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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慶 {瓚웹 步쯤이 體觸 홉훌運에 미치는 影響 (I)

---固形 組織을 中心으로---

金

1. 鼎究動機와 目的

義

(體育敎育科)

洙

體育은 合理的인 훨體活動을 通하셔 心링의 發育， 發達윤 f足進하고 社會性을 껴르며 훌

륭-한 A間앉을 形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한다.

身體運動을 적당허 하면 사람의 體力이 I혜上되고 健f형핫이 增進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추츄

해 왔고 -般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確實한 寶驗的 根據는 아

직 없었으며 또한 運動의 어떤 機輔에 의하여 健짧이 增進되는지도 알지 옷했었다.

그러나 運動이 羅病率괴- JE亡·率을 저 하시 키 거 나 壽命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寶

驗的 根據는 있다. 흰 쥐에 매일 적딩-한 運動을 시킨 結果 그렇지 않은 .It較群에 비해 壽

命이 걸었다는 짝究報告가 있다(Retzloffetal 1966;171) 한펀 펼體運動을 하면 근육의 힘 이 증

가하고 근섬유의 비대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그에 對한 確實한 實驗 根據가 있다(Goldberg

1967; 19-21) 이와 같은 阿究들은 위에서의 문제들을 確寶하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運動이 體力을 向上시키고 健康을 增進시킨다는 理論이 確立이 되면서 어떤 運動

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띈다.

많은 學者들은 “身體運動의 가장 보펀적인 형태가 律動性運動이며 걷기외- 딸리기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南 基鍵동 5- 1970;09-119) 라고 주장하고 있다. 걷기와 달리기는 다려와 팔

기타 근육이 오랫동안 律動的으로 수축을 반복하는 것으로 가장 基本的인 身體運動이다.

하루에 1시 간씩 시속 6km의 걷기를 하면 健康增進에 도움이 되는 運動이라고 主張하는 班

、 究發表도 있다(南基線동 19 • 1970;59-63).

그러나 걷기가 운동의 基本이 되는 것 만은 블림없는 事寶이지만 운동의 효융면에서 문

제가 있을 뿐 아니라 걷기 만의 운동은 녁무나 단조로워 흥마플 가질 수 없어 오래 계속하

기란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걷기운동에서 變形완 달리기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 이 달리기를 中心으로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된 게임들을 하게 된다. 걷기

의 또 다른 변형운동으로 치밤이 걷기와 내리밭이 걷기가 있는데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여

가 션용의 한 方法으로 택하고 있는 登山運動이 바르 치받이 걷기와 내려받이 걷기의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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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경우이다.

登山의 效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是是 非非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선 登山運動이 뭘

體에 미치는 쳤果및 영헝:을 生理學的인 面과 解홈U學的인 面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登山이 A體의 各 器管의 生理的 機能에 미치는 영향및 그 效果， 뭘/體의 成長과 發育에

마치는 영향등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生理學的 冊究에서 볼 때 登山運動이 에너어지 대시나 心腦轉動등 순환및 호흡기 계통의

生理機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미 여 러 학자들이 寶驗的 %究로 짧表하고 있

다(南基觸， 金完泰， 1972;67-70).

運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體力에 관해 살펴보면 인간의 體力은 훨體를 構成하는 體

格의 諸훨因에 의해서 그 彈弱이 決定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 다. 登山運動이 A體

의 諸 生理的 變化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本 陽究는 登山運動이 體

格發達에 자극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高度 碩힘 步行‘이 體格發達의 諸 훨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알아 보고자 한다.

%究의 펀의상 高度 f煩짧} 步行이 體格發達에 미치는 영향(I)에서는 固形 組織의 成長

發育만을 다루고 其( n )에 서는 피 하지 방과 근육이 포함되는 軟組織을 다루고자 한다.

n. 따究內容및 方法

1. 測定 對象者

船究의 對象者는 實驗集團과 比較集團을 나누어 택 했는데 實驗集團은 {煩합 高度 약 25。

의 600m 걸을 매일 치받이 걷기 15분， 내리받이 걷기 10분의 운동을 해야 둥하교를 하는

서울 시내 “S" 여 자고등학교 1학년생 595명을 선택했고 비교접단은 市內 中心地에 위치하여

平地의 킬만을 걸어 등하교하는 “C" 여 자고등학교 1학년생 732명을 선택 했다. 모든 대 상자

는 그 연령이 만 15'"'-'16세 로서 신체 성장발육률이 높은 청소년기의 소녀들이다.

