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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육상경기에서 투척경기는 원시시대 수렵생활에서 비롯돼 영국의 아일랜드
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목장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여가선용
으로 부근에 있는 돌과 철 등을 던지는 일종의 힘겨루기의 하나로 실시한
것이 그 시초라 한다(김달영,1983).오늘날 투척경기는 체력훈련 과정이나
기술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기록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체격 및 체력조건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투척선수들의 체격수준은 점차 세계화 추
세에 발맞추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적인 선수에 비하여 남녀 모두
신장과 체중에서만 10cm,10～15kg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체격의 열세는
체력과 기술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환경은 유
리할 것이 없다.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과학적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기술훈련
을 제외한 그동안의 투척종목 훈련은 대부분 특색이 없거나 합동으로 비슷
한 유형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홍순모,2006).
현재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선발 및 개발 체계는 코치의 관심과 눈에 의한

초기 선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서 발굴된 선수들
은 다시금 세부적 적합성에 대한 진단과정이 거의 없이 곧바로 기능훈련에
투입되며,시합을 통한 전문적인 선수 생활로 진입하게 된다.이렇게 코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 가운데 좀 더 나은 기량을 보이는 선수
들이 대표 선수로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수촌에서의 최대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 전력하게 된다.그러나 이 같은 코치에 의존하는 운동선수 선발의 현
실 여건의 문제는 모든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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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코치의 선수발굴을 위한 객관적 능력과 더불어 발굴된 학생의 종목 적
합성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주석범,
2007).
체육의 한 축인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우수 선수 선발을 위

해서는 운동에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발굴·선발하는 과
정이 매우 중요하다.스포츠 과학이 가진 이론적 바탕과 운동능력 측정 결
과를 선수의 선발과 선발된 선수의 세부 종목의 선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이용식,등 2001).특히 생명과학의 발달로 운동과 관련하여
연구된 유전자는 AngiotensinCovertingEnzyme(ACE:kinaseII)유전자가
있다(김영수 외,2003).ACE 유전자는 사람의 체력을 좌우하는 혈관의 확
장․수축력을 결정하는데,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흡수가 증
가함으로써 신체 지구력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Montgomery,etal.(
1998);Willams,etal.(2000).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적 요인이 운동적성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 탐색을 통한 선수선발이 필요하다.특히 체력이 경기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체격과 체력요인을 동시에 분석
함으로써 체격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지 혹은 체력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지
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체력은 운동선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나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된 경우 선수 간 체력의 차이는 매우 작
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체력이 좋다고 어떤 종목에서나 좋
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수 목적을 가진 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

수의 잠재력을 평가할 것인가는 모두의 고민이다.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심사 항목은 기초체력 검사 14개 항목(배근력,악력,턱걸이,오
래 매달리기,수직뛰기,왕복달리기,체전굴,체후굴,눈감고 외발서기,구르
기,하버드 스텝 테스트,제자리멀리뛰기,사이드스텝 테스트,오래달리기)과
각 종목별 전문체력 2개 항목을 선발 기준으로 하고 있다.최근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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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보고서(부산체육고등학교,2006;서울체육고등학교,2005)를 통하여 부
분적으로 운동적성 기준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선수는 경기력으로 판
단하며 단지 적성이 있다고 모든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아
니다.종목별 특성에 따라 체격이나 체력이 일정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체격이나 체력 요인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도 운동적성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또
한 운동선수들의 체격과 체력은 예전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
므로 선수선발 기준이나 적성기준도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어야 한다.그
러므로 체력을 평가함으로써 세부종목별 훈련계획수립에 유용하게 수립될
수 있으며 선수훈련의 간단한 중간평가 항목으로 사용하면 선수들의 동기수
준을 드높일 수 있다고 볼 때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선발 시
체격이나 체력에 대한 가중치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
겠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현재 우리의 선수선발은 현장 지도자 개인의 관심과 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지도자가 객관적 기준이 되는 운동적성검사,실시
하고자 하는 운동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체력 측정 등과 같은 기초평가
도 없이 학생들에게 바로 운동선수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중도탈락으로 인
한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장지도자의 주관적이고 비합
리적인 선발 방법은 소질이 있는 선수의 선발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
상종목 중 투척선수 지망생들의 전문체력 측정 항목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
향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육상 운동지망생의 잠재적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4 -

333...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육상종목 남녀 선수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투척 선수의 종목별 체격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였다.
2)남녀 투척 선수의 종목별 체력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였다.
3)투척 선수의 체격 및 체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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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육상경기의 원형은 이 지구 위에 인류가 나타나면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혹은 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필요했을 것이다.육상경기는 가장 오래
된 스포츠이고 모든 스포츠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따로 여기에 있다.
또한 다른 운동의 기술향상에 영향을 주는 달리기,뜀뛰기,던지기,경보를
포함하는 운동경기이다(정영수,2000).
김용기(1985)는 육상경기 상비군을 중심으로 한 체격 연구에서 단거리 선
수는 다리의 근육이 강건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스피드가 빨라야 하므로,강
한 근력과 민첩성 및 순발력을,중장거리 선수는 근지구력을,도약 선수는
스피드와 유연성,순발력,민첩성 및 근력을 투척선수는 근력과 순발력 및
민첩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육상경기 종목 중 투척경기는 투척 물체를 될 수 있는 한 멀리 던진 거리
를 경쟁하는 경기로서 포환,원반,창,해머던지기 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박준기(1995)는 이러한 투척경기에서 물체를 멀리 던지려면 물체가 손에
서 떨어져 나갈 때의 초속도와 투사각에 따라 거리가 결정되므로 물체에 대
한 가능한 큰 힘으로 밀어내는 거리를 길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투척경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힘을 던지는 물체의 직선방향으로 가
해야하며,물체에 대해 힘을 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

