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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의 體育學 船究는 自然科學的 陽究 뼈11面에 서 산엽 인 력 차원의 敎育 • 힘'/I練과 관련시

켜 많은 陽究가 進行되어 가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塵業技能그;의 양성과 훈련에 관련되는

效率的얀 方法陽究나 또는 여러 기초연구자 그 어느 째보다도 철질히 요청되고 있기 째문

이 다. 따라서 A力資原의 開發， 그 중에 서 도 各 塵業體에서 근무하는 技能工의 技能과 技

能途行과 관련 되는 運動훌因間의 相關陽究가 必훨로 되고 있다.

이러한 社會的 훨求에 부응하기 위하여 本 船究에서는 技能工의 作業能率과 相關이 높게

관여되 리 라고 判斷되는 여 러 連動훌因中 身體反應時間과 技能I 適性과의 相關關係를 探索

• 考察해야 할 必要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맑究目的

本 船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이 크게 兩分하여 設定할 수 있다.

첫째， 기능공의 技能I 適性과 身體反應時間과의 相關關係의 有無를 算出 • 檢證한다. 關

聯Jiff究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技能工 適性 : 눈과 손의 協應力， 手運動의 速度， 空間知

覺， 그리고 (2) 反應時間.

둘째， 技能I適性 및 身體反應時間의 先行짧究를 探索考察하여 그 理論의 適用方案올 提

示한다.

2. 用語의 定義

(l) 技能(skills) : 林緊藏 (1972 : 63)은 다음과 같이 技能에 對하여 상세하게 定義블 내리

고있다.

技能이 란 廣意로 解釋하면 어떼한 熟練된 行動(skilled performance)을 할 수 있다는 能

* 본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依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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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더 세밀히 顆察해 본다면 이 말은 세 가지 關聯된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λ、間行動에 있어서 習得련 能力을 말한다. 先天的인 能力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學習과 訓練을 通하여 혐發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能力에 關聯해서 말하는 것이

普通아다.

둘째로， 그것은 身體的 運動과 關聯된 能力 (Motor ability)을 위주로 하는 擺念이다. 물

론 뼈的 能力이나 情續的 表現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技能이라고 할 때에는 주

로 身體運動과 關聯해 서 行動을 다루는 것이 며 心理學的으로 運動技能 (Motor skill) 에 속하

는 것이라 하겠다. 人間의 行動中 事物을 理解하고 思索하는 것이 주로 認、識의 領域에 속

하는 것이라 한다면， 技能은 主로 身體運動의 變化블 관찰할때 形成되는 觀念이라하겠다.

위에 서 말한 두가기 命題에 서 스스로 演繹되는 또하나의 事寶은 技能이 란， 練習을 通하여

보다 빨리 보다 正確하게 그리고 보다 複合된 운동을 途行할 수 있게 된다는 點이다. 熟練

펀 技能이란 效率的인 練習을 通하여 熟達됩 境地에 到達한 技能을 意味하는 것이며 모든

技能은 그와 같은 目標를 指向하여 發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廣意의 技能과는 反對로， 技能이라는 말을 練意료 使用하는 境遇블 上程할 수

있으며 技能올렴 픽 이 라든지 技能그; 등의 경 우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自然科學的 部分

에 있어서 專門職으로서의 技術者(engineer)들에 의한 高度의 技術을 除外하고 比較的 釋

度가 낮은 敎育과 反復的 訓I練을 通하여 習得할 수 있는 技術上의ι 能力을 가리켜 技能이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洋服이나 洋親를 만들거나 雄盤을 깎는 따위의 일에 限定해

서 技能이라는 말을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本 陽究에서는 이와 같은 後者에 속하는 技能工의 適性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2) 反應時間 (reaction time) , 動作時間 (movement time) , 그리고 應答時間(response

time): Johnson (1 975 : 30rv31 )은 어느 특별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시작되기까지 소요되

는 時間의 길이를 反應時間이라고 풀이했고， 동착시간은 反應時間 뒤의 身體의 일부분야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청까지 움직이는 거리의 소요시간을 뜻하며， 應答時間은 反應時間

과 動作時間을 합한 것을 意味한다고 定義 내리고 있다.