2. 使用된 器具

體格 檢죠표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測定 器貝틀을 使用하였다.

@ “martin"式 身體 計뼈IJ器

@ 휴대용 自動式 저울

® "meikosha"社 製作 Elyoken-type被服훔 測定器

@휴대용 줄자

@ 日 本 “竹井 機械”社 製作 !i Tν式身體 測定器 寶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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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測定 時期및 節次

實驗集團과 比較集團 모두 1학년 학기초안 3月 15"-'25 日 에 걸처 제 1차 측정을 實施하고

누락됐거나 잘못 計測이 된 학생들은 4月 초에 제 2차 測定을 實施해서 運動 負淸 이전의

것과 9個月 간의 運動 負南를 가한 후인 12月 중순의 測定값을 구했다.

4. 隔究內容과 測定方法

치받이 걷기와 내리받이 걷기의 운동이 體格發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 碩삶 高度 약 25。의 걸 600m를- 매 일 오르내 리는 特珠환경 에 있는 학교의 학생

들과 평지에서 一般的얀 걷기 운동만으료 등하교하는 학교의 l학년 학생들을 實驗뚫團과

比較態團으로 해서 運動 負햄가 주어지기 이전인 학기초에 體格形成의 各 훨素들을 測定하

고 한 학년이 끝나는 학기 말에 (運動 負倚後) 다시 測定하여 登山 連動이 體格 發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l)에서는 固形 組織의 長育， 폭育， 圍育등의 요소를 測定했는페 그測定 項팀은 다

음과 같다.

(단， 측정을 함에 있어서 측정시간 측정자의 치-이로 상당한 오차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 身 長

身長의 測定은 발의 뒷꿈치， 둔부， 흉추의 윗 부분이 신장계에 접촉되게 하고 종골에서

두정골까지의 수직거리를 測定했다.

2) 쏘 高

앉은 키는 흔히 上體의 갚이라고 하는데 살상은 하퇴의 一部 廳骨이 포함되기 해문에

엄격한 意味로는 上體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뼈IJ定은 “Martin"式 坐高計의 앉음판에

둔부를 밀착시키고 발바닥은 마루 바닥에 딛고 하퇴는 곧게 해서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하

며 척주를 쭉 펴서 測定器 기둥에 벌착시컸을 때 坐骨의 끝에서 두정골까지의 수직거리를

測定했다.

3) 上 股 長

上願長은 上願骨， 前歸骨(R骨， 橋骨)， 手根骨， 中手骨， 指骨둡을 합한 걸이이다 그 뼈Ij定

은 直立 자세에서 손가락을 쭉 펴서 대되에 붙이고 됩隆끝에서 長指의 끝까지를 測定했다.

4) 下 缺 長

下展長은 購骨， 大眼骨， 下眼骨(股骨， 뺨骨)， 足根骨들올 합친 길이로 그 測定은 直立

자세 에 서 R寬骨의 陽骨魔에서 足根骨의 鍾骨끌까지를 測定했다.

5) 足 長

발의 길이로 鍾骨의 끝에서 제2지골끝까지의 길이를 測定했는데 足長의 칼이는 치밤이，

내리받이 걷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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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흡 福

견폭은 脫骨炳의 福과 양쪽 鎭骨의 깊이와 릅繹의 鎭骨 캡점에서 릅峰 끝까지의 걸이블

합천 킬이를 말하며 그 測定은 自然스럽게 선 자세에서 잉:쪽 견봉단의 거리를 뼈Ij定했다.

7) 足 編

中足骨과 指骨의 起節骨의 關節을 이루는 곳의 폭， 즉 제 1중족지관젤에서 제5중족지관첼

까지의 福을 全 體重이 발바닥에 지지되도록 直立 자세를 취하고 測定했다.

8) 흡關節圍

j릅關節은 上歸骨頭와 견갑골의 關節商사이에 이푸어 지는 관철인데 그 둘레의 測定， 즉

견봉의 끝에서 願商를 한 바퀴 돌린 길이를 測定했는데 正確한 관섣의 둘례를 測定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9) 附關節圍

주-관절의 消購뾰洞內에는 上願橋關節， 上騎R關節， 근위요척관섣등 세 관철이 形成되고

있는데 주관철위는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서서 팔꿈치의 둘례를 펴.u定했다.