111...투투투척척척경경경기기기 선선선수수수의의의 체체체격격격 특특특성성성

Cureton(1947)은 체격의 구성 요인으로 건강하고 건장한 외모,뚜렷하게
나타난 근육발달,용의주도하고 균형 있는 자세,적당한 비율의 골격,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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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근육 및 관절 등을 들고 있으며,김기학(1992)은 체격은 크게 장육
과 폭육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장육은 신장,상지장,하지장,좌
고,족장,수장 등으로 뼈의 길이가 문제되며,폭육은 흉위,요위,상완위,대
퇴위,하퇴위,체중,피하지방후 등으로 신체조직과 기관의 발육 발달이 문
제가 된다고 하였으며,최민동(1992)은 발육의 급상승 및 정지현상을 나타내
고 있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체격은 유전적 영향,환경의 측면,각종 스포츠
종목 및 여러 가지 운동능력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넓고 중요하다고 하였
다.따라서 체격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외형적인 요인을 말하며,신체의
속성은 신체 측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기능적인 요
인으로 구분된다.이와 같은 체격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육상경기선수의
신체적 특성은 우선적으로 건강한 외모와 필요한 근육의 발달을 들 수 있으
며,각 종목에 따른 특성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이상홍,1984).
투척경기는 무거운 물체를 일정한 공간 내에서 최대한 멀리 던져서 승패를
가리는 경기로 윤남식(1972)은 투척경기선수는 체중이 무거워야 하며,투사
지점이 높을수록 먼 거리를 보낼 수 있으므로 신장이 큰 신체적 조건이 유
리하다고 하였는데,단순히 체중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포환던지기 선수의 체격 특성
포환던지기에 적합한 체격은 강한 힘을 포환에 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체
중이 무거워야 하고 또한 던지는 포환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는 멀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과 특히 상지장과 하지장이 긴 것이 유리하다(육
상경기지도교정,1976).체격은 스포츠 장면에서 경기력 발현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그러나 해당 종목 선수의 적합한 체격 조건을 규정하는 것
은 경기력 발현에 미치는 요인 체격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이상홍,1984).
남상남,최창국은(1995)은 포환던지기의 3요소를 투사시의 스피드,투사시
의 각도,그리고 투사시의 높이 등 3요소로 결정된다고 하였고,포환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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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맞은 체격은 신장이 크고 체중이 무거워야하며,탄력성이 있는 근육이
고루 발달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송성섭(1989)은 포환던지기 선수는 신장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며,최대

한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박준기(1995)는 포환던지
기에서 물체를 들고 체중을 지탱해야 하며,던지는 위치가 높을수록 낙하지
점이 길기 때문에 체중이 무겁고 신장이 큰 편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지도서에서도 포환던지기 선수의
체격은 신장이 크고 힘이 넘치는 근육질의 단단한 모습이 특징으로 세계적
인 선수의 대부분이 장신이며,체중이 무겁고 근육형이라고 하였다.

2)원반던지기 선수의 체격 특성
송성섭(1989)은 원반던지기 선수의 체격 조건으로 신장이 크고,하지장과

동체가 조화 있게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체형은 남녀 모두 뚱뚱한 편이 좋
다고 하였다.
체격은 선수의 신체적 특성으로서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체
격조건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체력이나 기술 수준이 동등한 조건일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과학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
지도서에서 원반던지기 선수는 신장이 크고,튼튼한 체격을 갖추어야 유리
한데,이것은 신장이 직접 던지는 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큼으로써 손이나 팔이 길어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반던지기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원반선수들의 체격조건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국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체격조건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황선건,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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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던지기 선수의 체격특성
체격은 스포츠 장면에서 경기력 발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과 체력이 동
등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체격 조건이 좋으면 경기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며,또한 선수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지도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잠재력 있는 우수한 선
수를 발굴하여 과학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이다(황선건,1997).창던지기 선수
의 체격은 신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유리하고 이 중에서도 상지장과 동체가
크면 좋고 남자는 근육형,여자는 약간 뚱뚱한 체형이 유리하고 빠른 스피
드에 의한 도움닫기가 투척 거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같은 신장과 체중을 가진 선수라도 창을 쥐고 던질 때 던지는 저항 팔의
길이를 적게 함으로써 투사각도가 빨라 각운동이 커지므로 상지장과 동체가
더 길면 창던지기에 유리하며,던지는 각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던지는 순간
몸통이 앞으로 쏠리는 것이 원반·포환·해머보다는 창던지기에서 더 크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창던지기 선수는 신장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고,그 중에서도 상지장과 동
체가 크면 더욱 좋고,남자는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정도의 근육형
이 좋고,여자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뚱뚱한 편이 좋다고 하였다(남상남,최
창국,1995;스포츠과학연구소,1987).

4)해머던지기 선수의 체격특성
신장이 178～182㎝ 정도이고 긴 팔과 긴 동체,짧은 다리와 무게 중심이
낮은 근육질의 남자 운동선수들은 해머던지기에 가장 적절하다.낮은 무게
중심은 경기에 필수적인 복합적인 회전 동작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정영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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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투투투척척척경경경기기기 선선선수수수의의의 체체체력력력 특특특성성성

