健康한 學生들이었는데 年敵

平均 19.6歲 (18"'21歲) ， 훨長 平均 170. gem , 體重 平均 61.2kg우로 박철빈 等(1971 : 37-49)

이 報告한 同年顧의 全國 男子大學生들의 體格보다는 다소 우수하였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3)

Age(Yrs.)
Height(cm)
Weight(kg)

M SD

19.6 1. 68
170.9 4.90
61. 2 5. 77

2. 測定方法

(l) 體 格

下願의 各 훌素를 metrtin;i강 計뼈，Ij器를 使用하여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測定하였다.

@下被長

解염U學에서의 下鼓라고 하면 下展帶로서의 骨盤도 包含되묘로 下뾰長이란 발을 모오고

선자세에서 마루부터 骨盤위까지의 걸이가 되지만 本昭究에서는 광범위한 운동반경을 가지

고 있는 大眼骨頭까지의 길이를 下展長이라 보았다. 그러나 실제 大眼骨頭까지의 길이를

뼈Ij定하기가 어 려 워 陽骨前上練高를 1!10em 단위까지 껴IJ定하고 metrtin이 제 안한 修正f直使用

法을 利用하여 下散長을 算出한다음 比下鼓長(下뾰長/身長X 100)을 求하었는데 이의 測定

目的은 下願에 있어서 觸， 骨의 長育狀態를 알아 보고자 함이 었다.

@骨盤圍

대전자 높이에 있어서 골반둘레를 測定하였우며 計뼈IJ目的은 下股骨의 福育狀態를 觀察함

에 있었다. 피측정자가 양발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서게 한다음 피검자의 후면 聲部中 가장

많이 솟은 部位와 體測 대전자 바로 위 部位 및 前面의 빠骨을 지나도록 둘러 1!10em 단위

까지 測定하였는페 測定時 피측정자의 복장은 앓은 펜츠만을 엽게 하였다. 얻어진 골반위

로써 if:骨盤圍(骨盤圍/身長X 100)를 算出하였다.

@大眼圍

大眼部는 四顧中 皮下暗助이 비교척 沈훌되는 곳이므로 일반적으로 營養狀態를 評價하는

데 많이 利用되지만 下願運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部位의 節肉 發達이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本맑究에 있어서 이의 計測目的은 大眼觸의 福育狀態를 觀察하고자 함이 었다. 測

定時 피측정자는 발을 左右로 10'"'-'15em가량 벌려서 무릎을 펴고 선자세었오며 측정자는大

隨의 內測部中 제일 두드러진 部位에 卷R을 大觀輔에 直角이 되게 둘러 뼈Ij定하였다. 펴IJ定

된 大眼圍로써 比大眼圍(大隨圍/활長X 100)를 算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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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眼圍

下眼觸의 福育狀態를 觀察함을 目的..'2..로 하였는례 없F題觸 중앙 제 일 두드러진 部位를 찾

아 大眼圍의 뼈IJ定과 同- 훨領오로 없.IJ定하였다. 測定된 下眼圍로써 比下眼圍(下眼圍/身長

XIOO)를 算出하였다.

@ 下題最小圍

下眼骨의 福育狀態를 알아 보고자 함이 計測目的이었는데 피측정자의 下眼 內外顆 바로

위 部位를 水zp:무로 測定하되 計測은 大眼圍와 同一한 훨領무로 실시하였다. 특히 下願最

小圍는 複勞狀態와도 관련이 있어서 오랜 時間동안 일어서 있거나 걷게 되면 最小圍가 增

大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전 일찍 測定하였다. 얻어진 결과로써 比下願最小圍(下觀最小圍

/身長 X IOO)를 求하였다.

(2) 購 發 力

購發力이 란 觸鐵維가 순간적우로 收縮할 때 發現되는 최 대근력 인례， 觸力을 靜的狀態에

서 발휘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購發力은 動的 狀態에서 발휘되는 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우로서 그E率을 뜻하며 式오로는 “순발력=힘×속도“의 관계가 성립된다.

購發力의 크기를 살펴 보는 방법으로는 첫째， 實驗的오로 機械를 使用하여 뼈IJ定하는 直

接方法과 運動能力테스트 형식을 채용하여 알아보는 間接的 方法이있다. 本班究에서는 間

接的 方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되는 種팀인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넓이뛰기， 50m

달리기블 選定하여 아래와 같은 方法오로 騎發力을 測定하였다.