10) 陳關節圍

술관절은 大眼骨의 遠位端 關節面과 股骨의 近位端 關節面， 降蓋i압등 세개의 뼈가 동시

에 關節을 形成하는 關節部位이다. 이 部位의 測定은 자연스랩게 直立한 자세에서 무릎의

둘레를 測定했다.

11) 距退關節圍

距眼關節은 발목관철로 降骨과 牌骨의 遠位端에 사이 에 距骨體의 近位端。1 끼 어 서 形成

된 관철이다. 그 둘레는 下題의 양쪽 顆， 즉 복사뼈를 지나는 발목의 둘레를 전 체중이 발

에 지지되는 狀態로 선 자세에서 rP'1j定했다.

12) 中足指關節圍

중족지관철은 중족골과 지골사01에 형성되는 관철언데 제 1중족지관철에서 제5중족지관철

에 걸쳐서 그 둘레를 測定하는데 발바닥에 體重을 지지하면서 直立 자세로 測定한다.

ill. 測 定 成 續

高度 f煩종} 步行의 運動 負빠가 없長發育에 미 치는 영향에서 固形組織은 12개 훨所에서

測定을 했는데 그 成績은 다음과 같다.

표기의 펀의 상 운동부하 이전의 것은 1차측정 이 라 하고 운동부하 이 후의 것은 2차측정 01

라 칭하고 대 상자의 수는 “n” , 평균치는 “m” , 표준펀차는 “S .D . "로 표기 한다(단위는 e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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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身 長

<표-1> 신장의 비교

측 정 1 차 측 정 2 차 측 정

項 別 n. m. S.D. n. m. S.D.
母集圍

실험집‘ 단 499 153.90 9.08 492 156.20 10.86
비 교 집 단 720 154.10 12.23 711 156.00 12.77

<표-1>에서 身長 짧育을 비교해보면 살험집단은 운동부하전에 153.90에 서 운동부하를

시킨 후에는 156.20으로 2.30cm의 성장을 보인데 버해 비교접단은 1차측정 에서 는 154.1。

이고 2차측정 시 에는 156.00으로 1. 9cm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령층-의 전국 평균치는

156.1로 실험 집 단보다는 작고 비교집 단보다는 크다.

2. 坐 高

<표-2> 좌고의 비교

測 1 차 측 정 2 차 측 정

n. m. S.D. n. m. S.D.
母集團

실 험 집 단 | 596 82.41 10.98 583 84. 76 11. 69
비 교 집 단 719 81‘90 13.67 714 83.85 14.42

<표-2>에서 좌고의 비교를 보면 살험접단은 1차측정 시 에 82.41에 서 2차 측정시에는

84.76~로 2.35cm의 성 장을 보인데 반해 비교집 단은 1차측정 에서의 81. 90에 서 2측정 에 서

는 83~85로 1. 95cm의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령층의 전국 평균치는 84.90으로 실험접단이나 비교접단의 평균치보다도 크다.

3. 소 R支 長

<표-3> 상지 장의 비 교

뼈j 定
차 측 청 2 차 측 정

項 別 n. m. S.D. n. m. S.D.
母集團

실 험 집 단 l 591 67.18 11. 98 580 69.98 12.32
비 교 집 단 718 67.56 11. 80 726 70.13 11.62

<표~3>에 서 상지 장의 비교를 보면 실험집단은 1차측정 에 서는 67.18이 었으나 2차측정

의 결과 69.98로 2.80cm의 성장을 보인데 비해 비교집단의 측정결과는 1차측정 에서 67.56

이었고 2차측정의 결과는 2.63cm이 었다. 이 두접단을 비교해 볼때 실험집단의 성장이 비

교집 달의 성 장보다 O.17cm 더 큰 것으로 나타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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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下 鼓長

<표-4> 하지 장의 비 교

1 차 측 청 2

母集團項 別 n. m. S.D. n.

실 험 집 단 | 576 86.82 9.56 585
비 교 집 단 721 85.12 14.51 728

흐느.. 정

m. S.D.

88.84 11..31
87.01 15.17

<표←→4>에서 하지장의 비교플 보연 싶험집단의 1차측정 결과는 86.82였으나 2차측정 에

서 는， 88.84로 2.12cm의→ 성 장을 보였고， 비 교접 단에서는 1차측정 은 85.12이 고 2차측정 은

87.01료 1. 89의 성장을 보였다. 싣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장은 싣협집단이 비교집단에 비

해 0.23cm 더 큰 것으료 나타났다.