1)포환던지기 선수의 체력특성
포환던지기에 요구되는 체력은 첫째로 근력과 스피드라고 할 수 있다.무

거운 포환을 들고 자기 몸을 날렵하게 이동시켜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근력
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각력에 따른 스피드가 있어야 한다(이상무,1989).
둘째로는 순간적인 동작으로 물체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셋째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있어야 한다.던지기 종목에서는 유
연성이 있어야 동작의 가동범위가 넓어지고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또한 민
첩성이 있어야 글라이드의 스피드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넷째로는 조
정력으로서 일련의 동작을 효과있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육상경기지
도교정,1976).또한 실제 이러한 요소 중에서 근력과 순발력이 중요하며 다
른 체력의 요소는 포환던지기 동작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스포츠과학
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지도서에서 보고되었다.남상남과 최창국은
(1995)은 포환을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는가는 오직 투사시의 스피드,투사
시의 각도,그리고 투사시의 높이 등 3가지라고 하였다.
이들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사시의 스피드이다.다른 두 가지 요소
가 변하지 않더라도 투사시의 스피드만 아주 조금 빠르게 되면 기록은 향상
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선수는 투사시의 포환 속도를 스피드하게 하는데
전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지만,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속도 중 한 쪽만을
빠르게 해서도 안 되며,양쪽 속도의 균형을 잘 맞추어 동시에 빠르게 해야
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투사각이 너무 높든지 낮아져 스피드가 빠르더라도
거리가 증가되지 않는다.
포환을 던질 때는 오른쪽 발,오른쪽 무릎,오른쪽 다리의 비틀기와 뻗음에
의해서 오른쪽 허리를 투척방향으로 비틀어 내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에 끌어 붙여야 하므로 큰 각근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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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반던지기 선수의 체력특성
원반던지기 선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력,순발력,민첩성 및 조정력
이라고 스포츠과학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지도서에서 보고하고 있다.
원반을 던질 때 전면적인 근육이 동원되어 근력을 발휘되어야 한다.그렇게
되어야만 강한 근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원반던지기는 직경 2.5m의
한정된 서클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근력과
민첩성 및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턴의 처음 동작에서 팔로우까지 회전동작에 의한 가속을 합리적으로
순서 있게 조정해 주는 조정력이 필요한 것으로,스포츠과학연구소의 육상
경기 훈련지도서에서는 원반던지기 선수 선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
째,원반던지기 선수의 체격조건으로서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며 남자
는 보통보다 몸이 약간 뚱뚱해야 하고,여자는 뚱뚱한 편이 적합하다고 말
하고 있다.둘째는 원반던지기에 요구되는 체력요소인 근력,순발력,민첩성,
조정력 등을 측정하여 체력수준을 판단하여야 하며,셋째로 원반던지기에
대한 선수의 흥미정도와 장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박준기(1995)는 지름 2.5m의 서클 안에서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와 순발력이 요구되며,턴부터 피니시까지 가속을 하기 위해 신
체 각 부분을 순서 있게 움직여주는 조정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남상남과 최창국은(1995)은 투사거리는 릴리스할 때 원반의 스피드,투사각
도,높이와 원반이 공중을 비행할 때 공기의 저항에 따라 결정되며,이 중
릴리스할 때 원반의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3)창던지기 선수의 체력특성
창던지기는 30m이상의 도움닫기를 하여 최대의 힘으로 창을 멀리 던지는
경기로서 창던지기 선수에게 요구되는 체력 요인으로는 스피드,근력,순발
력,유연성,조정력 등이 있다(정영수,2000).창던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
인은 근력과 순발력이며,그 외에 체력 요소는 창던지기 동작을 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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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스포츠과학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지도서
는 밝히고 있다.창던지기에서는 그 투척물의 중량이 포환과는 달리 무겁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저항에 견디며 빨리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인 순발
력을 필요로 한다(김용기,1985).그러나 창던지기에 있어서는 신체의 하부
운동 에너지가 상부에 전달되어지는 형태를 고려한다면 큰 저항에 견딜 수
있고 재빨리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원심성 수축에서 구심성 수
축으로 전환될 때 탄력적 수축 능력이 필요하고,대한육상경기연맹(1997)에
서는 창던지기 선수는 뛰어난 유연성과 고도의 운동 조정력,창을 명확하게
느끼는 감각,던지는 순간의 순발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스포츠과학
연구소(1987)의 육상경기 훈련지도서에서 창던지기에 유리한 체격 조건으로
근육의 탄력적 수축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주동근·길항근의 협응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반동의 유연성이 좋아야 한다고 하였다.

4)해머던지기 선수의 체력특성
모든 던지기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과는 달리 해머선
수는 발달된 협응력과 회전 스피드가 강조된다.빠르게 회전하면서 조절하
는 능력은 우수한 해머던지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여성은 협응력,스피드,민첩성,폭발적 파워,유연성 등이고 남성은 폭발적
인 파워,협응력,동작의 민첩성,스피드,점핑능력,유연성으로 이 능력은
해머던지기의 성공 가능성에 가장 확실한 것이다.또한 다리와 동체 근육은
해머던지기의 기술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따라서 특수하고 일반
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체계적이고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정영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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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투척 국가대표 후보 선수를 대상으로 체격과 체력 요인이 경기
력과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포환,원반,창,해머 종목 국가대표 남
녀 후보 선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법(completeenumerationmethod)을 실
시하였으며 성별,종목별 선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목 성 별 계남자 여자
포환 4(13.8) 4(13.8) 8(27.6)
원반 5(17.2) 3(10.3) 8(27.6)
창 3(10.3) 4(13.8) 7(24.1)
해머 4(13.8) 2(6.9) 6(20.7)
계 16(55.2) 13(44.8) 29(100.0)

표 1.연구 대상자의 종목별 현황 명(%)

남자 투척 선수는 모두 16(55.2%)명이며 여자선수는 13(44.8%)명으로 전
체 2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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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성 별 계남자 여자
포환 72.00±12.00 60.50±21.00 66.25±16.99
원반 61.60±18.73 44.67±7.51 55.25±17.13
창 59.33±8.08 45.75±6.50 51.57±9.78
해머 23.00±0.00 25.00±0.00 23.67±1.03
계 54.13±22.33 46.85±16.54 50.86±19.95

표 2.연구 대상자의 종목별 선수 경력 (단위 개월)

남자 투척선수의 경우 해머종목 선수의 경력이 가장 낮으며 포환종목 선
수의 경력이 가장 높았다.여자선수의 경우 포환종목 선수의 경력이 가장
높았으며 편차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다.여자의 해머종목 선수의 경력이
가장 낮았다.종목별 선수경력의 차가 있는 것은 포환종목은 초등학교부터
종목 경기가 있고 해머종목은 고등학교부터 종목경기가 있기 때문이다.

종목 남자 여자
최고기록 한국 최고기록 최고기록 한국 최고기록

포환 17.11±0.96 17.74 13.46±0.66 15.89
원반 47.72±2.02 50.99 44.56±4.82 48.96
창 66.22±2.43 75.40 45.17±2.31 54.55
해머 64.34±1.33 65.19 50.45±2.91 51.73

표 3.연구 대상자의 종목별 최고기록 (단위 m)

종목별 연구대상자의 최고기록은 매우 높은 것으로서 포환,원반,해머의
경우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우리나라 고등부 최고 기록에 근접하는 실력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창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부 최고기록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대한육상경기연맹 기록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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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측측측정정정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도도도구구구

1)체격 측정 항목

(1)신장(standingheight)
신장은 삼화기계 신장계를 이용하여 피험자는 자연스럽게 직립 자세를 취
하게 한 뒤,머리는 이안 수평위를 유지하고 발꿈치는 모아서 뒤에 있는 신
장계에 붙이고 양 발끝은 30～40°벌리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꿈치와 엉
덩이 및 등을 가볍게 신장계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마룻바닥에서 두정점까지
의 거리를 인체의 수평면과 직각이 되게 하여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
리까지 측정하였다.

(2)체중(bodyweight)
체중은 카스 계량기 체중계를 이용하여 최대한 신체체중에 가깝게 하기 위
하여 반바지만 입고 체중계의 눈금을 확인한 후 체중계 위에 가볍게 올라서
서 가벼운 보통의 호흡을 하고 신체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로 소
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측정하여 반바지의 무게만큼 뺀 후 기록하였다.