Franks와 Deutsch (1973: 125rv 126)는 反應時間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定義를 내리

고 있다. 즉， premotor time , motor time , movement time , reaction time , 그리고 response

time으로 분류하고 있다.

Premotor time은 어느 자극으로부터 근육활동이 시 착되기까지의 시 간을 말하며 , motor

time은 節肉活動의 시 작부터 動作開始까지의 時間을 말한다. Movement time은 動作時間부

터 소청의 反應動作이 끝날 째까지의 時間을 意味한다. 反應時間 (reaction time)은 premotor

time과 motor time을 합한 時間을 말하며 應答時間 (response time)은 反應時間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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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과 動{'f時間 (movement time)을 합한 시 간을 意味하게 된다.

:Robb (1972:86"，-，89)는 자극에 對한 情報를 터득하는 過程에 소요되는 시 간을 反廳時間

(reaction time)이 라 하고， 動作時間(movement time)은 자극에 대한 反應動作이 始作되어

寶際로 反應動作을 끝내기 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應答時間(response time)은 反魔時

間과 動作時間을 합한 시 간을 뜻한다.

Robb는 아울러 다음과 같이 反應時間(reaction time)을 세 형태 (types)록 分類 提示하고

있다.

A型 : 單純反應時間 (simple reaction time)→자극 하냐에 반응도 하나.

B型 : 選擇反應時間 (choice reaction time)→여 려 자극에 반응.

C型 : 選擇反應時間 (choice reaction time)→여 러 자극에 단 한가지 反應.

세 형태블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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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 (1980:208)는 자극에서 부터 反廳動作의 始作까지 소요시간을 반응시간 (reaction

time)이 라고 했으며， 反應動作이 시작되어 특수한 動作이 끝날 째까지의 소요시간을 動{'f

時間 (movement time) 이 라고 定義블 내 렸다. 그리고 反應時間과 動作時間을 합한 總、 時間

을 應答時間 (response time) 이 라고 定義를 내 려 위 에 서 진술한 Johnson, 또는 Robb의 定義

와 -致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例究에서 使用된 用語의 定義는 이들 Johnson, Robb,

그리고 Singer의 定義에 따라 使用되 었다.

n. 理論的 背景

金뿜安과 尹二重(1 981)은 8개의 寶驗集團을 對象으로 做體別 單純 및 選擇反應時間을 뼈.IJ

定하여 展體間의 反應時間의 差， 性別間의 差， 選手와 非選手間의 差가 어떻게 다른까를

짧究하여 다융과 같은 結論을 얻 었다.

@ 左右股體間의 反應時間은 單純 • 選擇反應時間이 選手群이나 非選手群間에 유의할 만

한 差가 없었다.

@ 손과 발간의 反應時間은 全寶驗群에 서 單純 및 選擇反應時間의 差7} 認定되 어 촌이

발보다 빨랐다.

@ 性別 鼓體間의 反應時間을 比較하면 非選手群은 單純反應의 경우 5% 意義度 水準에서

男性群이 女性群보다 빨랐다.

@性別 展體間의 反應에서 選手群은 單純反應에 서 大部分 性의 差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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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手와 非選手間의 鼓體別 反應時間은 女性群의 경우 選手群이 현저하게 빨랐다.

朴哲浩(1979)는 大節動作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스포오츠 種目別 運動選手의 全

身反應時間이 짧은가， 또는 運動種目에 따라서 反應時間이 差異가 있는치의 여부， 運動選

手는 一般A에 比하여 反應時間의 速度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運動種目에 따라서 單純 全

身反應時間과 選擇 全身反應時間과의 差異 규명 등 包括的인 分析 짧究를 설시하였다.

朱壽男 (1981)은 身體의 중잦勢에 있어서 다리의 굽힘 角度， 발 重心의 位置， 反應動作方向

等이 全身反應時間에 어 떼 한 영 향을 미 치는가를 比較 •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

었다.

φ 다리를 펀 횟勢와 30。 굽한 資勢의 反應時間은 남자의 경우 差가 없었A냐， 여자의

경우 差가 있었다.