5. 足 長

<표-5> 족장의 비교

측 정 2 측 정

項 別 S.D. n. m. S.D.
母集團

n. m.

실험집‘단 587 20.52 9.86 590 22.73 10.22
lJ] 교 집 단 716 20.41 10.06 708 21. 34 11. 08

<표 5>에 서 족장의 비교를 보면 실험집 단의 l차측정 치는 20.52이 고 2차측정 치는 22.

73으로 2차측정 의 결과 2.21c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칩단의 측정결과는 1차측정 에서 20.

41이 척ι，-2차측정 에서 는 21. 34로 2차측정 의 측정결과가 1차측정보다 0.93cm성 장한 것이다.

싶험칩단과 비교접단을 비교하여 보면 실험칩단이 비교집단보다 1. 28cm 더 크게 성장

했다，

6. 眉 I隔

<표-6> 견폭의 비교

測 定 1 차 즉 정 2 차 츠9'- 정

項 別 n. m. S.D. n. m. S.D.
母集團

실 험 집 단 569 39.01 11. 02 590 42.96 10. 79
비 교 침 단 719 38.61 11. 86 724 40.41 13.18

<표←→6>에 서 경폭의 비교를 부면 실험집단의 측정결과에서 1차측정 의 39.01과 2차측정

의 42.96로서 3.95cm의 성 장을 보였고， 비 교칩 단의 1차측정 치는 38.61이 고 2차측정 치는

40.41로' 1. 80cm의 성 장을 보여 실험집 단이 비교집 단보다 2.15cm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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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足 福

<표-7> 족폭의 비교

測 定 1 차 후「 정 2 차 측 정

母集團
項 別 n. m. S.D. n. m. S.D.

523 9.41 15.73 571 10.72 16.86
비 교 집 단 721 9.26 13.60 741 9.98 14.63

<표-7>에 서 족폭의 비교를 보면 실험집 단의 1차측정 치 . 9.41과 2차측정 치의 10.72로

1. 31em의 성장을 보이고 비교칩단에서도 마찬가지로 1측차정 치 9.26과 2차측정 의 결과 9.

98의 값을- 얻어 비교칩단에서는 O.72em의 성장을 알 수 있다. 실험접단은 비교집단보다도

0.5gem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8. 륨關節圍

<표-8> 견관절위의 비교

1 차 측 정 2 차 듬-흐1 정

폈 別 n. m. S.D. n. m. S.D.
母集團

실 험 집 단 l 586 38.60 11.02 577 39.87 11.44
비 교 집 단 720 39.11 13.61 610 42.15 14.95

<표-8>에서 견관절위의 비교를 보면 실험집단은 1, 2차측정의 결과 1. 27e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집단은 1, 2차측정 의 결과 3.0em 성장을 보여， 견관절위에서는 비교집단의

측정치가 실험집단의 측정치보다 1. 77em 큰 것으로 나타났다.

9. 附關節圍

<표-9> 주관절위의 비교

測 定 1 차 측 정 2 차 측 정

項 別 n. m. S.D. n. m. S.D.
母集團

질 험 집 단 l 580 20.06 11. 0“? 583 21. 39 10.23
비 교 집 단 719 21. 61 8.62 691 23.88 9. 75

--
<표-9>에 서 주관철위의 비교를 보면 실험칩 단의 1차측정 치는 20.06이 고 2치측정 치는

21. 39로 1. 33em 성 장을 보였고， 비교칩 단의 1차측정 과 2차측정 의 차이는 2.27em로 큰성 장

을 보여 비교접단은 실험접단보다 O.94em 더 큰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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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隊關節圍

<표-10> 슬관철위의 비교

測定| 1 차 측 정 I 2 차 측 정

項 別 I n. m. S.D. I n. m. S.D.母集凰 I n. m. ~.lJ. I

실 험 죄 단 I 569 32.61 10.12 . I 549 33.50 11.22
비 교 집 단 731 32.50 8.07 728 34.12 10.51

<표→10>에 서 슬관철위의 비교를 보면 싣험칩 단의 1차측정 치는 32.6Io1고 2차측정 치는

33.50으로 싣험집단은 0.89c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칩단의 1차측정 치는 32.50이 고 2차측

정치는 34.12로 바교접단은 1. 62cm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집단과 131 교집 단을 비교

해보떤 비교집단이 싣험집단보다 0.73cm 더 크다.