(3)흉위(chestgirth)
흉위는 Martin식 인체계측기를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줄자를 배면의 견갑골 바로 밑,전면은 젖꼭지의 바로 위에 대
고 안정된 호흡을 시켜 호기가 끝날 무렵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측정하였다.

(4)복위(girthofwaist)
복위는 어깨,가슴,복근의 힘을 빼고 양팔을 힘없이 밑으로 늘어뜨리고 호
흡을 하도록 하고,줄자를 복부 측면 가장 오목한 부분에 수평으로 감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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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상태에서 호흡이 끝날 무렵에 복위를 측정하였다.

(5)좌우 하퇴위(calfgirth)
좌우 하퇴위는 하퇴위에서 가장 발달된 부위의 수평위를 Martin식 인체계
측기를 이용하여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측정하였다.

(6)상지장(upperlimblength)
상지장은 피검자 오른쪽 팔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뻗게 하여 Martin식 인체
계측기 중의 한상계를 이용하여 견봉점에서 지선점(중지의 끝)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측하여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7)하지장(lowerlimblength)
하지장은 신체 각부의 성장 계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또한 하지장은 다리가 길고 짧은 것에 따르는 운동의 신
축 영역과 관계되므로 운동 능력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Martin식 인체
계측기(T.K.K 1242A)를 이용하여 마룻바닥에서 대전자돌기까지의 높이를
인체의 수평면과 직각이 되게 하여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측정
하였다.

(8)지극(stretchofarms)
지극은 피검자로 하여금 벽면을 등지고 똑바로 서게 한 후 양팔을 수평으
로 들게 하여 가능한 한 뻗게 한 다음,피검자의 오른손 중지 끝에 줄자를
대어 왼손 중지 끝까지 직선거리를 계측하여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까지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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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력 측정 항목

(1)30m 달리기
30m달리기는 30m의 거리를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 신호에 따라 결승점에
골인하는데 걸린 시간을 초단위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측정하며,각 2
회 실시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측정치로 하였다.전 피험자는 간편한 복장
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시하였다.

(2)제자리멀리뛰기(standinglongjump)
제자리멀리뛰기는 멀리뛰기용 발 구름판 위에서 양발을 10～20㎝ 벌리고
서서 전 상방으로 도약하여 가능한 전방에 착지하게 하여 신체 어느 부위라
도 모래사장에 닿은 곳에서 구름판까지의 거리를 cm 단위로 직선으로 측정
하고,각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측정치로 하였다.

(3)제자리세단뛰기(standinghopstepandjump)
제자리세단뛰기는 멀리뛰기의 구름판에서 제1보를 구르고(홉),그 발로 제2
보를 착지하고(스텝),반대발로 제3보를 밟고 마지막에 도약하여 모둠발 착
지하여 신체 어느 부위라도 모래사장에 닿은 곳에서 구름판까지의 거리를
cm 단위로 직선으로 측정하였으며,각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측정치로
하였다.

(4)왕복 달리기(shuttlerun)
왕복달리기는 10m의 거리에 5㎝ 되는 2개의 선을 그어 놓고 출발 신호에
따라 앞의 선을 밟거나 넘겨짚고 되돌아오게 하여,왕복 2회 실시에 걸린
시간을 초단위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측정하였으며,각 2회 실시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측정치로 하였다.전 피험자는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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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이드 스텝(sidesteptest)
사이드 스텝은 규정 시간 내에 온몸을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을 얼마나 많
이 할 수 있느냐를 측정(전신이동능력)하며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120㎝되는
평행선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거리를 구분,시작구령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
쪽으로 스텝을 하여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게 한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스
텝을 하였다가 중앙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여 20초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
였으며,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측정치로 하였다.

(6)포환 뒤로 던지기
포환 뒤로 던지기는 4kg(여),6kg(남)의 포환을 들고 서컬 가운데에 서서

떨어지는 쪽을 등지고 양족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양팔을 모아 2회를 던
지고 거리는 서컬 발 막음재에서 떨어진거리까지 직선으로 계측,좋은 기록
을 m로 측정하였다.

(7)포환 앞으로 던지기
포환 앞으로 던지기는 4kg(여),6kg(남)의 포환을 들고 서컬 가운데에서 떨
어지는 쪽을 향하여 양족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2회를 던지고 거리는 서
컬 발 막음재에서 떨어진거리까지 직선으로 계측,좋은 기록을 m로 측정하
였다.

(8)스쿼트(Squat)
바벨을 어깨에 얹고 머리는 똑바로 하고 가슴은 내밀고 등은 곧게 편 상
태로 양발은 어깨넓이보다 약간 더 벌리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린 후
양발 바닥과 무릎에 힘주어 밀어 올리며 원래 자세로 돌아가는
1RM(One-Rep-Max:1회 최고 중량으로서 자신이 한 번에 얼마만큼의 무
게를 들어 올릴 수 있냐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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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워 클린(PowerClean)
바벨을 선수다리 앞에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밑으로 하도록
해 바벨을 잡고 다리를 벌리거나 구부리면서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닥에서 어
깨까지 끌어올린 1RM을 측정하였다.

(9)벤치 프레스(BenchPress)
벤치 프레스는 벤치에 등을 대고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서 어깨보다 넓게
(70～100cm)바를 잡고 발은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머리·등·엉덩이는 운동
하는 동안 벤치에서 안 떨어지게 하며 팔이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유두 위
까지 바를 서서히 내렸다 바벨이 맨 밑으로 내려 왔으면 멈추었다가 힘차게
밀어 올려 1RM을 측정하였다.