@ 발 重心의 位置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反應時間의 差가 없었다.

@ 方向에 따른 反應時間에 있어서는 男女 모두 Y輔에 비하여 X輔이 빨랐다.

® 발 重心의 位置， 다리의 굽힘 角度， 反應動作 方向 等의 賣因間 相互作用은 男子의

경우 다리의 굽힘 角度와 反應動作 方向間의 相互作用이 있었으나 여자는 이들간의 相互f'f

用이 없었다.

@ 男女 모두 反應間間에 個A差를 나타내었다.

李賴世(1980)는 重心의 높이에 따라서 全身反應時間은 어떻게 蠻하며，.zp:衝力에 어떼한

영향을 주며， 또한 全身反應時間과 .zp:衝力과는 어떠한 關係가 있나를 分析하였다. 한 對象

이 重心의 높이블 흉勢에 따라서 달리한 것이 아니라 重心高와 身長과의 比率에 따라 全身

反廳時間과 .zp:衝力이 어떻게 변하나를 규명하였다. 종요한 結論 몇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重心高와 全身反應時間 사이에는 유의한 相關은 없었으나 前後方向의 反應時間은 重

心高가 낮은 사람이， 左右方向의 反應時間은 重心高가 높은 사람이 빨랐다.

@ 全身反應時間은 左右方向보다 前後方向의 .zp:衝力과 相關이 더 높았다.

林緊藏(1972)은 技能工 適性에 包含되어 있는 運動適性의 몇素를 밝히기 위하여 技能工

適性檢훌와 遭動適性檢훌의 相關關係블 짧究하여 다음과 갚은 結論을 얻었다.

φ 女子에 있어서 運動適性莫因과 技能I適性훨因間에는 相關이 있는 要因이 거의 없으

나 技能I適性과 運動適性間에는 아주 낮은 相關아 있다.

@ 男子에 있어서 運動適性과 技能工適性 사이에는 相關이 없다.

橫山과 場漢(1979)은 移動距離와 方向을 동시에 고려한 상태에서 全身選擇反應時間을 實

驗船究하였다. 寶驗條件을 25, 45, 60cm의 거 리와 前後左右의 네 方向을 조합설계하여 여

러 寶驗結果를 얻었다.

河邊(980)의 陽究에 依하면 移動하는 物體의 刺戰이 固定光 刺戰에 比하여 反應時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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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랐으며 연령에 따른 反應時間은 성장에 따라 반웅시 간이 짧아지며 大學生 年顧層에

이르러 最高水準에 達했다.

Atwell과 Elhel (1948)은 男子 高校生을 對象으로 反魔時間을 測定한 結果 高校의 年敵

에서는 最高의 水準에 이르지 못함을 알아낸다.

Teichner (l954) 의 單純反應時間 陽究에서는 얼반적으로 30세 前後가 反廳時間의 最高71<.

準에 달하는 總頂期이며 그 以後에는 latent period가 보다 걸어지게 된다고 報告하고 있다.

Goggin과 Christina (1979)는 移動標的을 使用하여 실험한 결과 反魔時間(reaction time)

은 事前動作時間과 높은 相關이 있었지만 動作時間과는 낮은 相關을 나타내었다. 選擇反應

時間은 標的의 크기에 따라 큰 影響을 받고 있는 반면， 單純反廳時間은 標的의 크기에 그

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있다. 運動時間은 標的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소요시간이 걸어져

가는 경향이 있었다.

m. 冊究 方法

1. 被驗者

本 船究을 의한 實驗集團은 서울시 내 에 位置하고 있는 s :r.業高等學校 긍學年 男學生중

二級 技能寶格證 所持者 27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寶驗期間 및 樓所

@ 期間 : 1981年 7月

@ 樓所: s工高 體育館

3. 寶驗 方法

(l) 全身 選擊反應時間測定項目 및 使用 道具

被驗者는 體育服 차렴으로 運動웹k를 신고 寶驗측청기의 밸판위에 올라가 자연스럽게 선

다. 被驗者는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시램프(lamp)를 응시하고 있다가 나타나는지시방향

(前·前·左·右·중의하나)에 따라 可能한 한 빠른 동작으로 移動한다. 記錄測定前에 1

회의 연좁 기 회를 提供했다. 세부측청항목은 全身選擇反應時間 (whole body choice reaction

time) , 動作時間 (movement time) , 廳答時間 (reaction plus movement time)으로 크게 3분

하여 測定記錄하였다.