11. 距願關節圍

<표-11> 거되관철위의 비교

測7£1 1 차 측 정 | 2 차 측 정

母集댐 項 제j I n m. S.D l n. m. S.D

실 험 집 단 580 22.23 9.08 I 562 22.98 10.66
비 교 집 단 720 22.56 10.26 I 729 24.47 12.12

<표-ll>에 서 거되관철위의 바교를 보면 실험집단은 1""2차측정 결과 0.75c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컵단은 1. 91cm의 성장을 보였다. 비교칩단이 실험집단보다 L16cm 더 크다‘

12. 中足指關節圍

<표-12> 중족지관절위의 비교

측 정 2 차 측 정

項 別 n. m. S.D. n. m. S.D.
母集團

실험지섭‘ 단 597 18.04 10.16 581 20.16 12.27
비 교 집 단 719 18.01 6.28 717 19.63 8.58

<표-12>에 서 중족지판칠위의 비교를 보면 싶험접단은 1차측정 치 18.04이 고 2차측정 치

20.16으로 2.12cm 성 장했고， 비 교집단은 1차측정 치 18.01이 고 2차측정 치 19.63으로 1. 62cm

성강했다.

질험집단과 비교칩단은 싣험집단이 O.50cm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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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總括및 考案

1. 身 長

활長은 뭘體發育의 흉本R度로 생각할 수 있는 훨素이다. 그려고 커가 크면 클수록 骨格

觸들의 길이나 面積이 커지고 節力도 커지묘로 키가s크면 운동01 냐 作業을 하는데 有利할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15세'"'-'16세 의 연령층은 가장 큰 홉長의 成長을 보이는 시기로서 년

간 3em정 도의 成長을 나타내는 것으로 發表했다(金仁達， 1956;72•74 , 金義洙， 1967; 18-19)

이런 연구들의 結果에 바추아 블 에 i핫驗集團。1 운동부하 이후에 2.30em의 성장을 보안 것

은 고도경사 보행이 신장의 성장에 벨로 영향을 끼치지 뭇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比較鎭團의 성장율보다 큰 것만은 사실。1며 운동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2. 坐 高

앉은키J가 크다는 것은 內腦器官。1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운에 作業能力이나 運動能이 s

좋다고 불 수 있으며 또한 많은 훈련은 흉곽과 복강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얄

려지고 있다. 質際의 연구에서 계속되는 강도의 신체훈련은 흉곽의 넓이를 크게 만든다고

발표하고 있다 (Herbert A. de Vries, 1972;236-238)과거 의 한국인 체격 연구에서 이 연령층의

좌고 성장을 연간 O.8gem(金仁達， 1956;75-78) 1.55cm(金義洙， 1967;24-25)록 發表하고 있

는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1. g5em , 실험접단이 2.35cm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의한 체격 성장율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점을 감

안하더 라도 高度碩힘 步行運動의 效果가 心뼈짧管01 나 소화기 계통의 내 장기 관에 나타나

흉곽이나 복장의 크기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좌고 성장에 자극을 준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骨의 長育(上願長， 下願長)

上展骨과 下展骨의 成長率은 뭘長의 成長率과 벌정한 관계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大眼

骨의 갈이는 보통 신장의 1/4정 도라는 통계가 짧表됐다(백상호; 1970;37-38). 하지장의 측정

에서 실험집단은 운동부하후의 성장이 2.12em이 고 비교집단에서는 1. 8gem로 그 차는 불과

O.23cm이 고 상지청에서는 실험집단이 2.80cm의 성장을 보인 반면 비교집단은 2.63em의

성 장으로 그 차는 O.17em이 나， 이 숫자블이 나타내는 의미는 高度碩씹 步行運動이 身長에

서와 마찬가지로 上戰長이나 下願長의 長育에 별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석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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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足長， 足福， 中足指關節

身體活動을 할 때 重力線은 흉推를 따라 골반에서 양쪽 다리로 양분되어 무릎을 거처 발목

까지 와서는 그 무게가 중족지관절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따라서 발바닥은 운동을 할

째 상당한 힘을 받게 되는데 족장은 실험접단에서는 2.21e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접단에서

는 O.93em로 그 차가 1. 2Sem나 되 며 족폭(중족지 관절에서)은 실험접 단은 1. 31em; 비교집

단은 O.72em로 O.5gem의 차이를 보이며 중족지관절은 실험집단이 2.12em이 고 비교집단은

1. 62em르 O.50em의 차이를 나다내고 있다. 이와같이 족장， 족폭， 중족지관철에서 고도경

사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큰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치받이 걷기와 내리받이 걷기

에서 重力線을 따라 내려온 체중이 발끝부로 내려오려는 것에 대하여 발에서도 그것을 저

항하려는 힘이 작용되게 마련인데 이런 역학적인 機轉에 依한 成長의 촉진이 아닌가 생각

띈다.