3)경기력 측정

선수 개인의 경기력은 2006년도와 2007년도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KBS전국육상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과 같은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가
장 우수한 공식적 기록을 사용하였다.또한 1년간 각 선수의 경기력 변화
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경기력변화정도=(2007년최고기록-2006년최고기록2006년최고기록 )×100



- 19 -

333...측측측정정정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포환,원반,창,해머 종목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06년과
2007년 모두 후보로 선발된 선수들의 체격과 체력을 2007년 8월 1일에 측정
하였으며 측정을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측정 장소는 J체육고등학교 실내 체육관과 실외운동장에서 실시하

였다.
둘째,체격 측정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운동능력인 체

력 측정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각각 실시하였다.
셋째,측정자는 투척 국가대표후보선수 전임지도자와 코치를 중심으로 2

회의 기록을 측정하였다.
체격과 체력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측정항목 측정 도구 모델 ․ 제작사

신장 신장계 삼화 기계(Korea)

체중 체중계 카스 계량기(Korea)

흉위,복위,좌․우 하퇴위
상지장,하지장,지극

Martin식
인체계측기 T.K.K 1242A(Japan)

표 4.체격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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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단위 측정도구 제조사

30m달리기 sec StopWatch(1/100ch) SEIKO

제자리멀리뛰기 cm KMC-74C(5.0m×19mm) 코메론(KOMELON)

제자리세단뛰기 cm KMC-74C(5.0m×19mm) 코메론(KOMELON)

왕복달리기 sec StopWatch(1/100ch) SEIKO

사이드스텝 회 StopWatch(1/100ch) SEIKO

포환 뒤로 던지기 m KMC-1600(50m ×13mm) 코메론(KOMELON)

포환 앞으로 던지기 m KMC-1600(50m ×13mm) 코메론(KOMELON)

Squat kg
SquatRack1대
고무 Disk(2.5,5,10,20kg)
경기용 바벨봉
(L2200mm WT25kg)

ELEIKO.
I․W․F공인품

PowerClean kg
고무 Disk(2.5,5,10,20kg)
경기용 바벨봉
(L2200mm WT25kg)

ELEIKO.
I․W․F공인품

BenchPress kg
BenchPressRack1대
고무 Disk(2.5,5,10,20kg)
경기용 바벨봉
(L2200mm WT25kg)

ELEIKO.
I․W․F공인품

표 5.체력 측정 도구



- 21 -

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측정된 자료는 SPSSPC Version12.0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또 성별,종목별 각 체격과 체력 요인
에 대한 차이는 Mann-Whitney검증과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격과 체력요인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또한 체격과 체력요인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분석
(multiplelinearregression)을 실시하였다.이때 검증력(power)을 위하여 종
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성별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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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투척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체격과 체력요인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종종종목목목별별별 체체체격격격 비비비교교교

남자 투척선수들의 종목별 체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체격 포환 원반 창 해머 K-W
신장(㎝) 181.25±3.20 188.00±3.39 179.67±1.53 179.00±2.71 9.59*

체중(㎏) 105.00±13.88 95.40±5.41 82.00±7.55 103.75±12.87 6.86
흉위(㎝) 113.25±6.90 107.80±3.27 100.67±0.58 113.00±10.13 7.88*

복위(㎝) 99.63±11.38 91.30±2.97 82.67±6.03 96.25±9.60 5.77
우하퇴위(㎝) 44.13±2.95 42.60±1.29 41.33±2.03 45.13±2.46 5.27
좌하퇴위(㎝) 44.13±3.20 42.20±0.91 41.00±1.80 45.00±2.48 5.40
상지장(㎝) 79.75±5.74 81.40±2.07 73.83±2.25 77.43±1.18 8.07*

하지장(㎝) 108.00±4.16 111.40±1.67 106.00±2.00 106.38±1.60 7.71*

지극(㎝) 184.00±2.16 190.40±4.62 179.33±5.03 183.88±4.01 9.75*

표 6.남자 선수의 종목별 체격 비고

*p<.05

<표 6>에 의하면 남자 투척 선수들은 신장은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종목별로 살펴보면 원반 종목 선수의 신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포환 종목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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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머종목 선수의 신장은 원반이나 포환선수들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또한 흉위에서는 투척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포환과 해머 종목 선수의 흉위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창
종목 선수의 흉위(100.67±0.58)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장의 길
이도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p<.05)원반종목 선
수(111.40±1.67)의 하지장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과 해머 종목 선
수의 하지장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양팔길이인 지극에 대한 종목별
비교 결과 원반선수(190.40±4.62)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p<.05),상지
장도 원반선수(81.40±2.07)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p<.05).또한 창 종목
선수는 지극과 상지장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체중,복위,좌우 하퇴위는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투척선수들의 종목별 체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체격 포환 원반 창 해머 K-W
신장(㎝) 174.75±2.99 175.23±5.68 167.25±2.06 167.50±3.54 7.46
체중(㎏) 88.38±6.26 75.83±9.09 65.00±6.27 75.50±3.54 9.02*

흉위(㎝) 105.63±2.75 95.67±5.13 89.75±6.25 101.00±4.24 8.96*

복위(㎝) 95.50±1.29 79.00±3.61 81.00±8.04 95.50±3.54 8.61*

우하퇴위(㎝) 44.75±0.50 39.33±2.08 37.75±2.22 44.50±2.12 9.50*

좌하퇴위(㎝) 44.00±0.82 40.67±2.31 37.50±2.08 45.00±1.41 10.14*

상지장(㎝) 79.75±5.74 81.40±2.07 73.83±2.25 77.43±1.18 5.58
하지장(㎝) 100.25±3.10 99.33±5.03 94.50±3.11 96.50±2.12 4.71
지극(㎝) 173.75±2.78 171.83±5.11 166.63±6.80 170.25±8.84 2.99

표 7.여자 선수의 종목별 체격 비교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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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의하면 체중은 여자 투척선수의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p<.05).우선 포환선수가 체중(88.38±6.2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은 원반과 해머 종목 선수이며,창 종목 선수의 경우 체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흉위의 경우도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포환선수의 흉위(105.63±2.75)가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해머,원반,창 종목 순으로 나타났다.복위의 경우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p<.05).포환(95.50±1.29)과
해머(95.50±3.54)선수의 복위가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 종목과 원
반 종목 선수 순으로 복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하퇴위와 좌하퇴위는
포환과 해머선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원반 종목이며 창
종목 선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p<.05).그러나 신장,상지장,하지
장,지극은 종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종종종목목목별별별 체체체력력력 비비비교교교

남여 투척선수의 종목별로 순발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순발력 포환 원반 창 해머 K-W

남
30m 달리기(sec)
제자리멀리뛰기(m)
제자리세단뛰기(m)

4.35±.24
2.71±.15
7.77±.79

4.38±.41
2.74±.23
7.99±.87

4.38±.26
2.80±.31
8.02±.68

4.49±.14
2.69±.21
7.80±.47

1.04
0.49
0.57

여
30m 달리기(sec)
제자리멀리뛰기(m)
제자리세단뛰기(m)