(2) 技能工 適性檢養

一個人이 機械技術分野， 그:業分野에서 얼마의 適性과 能力(略해서 技能)을 가지고 있느

냐를 測定할 때에는 흔히 檢훌器具플 利用하게 된다， 따라서 10名 以上의 集團에서 同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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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

1925年 紙筆檢훌 (pencil and paper test)만에 他한 技能工 適性檢養를

成功的으로 옮u作하여 그 後 45年間을 通하여 이를 修正j 補完하여 信賴性과 쭉當性이 極히

優秀한 檢흉로 發展시켜 活撥히 適用되고 았는 것을 韓國塵業心理짧究會의 이훈구(1967)가

우리나라에 맞게 標準化 製作한 技能工適檢흉를 本 班究에서 使用하였다. 이와 같은 技能

工適性檢훌는 다음의 7가지 小檢훌로 構成되어 있다.

@檢효의 構成

@Tracing(速路檢훌)-눈과 손의 協應力과 그 速度

어려운 點이 많기 째문에또 檢흉器具의 操作節次가檢흉를 寶施하기는 곤란하고

Macquarrie 博士가

(f) Tapping(手動力檢흉)-手運動力의/ 速度를 測定

@ Dotting(打點檢養)-手動力의 IE確性과 필速性을 測定

® Copying(復寫檢흉)-形의 9rl寶과 手의 協應力， 運動의 速度와 正確性을 測定

@ Location(位置把握檢홍)-位置의 判別과 空間知覺力을 測定

® Block Identification(空間知覺檢養)-物體의 分別力 三次元的인 空間뼈覺을 測定

o Visual Pursuit(追歸檢훌)-視覺的인 運動性의 速度와 正確{生을 測定

@ 檢養의 實施方法

CD 準備器具-各 4、檢흉늠 모두 制限된 檢3훌時間을 업수해 야 하무로 다음 器具를 갖추어

서 檢養하였다.

a. 스톱 워 치 (stop watch)

b. 모든 檢흉者에게 各各 2個씩 배부할 뾰족하게 깎은 연펼

e 一般的 注意

各 小檢養는 本 檢훌前에 演習檢훌블 꼭 하는 바 이때 被檢훌者에게 檢훌夏領을 充分히

理解시키고 아울러 檢흉實施者의 시작과 그만의 信號블 준수해 줄 것을 항상 彈調하였다.

各 小檢훌別 指示事項은 연습검사 안에 明記되어 있으무로 檢흉寶施者는 이 內容을 被檢호

〈表 1> 檢흉所훌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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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와 같이 읽어 나가면서 檢훌하었다.

@ 檢효 所훨時間

各 小檢흉에 따른 연습검사와 時間制限은 위 〈表 1>과 같다.

被檢養者가 檢훌를 答하는 데 만 所훨되는 時間은 13分40f}r이 다. 이외 에 檢훌寶施者가 指

示를 줄 때 所훨되는 時間 약 20分(各 小檢養當 約 3分썩 )올 합치면 約 40分청 도의 時間으

로 이 檢養블 끝마치었다.

4. 寶料處理方法

CD 全身選擇反魔時間을 反應時間， 動作時間， 應答時間別로 나누어 平均과 標準偏差를 구

하었다.

@ 技能I適性을 各 項目別로 分類하여 zp.均과 標準偏差를 구하였다.

@ 技能工適性과 反應時間， 動It時間 및 應答時間과의 相關係數를 구하였다.

