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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주전 .비주전 및 포지션별 신체계측 및 체력 

요인의 비교

박은경*, 김준수*, 박동호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서 론

선수들은 최상의 경기력을 위하여 체격, 체력, 기술, 정신력 및 지적 능

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필요로 한다[1,2]. 여러 요인 중에서

도 선수들의 체격과 신체조성의 평가는 선수들의 운동능력과 신체적성

의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3]. 이들 요인은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표가 되기

도 하며, 부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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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tropometric and Physical Fitness Characteristics of Korean Femal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by Class and Play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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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thropometric and physical fitness characteristics of Korean femal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in different classes (starter and non-starter) and playing positions. 

METHODS: Twenty-four femal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12 starter vs. 12 non-star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voluntarily. For 
each playe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s well as a sargent jump (SJ), isokinetic leg strength, side step, and graded 
exercise tests (GXT). 

RESULTS: Starters’ fat mass (p<.05), %fat (p<.05) and HRmax (p<.001)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on-starters’, whereas 
Starters’ sargent jum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starters’ (p<.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
tive left and right leg flexor and extensor strength at 60 /̊sec and 180 /̊sec among playing position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
sis, %fat and HRmax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lean body ma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J. The side step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MI,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VO2max, while VO2max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t mass, %fat and HRmax.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physical performance of femal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dif-
fered between starters and non-starters, wherea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uards, forwards and centers. According 
to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female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body composition management 
is required to reduce body fat mass, % fat, and BMI, as well as muscle strength strengthening and cardiopulmonary endurance training 
programs also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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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및 신체구성과 더불어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

요한 요인이 바로 체력이다[5,6]. 체력이란 인간이 신체적 활동의 수행

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

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의 건강관련 체력과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순발력, 반응시간, 스피드 등의 기술 관련 체력으로 구

분된다[7,8]. 농구, 축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선수들

의 체력과 경기력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5,6,9]. 

특히, 5명이 한 팀을 이루는 농구는 좁은 코트 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매우 역동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선수들의 신체조성 및 강인

한 체력이 최상의 경기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므로, 높은 체력

수준을 요구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8-11]. 

농구 기술 발휘를 위해 요구되는 체력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슈팅, 패스, 리바운드와 같은 기본 기술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순

발력이 필요하며, 빠른 공격 및 수비 전환을 지속적으로 소화하기 위

해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후반을 끊임없이 움

직이기 위해 건강 체력인 심폐지구력이 가장 필수적이다[8,12]. 이렇듯 

농구경기에서 선수들은 다양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슛 동작, 

리바운드 등의 획득을 위해 유리한 위치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몸싸

움 및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에 이은 폭발적인 돌파 등의 기술들은 슬

관절을 중심으로 한 하지 근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민첩하고 강력하게 

발휘될 때 최상의 경기가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수들의 폭

발적인 하지 근력이 경기 중 볼의 획득과 득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다[13]. 

농구경기에서의 주요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근파워는 부상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며[11], 근육의 수축 형태에 따른 측정 평가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근력의 평가요소로 등속성 근

력 측정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근력 측정 방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14,15].

농구 종목에서 포지션(position)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포인트 가드

(point guard), 슈팅 가드(shooting guard), 스몰 포워드(small forward), 

파워 포워드(power forward), 센터(center)로 나눌 수 있으며[16], 이들을 

다시 가드, 포워드, 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17]. 포지션에 따라 일반적으

로 가드는 빠른 스피드와 타고난 패싱 능력이 필요하고, 포워드는 슈팅

과 돌파 능력이 필수적이며, 센터는 박스아웃(box-out), 리바운드 등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몸싸움 능력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선수들

의 포지션에 따라 경기 중 수행해야 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18]. 

농구 선수들의 포지션별 체력 요인의 차이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브라질 국가대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포워

드, 가드, 센터 순으로 점프력이 높게 나타났으며[19], 미국 남자프로농

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드, 포워드, 센터 순으로 최대산

소섭취량(Maximum Oxygen Intake; VO2max)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영국 성인여자농구 선수들의 파워, 민첩성, 스피드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가드가 센터보다 하지 근력을 바탕으로 한 점

프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파워 또한 가드가 다른 포지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1]. 