5.29±.17
2.08±.15
6.01±.20

5.06±.12
2.11±.23
6.29±.31

5.09±.39
2.11±.29
5.97±.74

5.25±.13
2.00±.40
5.86±.79

2.41
0.32
1.10

표 8.종목별 순발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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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의하면 남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30m 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
제자리 세단뛰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여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30m 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제자리 세단뛰기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투척선수의 종목별로 민첩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민첩성 포환 원반 창 해머 K-W

남 왕복달리기(sec)
사이드스텝(회)

9.82±.30
54.00±1.83

9.92±.21
54.40±1.82

9.49±.48
54.00±3.46

9.64±.33
55.75±3.30

3.95
1.10

여 왕복달리기(sec)
사이드스텝(회)

10.84±.40
51.25±1.26

11.08±.74
53.00±3.00

10.46±.85
49.25±3.20

10.82±.56
51.50±2.12

2.65
2.23

표 9.종목별 민첩성 비교

<표 9>에 의하면 남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왕복달리기,사이드스텝은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왕복달
리기,사이드스텝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여 투척선수의 종목별로 전신운동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전신운동 포환 원반 창 해머 K-W

남 뒤로던지기(m)
앞으로던지기(m)

16.23±1.61
14.95±1.74

14.22±2.23
12.95±2.01

13.00±2.08
12.63±1.32

15.10±.94
13.38±.52

5.41
3.51

여 뒤로던지기(m)
앞으로던지기(m)

12.13±1.12
10.15±1.41

10.77±1.57
10.28±.33

10.24±2.16
9.78±1.40

11.00±.14
9.70±1.27

4.01
0.61

표 10.종목별 전신운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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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의하면 남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포환 뒤로 던지기와 포환 앞
으로 던지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자 투척 선수
의 종목별 포환 뒤로 던지기와 포환 앞으로 던지기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투척 종목의 경우 대부분 전신의 근육을 모두 사용
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여 투척선수의 종목별로 근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근력 포환 원반 창 해머 K-W

남
Squat(㎏)
P.C.(㎏)
B.P.(㎏)

190.00±11.55
105.00±64.55
122.50±22.17

180.00±32.40
124.00±8.94
129.00±37.82

180.00±20.00
120.00±10.00
110.00±10.00

212.50±25.00
140.00±9.13
121.25±23.94

4.15
4.95
0.58

여
Squat(㎏)
P.C.(㎏)
B.P.(㎏)

130.00±8.16
77.50±6.45
62.50±10.41

103.33±5.77
76.67±15.28
61.67±7.64

113.75±22.87
70.00±18.26
56.25±8.54

115.00±21.21
80.00±7.07
52.50±10.61

4.57
0.49
1.95

표 11.종목별 근력 비교

P.C.:PowerClean B.P.:BenchPress

<표 11>에 의하면 남자 투척 선수의 종목별 Squat,Power Clean,
BenchPress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자 투척 선수
의 종목별 Squat,PowerClean, BenchPress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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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체체체격격격 및및및 체체체력력력이이이 경경경기기기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체격 및 체력과 경기력과의 상관관계
투척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2006년 최고 기록과 2007년 최고기록의 변

화에 대한 백분율(percentage)을 산출한 결과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종목
성 별 Mann-Whitney

유의확률남자 여자
포환 3.79±3.54 8.33±4.95 0.08
원반 17.05±12.77 -0.41±1.36 0.02
창 8.14±8.08 7.68±12.84 0.72
해머 7.10±6.35 11.47±3.50 0.35
계 9.58±9.61 6.60±8.14 0.38

표 12.종목별 경기력 향상 정도 (단위 %)

<표 12>에 의하면 원반종목의 경우 남자의 경기력 향상정도가 여자선수
에 비하여 더 높았으나(p<.05)포환,창,해머 종목은 성별에 따른 경기력
변화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선수의 경우 원반종목(17.05±12.77%)선수의 기록 향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창,해머 종목 선수이며 포환종목 선수의 기
록 향상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여자선수의 경우 해
머 종목(11.47±3.50%)선수의 기록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포환과 창 종목 선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원반종목의
경우 2006년도 기록을 갱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변화율의 정도는
-0.41±1.36으로 3명 중 1명의 기록이 저조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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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 종목별 체격과 2007년도 최고 기록 및 경기력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
타났다.

체격
포환 원반 창 해머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신장(㎝) .671 -.611 .789* .849** .847* .072 .493 -.580
체중(㎏) .452 -.595 .467 .826* .643 -.107 .486 -.657
흉위(㎝) .429 -.571 .470 .831* .559 -.090 .486 -.657
복위(㎝) .524 -.452 .810* .785* -.036 -.378 -.429 -.543

우하퇴위(㎝)-.317 -.495 .446 .506 .500 -.500 -.143 -.486
좌하퇴위(㎝) .299 -.407 -.006 .211 .464 -.536 -.143 -.486
상지장(㎝) -.252 -.156 .697 .673 .346 -.109 .273 -.395
하지장(㎝) .623 -.455 .782* .806* .714 -.143 .928** .029
지극(㎝) .619 -.595 .814* .862** .714 -.107 .543 -.314

표 13.종목별 체격과 기록과의 상관

*p<.05 **p<.01

<표 13>에 의하면 포환종목 선수의 경우 체격과 2007년도 최고기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2007년 기록과의 변화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반종목 선수의 경우 신장,복위,상지장과 지극이 길수록 2007년도 기록

이 증가하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체중,흉위,좌
우 하퇴위와 지극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신장,
체중,흉위,복위,하지장,지극이 길수록 기록향상의 정도가 많은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 종목 선수의 경우 신장이 증가할수록 2007년도 최고기록이 좋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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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다른 체격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2006년과 2007년 기록 변화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머 종목 선수의 경우 하지장이 길수록 2007년도 기록이 좋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다른 체격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과 2007년 기록 변화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투척 종목별 체력과 2007년도 최고 기록 및 경기력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14>와 같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력
포환 원반 창 해머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2007최
고기록