IV. 結果 빛 考察

全身選擇反應에 있어서 反應時間 (RT)， 動作時·間 (MT) 및 應答時間 (RT+MT)이 技能工

適性에 미치는 影響을 알아보기 위하여 寶施한 測定 및 檢호의 結果블 反應時間， 動作時間

및 應答時間別 關係를 項目別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全身選擇反應時間

全身選擇反應 測定裝置블 利用한 被驗者의 反應時間 및 應答時間， 測定f直에 對한 平행

및 標準偏差는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全身選擇反應時間 測定結果 單位 : 1/100秋

反 應 時 作 時 間 →應
答 B활 間

M 69.44 16.41 85.85
SD 21.28 8. 71 19.15

위의 〈表 2>를 보면 反應時間은 動作時間보다 0.5303妙 길며 標準偏差에 있어서도 反應

時間이 動作時間에 比하여 0.1257젠가 큰 것을 나다내어 被檢者는 反應時間에 있어서 더욱

큰 個A差를 보이고 있으며 反應時間과 動作時間의 合으로 表示되는 應答時·間은 動It時間

보다ι反魔時間에 의하여 더욱 큰 影響을 받고 있으며 應答時間의 偏差에 있어서도 大部分

反應時間의 偏差에 他한 것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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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技能工 適性

7個 項目에 對한 技能J::適性의 檢훌結果는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技能工適뾰 檢호結果 單位 : 點

|굉鍵흉 |뚫動끓 |打點檢흉 !復寫檢종 | 앓置把훌 | 옳間知좋 | 追帥檢훌 l合 計

滿 點 80 70 100 80 40 30 40 440
M 21. 89 44.74 26.06 54.04 34.17 16.67 24.74 222.50
SD 4.19 6.95 3.47 15.14 3.69 3.86 5.92 22. 72

위의 〈表 3>을 보면 技能工適性의 檢훌結果는 空間9iO覺檢훌와 追助i檢훌블 除外한 5個 項

目에서 모두 中上의 水準을 나타내었으며 7個 項目의 合計點數 껴지是 中上의 7.K準을 .,!i!..

었다.

3. 反應時間과 技能工適性間의 相關關係

全身反應時間과 技能工 適性 7個 項目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性은 다음 〈表 4>와 같다.

〈表 4> 反應時間과 技能工適性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性

| 迷路檢훌 | 뚫 動 끓 | 打點檢훌 | 復寫檢호 1앓置;j-1':\훌 | 옳門知훌 | 追願檢호 | 合 計

反應時間 I 0.04' I 0.16' I 0.13' I 0.2맘 I 0.21' I -0.14' I 0.05' I α 잃a

a: not significant

위의 〈表 4>를 보면 全身反應時間과 技能工適性間에는 有意한 相關을 나타내지 않으며

그 중에 서도 迷路檢홈， 追歐檢훌는 거의 相關이 없음을 나타냈고， 空間知覺檢호와는 낮은

負的 相關을 나다내 었다.

그러나 位置把握檢효， 復寫檢養， 手動力檢養와는 有意하지는 않으나 낮은 正的相關을 나

타내었고， 技能工適性 7個 項目 合計點數와는 0.22의 相關을 보임으로써 反應時間은 全般

的으로 技能工適性과 有意할 만한 相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과 눈의 協應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技能工適性과는 낮은 負的 相關關係블 가지고 있음을 보었고， 認知fir.用이 많

은 比重을 차지하는 空間知覺에는 낮은 正的 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4. 動作時間과 技能I適性間의 相關關係

全身의 動作時間과 技能工適性 7個項目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性은 다음〈表 5>와 갚다.

〈表 5> 動作時間과 技能工適性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뾰

| 않路檢훌 |뚫 動 옳편뿔끓 {爾檢호 |앓觀劃歡寶「필끓꿇용] 合 등f
뺨뻗변 I 0.26' I -0.15' I-α 003' I -0.3판二o.22' I -0.29b I -0.01' I -때a
a: not significant !J: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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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表 5>를 보면 動作時間과 技能I適性間에는 位置把握檢호와 空間知覺檢養가 各各 危

險率 5% 水準으로 有意、한 負的 相關을 나타내고 기다 項目에 있어서는 有意한 相關을 나

다내지 않았다.