국내 남자프로농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선수들의 

근력, 유연성, 지구력, 최대산소섭취량, 등속성 하지 근력 등이 포지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반면, 국내 남자

프로 농구 선수들의 유연성, 근지구력, 전신반응, 민첩성, 순발력, 악력, 

심폐지구력, 등속성 근력 등의 요인에서 포지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8,10]. 이처럼 국내외에서 농

구 선수의 체력요인의 포지션에 따른 차이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있

으며, 또한 국내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남자 농

구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

내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포지션별 체격, 신체 구성 및 

체력 요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선행

연구에서는 포지션에 따른 선수의 분류나 나이, 성별에 따른 체력수준

의 비교가 대부분이었는데, 농구는 12명의 선수들 중 5명의 선수만이 

경기에 뛸 수 있는 주전 의존도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전과 

비주전에 대한 체력 수준은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 태권도, 복싱, 육상,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 선

수와 비우수 선수 간의 체력 요인의 차이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으나[24-27], 팀 스포츠에서 주전ᆞ비주전 간의 체력수

준에 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특히, 농구와 같은 팀 종목

일수록 주전과 비주전 간의 체력 수준 격차가 적을수록 팀의 전력이 

좋고, 교체율이 높아 경기의 효율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지션뿐만 아니라 주전ᆞ비주전 간의 체력수준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수들의 

체격, 신체조성 및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속성 하지근력 등의 

체력요인이 주전ᆞ비주전 및 포지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향후 현장

의 지도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주전

ᆞ비주전 및 포지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 등록되어 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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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중 6개월 이내에 부상경험이 없고, 본 연구의 취지에 동

의한 24명(가드 8명, 포워드 8명, 센터 8명)의 주전(n =12)과 비주전(n =12) 

선수들로 각 팀에서 이미 주전과 비주전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즌기간 내에 측정하였

으며, 모든 측정은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먼저, 피험자

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실험 

진행 전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나 연구자가 의도

하는 연구의 결과나 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측정 전 피험자들에게 측정 프로그램과 측정도구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신체조성,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속성 

하지 근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체격 및 신체 조성 항목 측정 

참여자들의 신장과 체중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측정 

기기(TBF-202, Tanita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각각 0.1 cm 

와 0.1 kg 단위까지 계측하였다. 신체 조성 검사는 생체전기저항법(bio-

electric impedance analysis)을 이용한 Inbody 770 (Biospace Co., Korea)

을 사용하여 체중,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지방률, BMI를 측정하였다. 

2) 체력 요인 항목 측정 

순발력 측정은 서전트 점프 검사(sargent jump test)를 실시하였다. 

제자리에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한 후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머

리 위로 쭉 뻗어 최대한 높이 뛰어오른 위치를 cm 단위로 측정하였으

며, 2회 실시한 기록의 평균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민첩성 측정은 사이드 스텝 검사(side-step test)를 실시하였다. 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 우 선의 간격이 1.2 m가 되는 위치에 중심선과 평행

하도록 테이프를 부착한 후, 피험자를 중심선에 어깨너비 크기로 발을 

벌린 다음, 시작과 함께 좌측과 우측의 선이 항상 다리 사이에 오도록 

반복 실시하였다. 각 선을 통과할 때의 횟수를 기록하여 30초간 반복 

하며, 2회 실시한 기록의 평균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심폐지구력 측정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여자운동선수 검사에 맞

게 개발한 KSSI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VO2max를 측정하였다. VO2max는 

treadmill에서 피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가스분석기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심박측정기(POLAR)로 최대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최초 운동부하는 4.8 km/h의 속도, 경사도 5%로 시작하여 매 2분마다 

경사도는 고정하고 속도를 1.2 km/h씩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최대능력 발휘를 유도하기 위해 독려하였으며, 피험자가 더 

이상 의지적으로는 뛸 수 없는 All-out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종료하였다. All-out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운동종료시점의 기준은 운

동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VO2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

려 떨어질 때, 심박수가 220-나이의 ±10 bpm일 때, 호흡교환율(Respi-

ratory Exchange Ratio, RER)이 1.1 이상일 때, 피험자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요청한 때, 이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로 하였다. 

등속성 근력 측정은 Biodex System 3 (Biodex, Inc., New York, USA) 장

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피험자가 기구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연

습을 실시하였다. 실제 측정 시, 피험자가 최대 수축을 할 수 있도록 격려

하기 위해서 검사자가 지속적으로 구령을 붙여 주었다. 각 세트 간의 휴

식은 30초로 하였으며, 피험자의 실험부위의 반대쪽 다리는 스트랩을 이

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였다. 관절가동범위는 무릎관절 신전(knee exten-

sion) 0˚에서부터 무릎관절 굴곡(knee flexion) 90˚까지 수행하였으며, 굴

곡에서 시작해서 최대 관절 운동범위로 신전과 굴곡을 반복하는 것을 1

회로 하여, 각속도 60 /̊sec에서 4회, 180 /̊sec에서 18회 반복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전 .비주전별 체격, 신