기록
변화

30m달리기(sec) -.810* .429 -.575 -.431 -.786* .071 -.999** -.029
멀리뛰기(m) .905** -.381 .850** .683 .893** .071 .829* -.143
세단뛰기(m) .810* -.452 .575 .407 .893** .071 .829* .029
왕복달리기(sec) -.905** .333 -.467 -.587 -.607 .357 -.986** .087
사이드스텝(회) .687 -.277 .584 .018 .808* .236 .714 .086
뒤로던지기(m) .905** -.286 .419 .611 .536 -.464 .841* -.058
앞으로던지기(m) .833* -.333 .240 .311 .643 -.286 .886* .143
Squat(㎏) .946** -.594 .764* .570 .536 -.143 .829* -.086
PowerClean(㎏) .429 .095 .540 .540 .714 -.214 .943** .086
BenchPress(㎏) .786* -.690 .783* .723* .750 -.143 .600 -.371

표 14.종목별 체력과 기록과의 상관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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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 의하면 포환종목의 경우 30m달리기,멀리뛰기,세단뛰기,왕복
달리기,뒤로 던지기,앞으로 던지기,Squat,BenchPress의 기록이 좋을수
록 2007년도 기록이 좋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01)특히 전신운동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이드
스텝과 PowerClean,순발력,민첩성,전신운동과 근력은 기록 변화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반 종목의 경우 멀리뛰기,Squat,BenchPress의 체력이 좋을수록 2007

년도 기록이 좋아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30m
달리기,세단뛰기,왕복달리기,사이드스텝,포환 뒤로 던지기,포환 앞으로
던지기,PowerClean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록의 변화는 BenchPress의 체력이 좋을수록 증가하는 정적상관관계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다른 체력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 종목의 경우 30m달리기,멀리뛰기,세단뛰기,사이드스텝의 체력이 좋

을수록 2007년도 최고기록이 좋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왕복달리기,포환 뒤로 던지기,포환 앞으로 던지기,Squat,Power
Clean,BenchPress,순발력,민첩성,전신운동과 근력은 기록 변화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머 종목의 경우 30m달리기,멀리뛰기,세단뛰기,왕복달리기,뒤로 던지

기,앞으로 던지기,Squat,PowerClean의 체력이 좋을수록 2007년도 최고
기록이 좋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사이드스텝과
BenchPress,순발력,민첩성,전신운동과 근력은 기록 변화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체격 및 체력과 경기력과의 회귀분석
남여 투척 선수의 체격과 체력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기 위하여 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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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bi SEbi β t F R2

남
Constant
신장

우하퇴위
-116.34
1.12
-1.81

78.94
0.39
0.75

0.550
-0.459

-1.47
2.87*
-2.40*

7.15** 0.313
0.524

여 Constant
BenchPress

36.44
-0.51

13.58
0.23 -0.557

2.68*
-2.22* 4.94* 0.310

표 15.체격과 체력의 다중회귀 분석

*p<.05 **p<.01

<표 15>에 의하면 남여 투척선수의 체격과 체력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선수의 신장과 우하퇴위가 경
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p<.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장에서의 회귀분석 결정 계수를 살펴보면 R2 은
.313으로 총변량의 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우하퇴위의 회
기분석 결정계수를 살펴보면 R2는 .524로 총변량의 52.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즉 신장과 오른쪽 하퇴위의 길이는 남자 투척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여자선수는 BenchPress가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enchPress의 회기분석결정계수를 살펴보면 R2는 .310으
로 총변량의 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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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투척 국가대표 남여 후보선수 29명을 대상으로 신장,체중,흉위,복위,우
하퇴위,좌하퇴위,상지장,하지장,지극의 체격요인과 30m달리기,멀리뛰기,
세단뛰기,왕복달리기,사이드스텝,포환 뒤로 던지기,포환 앞으로 던지기,
Squat,PowerClean,BenchPress체력요인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2006년과 2007년 연속 후보선수로 선발된 포환,원
반,창,해머 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체격 및 체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 Ver.12.0을 이용하여 Mann-Whitney,Kruskal-Wallis 검증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및 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111...종종종목목목별별별 체체체격격격 비비비교교교

인체측정 분야의 연구자들은 일반인과 운동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구분 짖
거나 특정 종목에 적합한 선수의 신체형태를 구분하고 선수집단에서 우수선
수의 신체형태를 기본으로 경기력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강
상조 등,1998;최찬영,2000).즉,특정 종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
한 체형이 존재한다.남자의 경우 원반종목선수의 신장,상지장,하지장,지
극이 가장 길었으며 포환과 해머 종목 선수의 흉위가 다른 종목 선수에 비
하여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체중,복위와 좌우 하퇴위는 종목별로 차이가
없었다.전국 남자고등학교 육상선수를 대상으로 인체측정학적 특성을 분석
한 백기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육상종목별 국제인체측정학회에서 제시한
둘레요인은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척선수
의 둘레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도약과 단거리이며 장거리 선수의 둘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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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투척경기 선수는 큰 신장과 투척물의
이동거리를 길게 할 수 있는 팔의 길이가 길어야 하며,근육질로 이루어진
체중이 무거워야 한다(김동진 등,1989).
투척 종목의 경우 사격이나 양궁 종목과는 달리 체력이나 경기기술적인

부분이 경기력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원반 종목 선수의 경우 체격이 다른
종목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선수 선발 시 신체조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물론 다른 종목 선수들을 선발할 때도
체격은 중요한 요소이나 특히 원반의 경우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
다.투척경기 종목 중에서 창 종목의 경우 선수 선발 시 체격이 가장 중요
한 고려 요인일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 창 종목 선수의
체격이 다른 투척종목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림픽대회에
서 투척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종목별 신장과 체중의 평균을 살펴봐도 창
던지기 경기자는 남여 모두 다른 종목의 투척경기자들보다 신장이나 체중
면에서 낮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창 자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
에 체격이 작아도 팔로만 던지지 말고 미들섹션(허리,복부)을 이용하면 높
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투척 경기자처럼 신장이나
체중 등의 체격 조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대한육상경기
연맹,1984).
여자의 경우 포환종목 선수의 체중,흉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환과 해머선수의 복위,좌우 하퇴위는 다른 종목 선수에 비하여 큰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신장,하지장,상지장,지극은 종목별 차이가 없었다.
여자 투척선수의 경우 남자 선수와는 다른 체격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선
수의 경우 길이 요인이 종목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여자선수의 경우 무게요
인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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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성성별별별 종종종목목목별별별 체체체력력력 비비비교교교