또한 速路檢홉에서의 有意하지는 않으나 比較的 높은 正的 相關을 除外하고는 모두 負的

相關을 나타냄으로써 技能工適性 7個 項目의 合計點數와도 有意하지는 않으나 높은 負的

相關을 나다낸 것을 보아 짧路檢훌륜 除外하고는 모두 動作時間이 技能工適性에 正的인 關

係를 가지고 있으며 特히 復寫檢효와 空間知覺檢흉와는 그 關係가 有意하였다.

또한 技能工適性 7個 項目의 合計點數와도 有意하지는 않으나 -0.28의 比較的 높은 負

的 相關을 나타냄으로써 動作時間이 짧을 수록 技能I適性이 높아점을 보였다.

5. 應쏠時間과 技能工適性間의 相關係關

全身의 應答時間과 技能I適性 7個 項目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性은 다음 〈表 6>과

같다.

〈表 6> 應答時間과 技能工適性間의 相關係數 및 그 有意많

l 표꿇檢훌 |뚫 動 훌 |끓꿇휩꿇옳꿇화廳體讓顧좋1追밟짧호 l合 計

藝뻔上끈간 j 0.11너_0; 14" _L_맨폰닌펀뇨펠L파01"난; 12"

a: not significant b: p<O. 05

위 의 〈表 6>을 보면 應答時間과 技能I適性間에서 뿔間知覺檢憂가 危險率 5% 水準으로

有意한 負的 相關을 나다내어 反應時間과 動作時間을 같이 고려 할 때 應答時間。1 짧으면

gg間知覺이 빡름을 나타내었고， 其他 項目에서는 有意한 相關을 보이지 않았다.

技能그:適性 7個 項目의 合計點數와는 有意하지 않은 낮은 相關을 나타내 어 全般的으로

應答時間은 空間知覺을 除外하고는 모두 負的 關係를 가지고t있음을 보였다.

아러한 結果를 全體的으로 살펴 볼 때 技能工適性은 反應時間， 動作時間 및 應答時間中

에서 動作時間에 가장 큰 影響을 받으며 比較的 높은 正的 關係를 지니고 있고， 反廳時間

과는 낮은 負的 關係， 應答時間과는 매우 낮은 負的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V. 結 論

技能資格證을 所持하고 있는 .::t:業高等學校 學生 27名을 對象으로 反應時間과 技能그:適性

間의 關係를 料明하기 寫하여 實驗·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反應時間과 技能工適性間에는 有意할만한 相關이 存在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速路

檢養， 追助檢철￡와는 거의 相關이 없으며 空間知覺檢훌와는 낮은 負的相關이 있올 뿐야 다.

@ 動作時間과 技能工適性中 位置把握과 空間쩌覺에 서 各各 危險率 5% 水準에 서 有意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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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的 相關이 存在하며 其他 項目에서는 有意한 相關이 보이지 않는다.

@ 應答時間과 技能工適性중 ~間9.tJ覺檢흉에 서 危險率 5% 7.1<準으로 有意한 負的 相關을

나타낸 다， 아울러 反應時間과 動作時間을 같이 고려할 때 應答時間。1 짧으면 空間知覺이

빡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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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ime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Improve Work

Performance for Highly Skilled Technicians.

by Vi·Soo Kim

SinBok Ka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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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ime is one of the limiting factors in the performance of all skills. Although

comparatively little work has been attempted on reaction time in relation to skilled

technicians , a vast literature on the subject exists in the field of experimental psychology.

Basically, reaction time can be considered under two categories: (a) simple reaction time,
and (b) choice reaction time. However, in the present study, a consideration has only

been made on the choice reaction time relating to the aptitude of skilled worker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primaril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body choice reaction time and the aptitude of skilled workers. The subjects were

27 male students of a technical high school in Seoul. The whole Body Reaction Timer

(TKK 1264-I) was used to measure the choice reaction time. Also, the Skilled Worker’s

Aptitude Test developed by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Psychology was used to

conduct the aptitude test among skilled workers.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would be drawn:

1)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action time and overall. aptitude test of

the skilled technicians sampled for the study.

2)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time and location

on the aptitude test of skilled technicians.

3)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ive time and block

identificationon the apittude test of skilled technici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