@ 제자리 높이뛰기(華直跳)

일반적부로 많이 채용되고 있는 싸아전트접프테스트(Sargent Jump Test)를 실시하였는메

이의 測定目的은 購發力의 下位훨素중， 뼈觸力을 主로 하되 身體의 重心을 훌훌直方向￡로

이동시키는레 필요한 購發力을 觀察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제자리 넓이뛰기(立福跳)

華直跳가 身體重心을 華直方向오로 移動시킨 거리로써 購發力을 살펴 볼 수 있다면 立福

跳는 水zp:移動 거리로써 購發力 을 알아 볼 수 있다. 뼈Ij定場所는 走福跳 鏡技用 넓이뛰기

場에서 실시하였는례 피측정자는 발구릅판 끝에 발 앞부분을 대고 서되 양발을 lOrv20em

청도 벌려 펀안한 자세로 하고 팔이나 몸통을 자유롭게 흔든 다음 앞윗쪽부로 뛰어 최대한

멀리 뚜}게 하였다. 공중 몸동작은 자유이었￡나 身體의 어느 부분이든지 모래밭에 닿은 가

장 가까운 지점과 구름판과의 거리를 em 단위의 줄자로 計測하였다. 2回 실시하여 좋은成

績을記錄하였다.

@ 50m달리기

일반적오로 50m달리기는 全身의 購發力을 알아 보는 種目으로 認定되고 있오나 本맑究

에 서는 購發力의 下位要素中 특히 스피 이 드(speed)的 흉§素를 主로 한 購發力을 觀察할 目



- 234-

的오로 이 種目을 擇하였다. 이의 測定은 국제체력검사위원회(lCSPFT)가 制定한 50m달

리기 測定方法과 同一한 方法우로 실시하였오며 記錄은 초시계를 使用하여 1/10초 단위까

지 計뼈Ij하되 1回 실시를 원칙오로 하였다.

3. 結果處理方法

本웹究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짧究對象者에 대한 測定結果를 다음과 같이 統計的 方

法으로 처리하였다.

(1) 體格의 各 下位훨素 및 購짧力 測定種目 各 훨因別 zp:均f直， 標準偏差， 標準誤差를

算出하였다.

(2) 體格의 各 下位훨因과 購發力 測定f直間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고 그 意義度를;檢證←

하였다.

]II. 結果 및 論議

1. 結 果

월體的 훌를素인 下陳의 體格과 運動能力 흥흘素안 購發力 各 훨素別 zp:均{直와E標準偏差는

〈表一 lI>， <表-JI[)， <表--IV )에 各各 提示되 었다.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Lower Limb Length and

Lower Limb Length/Height Ratio (N==83)

Lower Limb Length(cm)
L.L.L./Height Ratio

M

89.9
52.6

SD

3.37

1. 15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Lower Limb Girth and

Lower Limb Girth/Height Ratio (N==83)

M SD

Hip Girth(cm) 86.4 3.18
Thigh Girth(cm) 48.5 2.93
Calf Girth(cm) 35.1 1. 96
Ankle Girth(cm) 21. 6 1. 12

H. G./Height Ratio 50.6 1. 73
T. G./Height Ratio 28.4 1. 71
C. G./Height Ratio 20.6 1. 27
A. G./Height Ratio 12.6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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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Leg Power Tasks

Sargent Jump(cm)
Standing Long Jump(cm)
50M Dash (Sec.)

M

55.6
252.1

7.11

SD

6.07
12.79
0.31

下願의 體格훨素와 購發力間의 相關關係는 〈表- V )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L.L.L./H. Rat페H. G./H. Rat페 T.G./H. Ratio IC. G./H. Rat패 G./H. Rati l>

Sargent Jump .289a .082 .239b .069 -.003
Standing Long Jump .383a .067 .130 -.035 -.161
50M Dash 一 . 237b -.011 -.150 .001 .097

a : Significant at .01 level
b : Singificant at .05 level

體格흉§素와 購發力과의 相關은 下鼓의 長育要素인 比下鼓長과 華直跳， 立福跳間에 .289,

.383으로 各各 1% 水準에서 意義있는 IE的相關關係가 있음이 밝혀 졌고， 比下展長과 50m

달리기間에는 -.237로 5% 水準에서 意義 있는 相關關係가 있었다. 下展의 福育狀態를 觀

察하기 위한 薦素들 중에서는 比大眼圍와 품줍直跳사。1 에서만 .239로 5% 水準에서 意義있는

相關關係를 얻었을 뿐 그밖의 體格훨素와 購짧力間에는 有意義한 關係가 없었다.

