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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복사 후, calliper를 이용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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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낮은 악력과 높은 악력으로 2등분 했을 때, 손가락 비율(2D:4D)에 대해 낮은 악력을 가진 남자가 높은 악력을 가진 남자보다 더 

높은 2D:4D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국내 대학생 중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손가락 비율(2D:4D)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Ⅰ. 서론

  검지라 불리는 두 번째 손가락을 2D(2nd digit), 네 번

째 손가락을 4D(4th digit), 이 두 손가락 2D:4D를 손가

락 길이 비율이라 한다. 손가락 비율(2D:4D) 비율과 스포

츠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2007년 Fink[1] 등을 토

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흥제[2]의 연구와 중·고

등학교 남자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한 박영식[3] 등이 있

다. 한편, 2001년 영국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Manning[4] 

등은 특정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선수에 대한 2D:4D 

비율을 연구하였기에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축구 선수와 일반 

학생의 비율을 비교해보고 그 비율에 체력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일정

  국내 J 대학교의 축구선수 남자 75명과 일반학생 185명

(남자 76명, 여자 109명)을 대상으로 2D:4D 비율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력측정에 동의한 42명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순발력, 근지구력 등의 측정을 위한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으로 2011년 11월에 체력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손가락 길이 측정

  손바닥 쪽의 근위 주름살을 기준으로 손가락 길이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복사 후 자나 calliper를 이용하여 측정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참여자를 대상

으로 플러스 펜으로 점을 찍어 복사한 후, callip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Ⅲ. 통계 분석
  

1. 손가락 비율에 대한 유의차 검정

  축구선수와 일반남학생 그리고 일반여학생의 세 집단 

간  손가락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와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표 1과 같이, 일반적

인 사실과 동일하게 대학생도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보

다 낮았으며 특히, 축구선수들의 경우는 더욱 낮게 나타났

다.

평균 표준편차 표본크기

축구선수 0.939 0.029 75

일반남학생 0.948 0.028 76

일반여학생 0.968 0.029 109

표 1. 세 집단 간 손가락 비율(2D:4D)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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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가락 비율과 체력과의 상관관계

  체력측정에 동의하고 참여한 42명의 축구선수로부터 측

정된 항목과 2D:4D 비율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손가락 비율과 체력은 팔굽혀펴기가 근지구

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손가락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

펴기

손가락 - -0.105 0.163 -0.016

50m

달리기
-0.105 - -0.301 -0.180

제자리

멀리뛰기
0.163 -0.301 - 0.246

팔굽혀

펴기
-0.016 -0.180 0.246 -

표 2. 손가락 비율(2D:4D)과 체력과의 상관관계

Ⅳ.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가락 비율(2D:4D)에 대

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가

락 비율에 성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태아기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호르몬은 발육 중인 태아의 근육, 심장, 혈

관, 뇌 등에 영향을 미쳐, 손가락 비율과 달리기 속도, 지

구력, 시공간 판단력 등에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 비율이 대학 축구선수와 

일반학생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나아가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를 측정

하여 손가락비율과 체력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해 보았다. 그 결과, 손가락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

생보다 낮았으며, 특히 축구선수의 경우 더욱 낮았다. 체

력요인 중에서 근지구력을 대상으로 측정한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

해보면, 일반학생에 비해 축구선수 집단이 더 낮은 손가락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손가락 비율이 낮을수록 체력이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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