남여 투척 선수의 순발력 종목인 30m 달리기,제자리 멀리뛰기,제자리 세
단뛰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남여 투척선수의 민첩
성과 전신운동 및 근력에 대한 차이도 없었다.박정화와 이순천(2004)에 의
하면 야구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판별하는 체력은 근력,평형성,순발력,
유연성,스피드 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대표 후보선
수로서 투척에 중요한 순발력에 대한 차이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투척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종목간 체력 차이는 없었으나 최덕묵과 김

기범(1999)에 의하면 훈련시기에 따라 트레이닝의 내용을 달리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즉,고등부 남자 단거리 육상선수의 경기력 결정요인은 평형성,
순발력,근력,속도요인이므로 훈련 초기와 후기단계에는 평형성과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해야하며 훈련정도에 관계없이
순발력과 속도요인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333...체체체격격격 및및및 체체체력력력과과과 경경경기기기력력력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원반종목 선수의 경우 남자선수는 경기력이 향상되었으나 여자선수의 경
우 경기력이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포환,창,해머 종목의
성별 선수의 경기력 변화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선수의 경우 원반종목 선수의 기록 향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여자선수의 경우 해머 종목 선수의 기록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자의 경우 원반종목 선수의 경우 신장,복위,상지장과 지극이 길수록

2007년도 기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체중,흉위,좌우 하퇴
위와 지극은 관련이 없었다.또한 신장,체중,흉위,복위,하지장,지극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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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기록향상의 정도가 많은 적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중
이 증가할수록 원반종목 선수의 기록이 향상된다는 결과는 김효중,전태원,
임강일,김시영 및 김광준(2007)의 고등학교 우수골프선수의 체중 증가가
r=0.550정도의 드라이버 비거리를 향상시킨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포환종목 선수의 경우 체격과 2007년도 최고기록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2007년 기록과의 변화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창 종목의 신장과 해머종목 선수의 하
지장은 2007년 최고 기록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 경기력 변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여자의 경우 체력은 2007년 최고 기록과는 상관이 있었으나 경기력 변화

와는 상관이 없었다.
남자 선수의 경우 경기력 변화에 체력 요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체격요인 중 신장이 클수록 동시에 오른쪽 하퇴위가 작을수록 경기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만호(2005)의 연구에서 남자 포환,
원반,창던지기 선수의 경기성적은 하지장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남자선수의 경우 다른 육상종목에 비하여 투척종
목은 높은 투사점이 확보를 위하여 신장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김종
환,2004).
여자선수의 경우 체격은 경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BenchPress가 낮을수록 경기력 변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중호(2004)의 연구에서 여자 테니스선수의 피하지방량이 우수선수
와 일반선수를 변별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
났다.근력을 증가시키는 BenchPress가 경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척종목의 특성상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하여 기구의 중량이 가볍기 때문
에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는 큰 체격을 이용한 힘(power)의 필요성 보다는
스피드가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박준기,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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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투척 국가대표 남여 후보 선수 29명을 대상으로 신장,체중,흉위,복위,
우하퇴위,좌하퇴위,상지장,하지장,지극의 체격 요인과 30m달리기,멀리뛰
기,세단뛰기,왕복달리기,사이드스텝,포환 뒤로 던지기,포환 앞으로 던지
기,Squat,PowerClean,BenchPress의 체력요인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2006년과 2007년 연속 후보 선수로 선발된 포
환,원반,창,해머 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체격 및 체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Version.12.0을 이용하여 Mann-Whitney,Kruskal-Wallis
검증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및 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11...결결결론론론

첫째,남자선수의 경우 신장,흉위,상지장,하지장,지극은 원반선수의 체
격이 포환이나 해머 선수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 종목 선수의
체격 조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여자 선수의 경우 체중,흉위,복위,좌우 하
퇴위는 포환선수의 체격이 좋으며 그 다음은 해머선수로 남자선수와 달랐
다.남자선수는 길이 요인이 종목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여자선수의 경우 무
게 요인이 차이를 보였다.

둘째,남여 투척 종목 선수의 종목별 30m달리기,멀리뛰기,세단뛰기,왕
복달리기,사이드스텝,포환 뒤로 던지기,포환 앞으로 던지기,Squat,
PowerClean,BenchPress체력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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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원반 종목 선수의 체격은 경기력 변화와 관계가 있었으나 포환,창,
해머 선수의 체격은 경기력 변화와 상관이 낮았다.그러나 포환,해머,창,
원반 선수의 현재 체력은 2007년 최고기록과 상관이 있으나 경기력의 변화
와는 상관이 없었다.또한,남자선수의 경기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은 체격 요인인 신장과 우 하퇴위이며,여자선수의 경우는 체력 요인인
BenchPress가 영향력이 있었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얻었다.
첫째,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자는 선수의 체격과 체력 및

성적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유사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국가대표 후보 선수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이를 국가대표
와 종목별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현재 전국의 체육고등학교에서는
선수선발을 위한 전문체력 측정에 대한 현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객
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훈련 프로
그램에 대한 내용 작성 시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상과 운동수준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후속연구에서는 우수선수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운동적성검사를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연구를 확대할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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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nnnaaatttiiiooonnnaaalllsssuuubbbssstttiiitttuuuttteeeppplllaaayyyeeerrr'''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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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ee-Borg

PhysicalEducationGraduateSchoolinKorea
MaritimeUniversityBusan,Korea

Iintendtoanalyzetheperformanceof29distancenationalthrow
substituteplayers(menandwomen)forthenationalteam toshow
how physicalstrength and physique have an effecton their
performance.ByusingSPSS/pcVersion.12.0,Mann-Whitneyand
Kruskal-Wallis verification,Spearman's ranking correlation factor
and Stepwise's multitude recurrence analysis,I analyzed the
interrelationbetweentheperformancelevel,physicalstrengthand
physique of shot players,discus players,javelin players and
hammerplayerswhowereselectedassubstitutesin2006and2007
consecutively.Conclusionsareasfollows.
1.Malediscusplayersshow greaterheight,chestgirth,lower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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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upper limb length and stretch ofarms than hammer
playerswhilejavelinplayersshow theleast.Femaleshotplayers
havethegreatestbodyweight,chestgirth,waistgirthandleftand
rightcalfgirth.

2.Thereisnosignificantdifferenceofstrengthfactorsin30m run,
longjump,hop step jump,shuttlerun,sidestep test,shotput,
squat,powerclean,benchpress.

3.Forseeableperformancefactorsofmaleplayersareheightand
rightcalfgirth (physiquefactor)and forwomen playersbench
press(strength factor)which playan importantrolein affect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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