2. 論 1 議

(l) 下鼓의 長育과 騎發力

下願의 長育을 나다내는 比下散長화 購發力 사이에서 華直훨素 r=.289 , 水.ZjS훨素 r=.383

스피이드훌素 r=-.237로 각각 의의 있는 相關關係를 얻었다.

下鼓의 長·短이 운동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우선 下展의 킬이는 人體의 重心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례 , 같은 身長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 重心이 높을수록 순간적오로 폼

을 움칙이는 連動種目에서 유리하며 (Hay 1973:396-470), 身長이 큰 사람의 보폭은 넓은 반면

에 작은 사람은 보다 좁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下鼓의 長育狀態는 個人의 運動範圍를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는 點과 똑같은 特性을 가진 觸肉이라도 그 걸이가 걸면 그만큼 觸收縮

速度가 빠르다고(De Vries, 1974:421) 하묘로 긴 觸은 짧은 觸에 比하여 보다 큰 觸力을 낼 수

있어 결국 下鼓가 긴 사람은 購發力 測定에서 우수한 成績을 거둘 것￡로 思料되는페， 本

맑究의 結果는 숙련된 높이뛰기 선수의 下鼓는 비운동선수보다 걸었다고 보고한 Krakower

(1941:30)나， 전형적인 트랙경기 선수는 自身의 閒體에 比한 下展가 제일 길었다고 報告한

Cureton (l951) , 옥스포드大 운동크럽 (Oxford University Athletic Club)의 회원을 대 상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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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높이뛰기， 투원반， 투창， 투포환 등과 같이 순발력을 크게 펄요로 하는 종목선수들의

下鼓가 제일 걸었다고 報告한 Parnell (1951:1292) 等의 짧究結果와 일치하고 있다.

한펀， 스피 이드를 主로 한 購發力 測定種팀인 50m달리 기 와 比下展長 사이 에서 비교적

낮은 相關關係를 얻었는레 이러한 結果는 身體의 形態나 構成과 자극에 대한 反應速度間

에는 相關이 낮거나 거의 없었다고 報告한 Pierson(1962:30)의 맑究나 Rasch (1954: 328-32) ,

Clarke (1960:570-74) , Henry andWhit1ey(1960:24-33) 等의 昭究結果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달리기에 있어서 그스피이드는“스피이드=보폭×兩빼交代回數”로表示되는바

(Hay, 1973:396) , 理論的으로는 兩關의 交代回數만 같다면 步福이 클수록 스피 이드가 콜 것

오로 類推할 수 있A나 보폭을 크게 할 경우에는 兩뼈의 交代速度가 그만큼 늦어 질 수도

있다는 點을 고려할 때 下뾰가 긴 사람이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근수축의 스피이드가 節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싶이나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운동

에 동원된 근육의 化學的 造威과 같은 여 타 特性에 따라 더 크게 左右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 만 制限된 本陽究만오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 렵 다.

(2) 下鼓의 骨의 福育과 購發力

統計處理結果 骨의 福育要素와 購發力間에는 有意、味한 相關關係가 없었다.

骨은 受動的 운동기관으로 運動力學的 立場에서 고찰하면 骨의 福育狀態가 운동능력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은 骨의 長育보다는 적을 것이 예상된다. 다만 福育狀態란 것은 튼

튼한 A體支柱나 지레대를 만투는 훨因이 되고 健康한 骨은 造血機能이나 칼숨 및 憐戰觸

代謝를 왕성히 한다는 意味에서는 重훨하다. 그러나 A體에 있어서 뼈의 무게는 體重을 決

定하는 요소가 되묘로 뼈의 福育은 結局體重을 增加시키는 훌因이 휠 수도 있다. 그러묘로

특히 무거운 體重을 훨하지 않는 種目에 있어서 過多한 福育은 운동에 妹害가 될 수도 있

을 것오로 예상된다.

한펀， 본연구에서는 骨의 福育狀態를 觀察하고자 骨盤圍를 測定하였는데 , 日 本의 東海大

學 타나카(田中)는 월드컵여자배구대회(1977년 11월 : 日本) 出戰選手들의 骨盤圍를 測定하여

접프(Jump)力과의 相關關係를 報告하면서 骨盤圍의 뼈IJ定오로 節의 橫斷面積을 살펴 보았

는데(東亞日報， 1977.11.16(8)) , 運動選手에 있어서 骨盤部는 節群이 현저하게 발달하는 것이

사실이저만 벼운동선수에 있어서는 皮下眼助이 이 部位에 沈훌되기 쉽기 때문에 비운동선

수에 있어서의 骨盤圍는 騎의 發達狀態보다는 骨의 福育狀態나 皮下R릅助의 沈層度를 測定

하는데 使用됨이 다당할 것이다.