5. 협 福

어깨의 넓이는 실험접단에서는 운동부하 후 3，95em의 성장을 보였고 비교집단에서는 1.

SOem의 성장으로 그 자가 2.15em로 상당히 큰 성장의 차이를 보이는데 어깨 넓이는 흉위

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고도경사 보행으로 흉곽이 커진 것과 같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6. 上下散의 關節圍

상하지의 관절의 굵기를 보면 견관절에서는 실험집단이 1. 27em 늘어났고 비교집단은 3.

04em가 늘어나 비교집단이 1. 77em나 더 굵어졌으며 1ft關節에서는 실험접단이 1. 33em 성

장을 보인데 비해 비교칩단은 2.27em 성장을 보여 비교접단이 O.94em정 도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降關節에서는 실험칩 단이 O.Sgem의 성 장을 보였고 비교집단은 1. 62em의 성

장으로 비교집단이 O.73em가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距願關節에서는 실험집단이

O.75em의 성 장을 보이고 비교칩 단은 1. 91em의 성 장으로 비 교접 단이 1. 16em나 더 큰 성 장

을 보였다. 관철둘레의 크기에서는 말에 위치하고 있는 中足關節을 제외하고 릅關節，1ft關

節， 降關節， 距眼關節등이 모두 高度碩참 步行을 시킨 實驗集團이 오히려 比較集團의 경우

보다 더 적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같은 원인은 운동으로 인해 관철주변의 皮下閒助의 두께 가 앓아지고 굽살이 빠지 고

근육이나 인대와 關節脫內의 여러 물질들이 정리되어 그런 結果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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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高度{煩혐步行이 體格의 發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약 25。의 碩힘高

度인 600m를 매일 오르내리기를 약 10개 월간 한 實驗集團과 평지에서만 活動을 한 比較集

團과 사이에 體格의 諸훨素中 固形組織의 變化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身長， 上隊長， 下硬長 등 長育에서는 실쉽집단이 약간씩 큰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高

度{煩뿜} 步行活動。1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같다.

2) 坐高의 成長에서는 10個月 간에 2.35cm의 성 장을 보이고 있어 高度f煩향} 步行運動이 큰

영향을 끼친 것같다.

3) 휩福도 高度f煩씹 步行運動을 시킨 集團。1 坐高의 成長率 정도로 컸다.

4) 足長， 足福， 中足指關節圍는 實驗集團이 比較鎭關보다 1. 28cm, O. 59cm, 1. 62cm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5) 眉關節， 射關節， 嚴關節; jj!§題關節등 上， 下展의 關節들의 굵기는 요히 려 高度1煩뿜{

步行運動을 한 集團。l 더 가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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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altitudinal inclination walking (hill road)

on development of physical physique.

Kim Vi Sa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ltitudinal inclination walking (hill road) is conducted

to know how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physical physique , to investigate a solidity

system of all facts of physique between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that goes up

and down 600 meter·hill road (about 25 angle of inclination) for the period of 10 months

every day anda comparative group that takes a walk level ground every da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lthough an experimental group was showed a little growth on standing height, upper

extremities, Lower extremities etc, it seemed that altitudinal walking was not particu

larly influenced.

2) The growth of sitting height was showed growth-(2.35cm) for the period of 10

months , but it seemed that altitudinal walking was particularly influenced.

3) On length of shoulders , an experimental group that was taken altitudinal walking,
was developed as much as a gmwth rate of sitting height.

4) It was regarded as an experimental group was showed more growth than a compar

ative group; (length offoot; 1. 28cm, width of foot: 0.59cm , length of metatarsopha

’ langeal joint; 1. 62cm.)

5) On thickness of upper extremities and lower extremitaie, shoulder joint, elbow joint ,
knee joint , and ankle joint, an experimental group that tool‘ altitudinal walking was

showed rather thinner than a comparative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