(3) 下股의 節의 福育의 購發力

Hettinger(1960 :76)에 의하면， 觸力의 크기는 觸의 生理的 橫斷面積에 비례한다고 하묘로

福育이 發達한 觸은 그렇지 못한 節보다 더 큰 힘을 낼 것인데， 購發力을 測定하는 높이뛰

기와 넓이뛰기， 50m달리기 等은 主로 下展의 動的 節力에 左右되는 種目인 바 節福이 g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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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한 사람은 위의 種B에서 우수한 成績을 낼 것우로 예상된다. 그러나 本핍究의 결과는，

下展觸외 福育과 購發力 사이에는 比大限圍와 제자리높이뛰기 閒에만 f=".239로 5% 水華

에서 의의있는 相關關係를 얻었을 뿐이다. 이는 大願圍나 下眼圍가 운동오후 단련된 운동

선수에 있어서는 骨의 福育과 아울러 節의 福育狀態를 觀察할 수도 있지만 운동￡로 단련

되지 않 o면 이 部位에 皮下暗助의 it看도 고려할 수 있우묘로 단지 둘례를 測定한 것만a

로는 範福의 發達 때문인지 皮下眼助의 t쉰훌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본연구에

서도 皮下暗脫의 測定과 아울러 X-Ray를 통하여 骨의 福을 촬영하였다면 觸의 福育훨素와

購發力과의 關係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을 것￡로 사료된다.

다만， 같은 比大觀圍라도몸을 華直方向오로 移動시키 는페 필요한 購發力 사이에서만 有

意靈한 相關關係를 얻은 사실은 여타 種目보다 제자리높이뛰기에 있어서 大願觸力의 중요

성을 입증하는 것우로서 이러한 운동과 關聯있는 운동경기 종목의 선수는 大願觸의 彈化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유사한 報告로는 월드컵배구대회(1977년 11월 : 日本) 出戰選

手틀을 對象오로 조사한 타나카(田中)에 의해서도 얻어졌다(東亞日報. 1977.11.16.(8».

N. 結 論

서울大學校 男子大學生 83名을 對象오로 하여 下鼓의 體格要素中 長育과 福育을 人體測

定的 方法오로 測定한 成績과 뼈購發力 測定種目 中 훨直없~， 立福跳， 50m달리기成績 사이의

關係를 昭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下鼓의 長育과 뭘體를 뿔直， 水平方向￡로 移動시키는 뼈購發力 閒에는 各各 意義있

는 相關關係가 있었다.

2. 下願의 長育과 스피이드를 主로 한 뼈購짧力과는 意義있는 相關關係가 있었다.

3. 下股에 있어서 骨의 福育과 뼈購發力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없었다.

4. 下散에 있어서 節의 福育과 빼購發力 間의 關係는 比大眼圍와 童直的 뼈l購發力 사。l

에만 意義있는 相關關係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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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 ion sh ip between th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Lower Limb and Leg Power"

lun, long Kui

(Dept. of Physical Education)

Abstract

Eighty-three randomly sampled male students (age: 18-21 yrs.) Qf Seoul National Un-

iversity served as subjects. They were tested for leg power using three tests and were

measured for physical characteristics by means of anthropometric method. The power

tests were Sargent jump, standing long jump, and 50mdash. The physical measurements

were lower limb length, hip girth, thigh girth, calf girth, and ankle girth. The Sargent

jump andstanding long jump test were to observe the leg powers which propell the body

vertically, horizontally respectively;the 50m dash test was to measure the leg power on

which the leg speed factor plays a dominant role. The lower limb length measurement was

to know the length of bone and muscle;the hip and ankle measurements were to observe

the girth of lower limb bone; the thigh and calf measurements were conducted to know

the· girth of lower limb muscle. Data were proved by correlation analysis (Person ’s 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A significant relationship ￦as obtained between lower limb length/height ratio and

theleg powers which respectively propell the body vertically, horizontally.

2.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lower limb length/height ratio and the

leg power on which the leg speed plays a dominant role.

3.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tained between lower limb bone girth/height ratio

and leg power.

4.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le girth and power,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igh muscle girth/height ratio and the leg power which propells the

body vertically, but was not obtained with calf muscle girth/height ra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