체조성 및 체력 요인(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

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포지션별 체격, 신체조성 및 체력 요인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속성 근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세 그룹 간의 사후검증

으로는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product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

의수준은 α =.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전ᆞ비주전 및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Starters/Non-starters 
   Starters (n=12) 
   Non-starters (n=12)

  
26.75±1.33 
23.25±0.81 

  
174.98±1.86 
175.50±2.12 

  
67.37±1.93
69.27±2.54

Positions
   Guards (n=8) 
   Forwards (n=8) 
   Centers (n=8) 

  
25.13±1.67 
25.00±1.32 
24.88±1.56 

  
168.34±1.44 
175.38±1.48 
182.00±1.09 

  
60.59±0.98
68.69±1.81
75.68±1.97

Total 25.00±0.84 175.24±1.38 68.32±1.57

Values are mean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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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별 체격, 신체조성,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속성 하지근

력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전 .비주전 간의 체격, 신체조성 및 체력 비교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에서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신장, 체중, 골격근량, BMI는 주

전과 비주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순발력 및 민첩성의 주전과 비주전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전트점프에서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6.04 ± 4.37 vs. 40.96 ± 5.87 cm, p< .05), 최대심박수

는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71.08 ± 6.07 vs. 184.92 ± 6.24 bpm, p< .001). 사이드스텝(42.46 ±

2.81 vs. 41.25 ± 2.37회, p=.267)과 최대산소섭취량(49.24 ± 2.85 vs. 45.67

±8.01 mL/kg/min, p=.168)은 주전과 비주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 포지션별 체격, 신체조성, 체력 및 각근력 비교

포지션별 체격, 신체조성 및 체력 비교에서 신장과 체중은 센터가 

포워드에 비해(p< .001) 그리고 센터와 포워드가 가드(p< .001)에 비해 

유의하게 크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격근량은 센터가 포워드와 

가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p< .001)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센터가 가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p< .05)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들 변인 이외의 가드, 포워드 및 센터 포지션 간의 서전트점프(42.56

± 4.00, 41.13 ± 5.07, 46.81 ± 6.68 cm; p=.112) 사이드스텝(43.44 ± 2.78, 

41.00 ± 2.05, 41.13 ± 2.49회; p=.107), 최대산소섭취량(49.20 ± 6.16, 44.49

±7.18, 48.68 ± 2.48 mL/kg/min; p =.253), 최대심박수(178.50 ±10.38, 

180.88 ± 9.95, 174.63 ±7.33 bpm; p=.415)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Table 2. Comparisons of antropometric variables between Starter and 
Non-starters (n=12, N=24) 

Group Mean±SD t p

Height (cm) Starters 
Non-starters 

174.98±6.43
175.50±7.35

-.186 .854

Weight (kg) Starters 
Non-starters 

67.37±6.68
69.27±8.81

-.595 .558

Lean body mass (kg) Starters 
Non-starters 

31.33±3.80
30.62±4.63

.415 .682

Fat mass (kg) Starters 
Non-starters 

11.59±2.16
14.36±3.62

-2.276 .033

BMI (kg/m2) Starters 
Non-starters 

21.94±1.03
22.41±1.38

-.940 .358

Fat (%) Starters 
Non-starters 

17.25±3.07
20.75±4.70

-2.160 .042

BMI, body mass index.

Fig. 1. Comparisons of chosen physical fitness characteristics between starters and non-starters. No Si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arters and 
Non-st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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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athropometric variables among individual posi-
tions (n=8, N=24) 

Group Mean±SD t p post-hoc

Height (cm) Guards 
Forwards 
Centers 

168.34±4.07
175.38±4.17 
182.00±3.07

25.792 .000 C>F, G&F>G

Weight (kg) Guards 
Forwards 
Centers 

60.59±2.78
68.69±5.12 
75.68±5.56

21.081 .000 C>F, G&F>G

L ean body 
mass (kg)

Guards 
Forwards 
Centers 

27.20±2.57
30.56±2.44
35.16±2.77

18.952 .000 C>F&G

Fat mass (kg) Guards 
Forwards 
Centers 

11.44±2.97 
14.00±3.71 
13.49±2.77

1.460 .255 NS

BMI (kg/m2) Guards 
Forwards 
Centers 

21.38±0.74
22.33±1.25
22.83±1.23

3.619 .045 C>G

Fat (%) Guards 
Forwards 
Centers 

18.96±5.17 
20.28±4.55
17.76±3.00

.672 .521 NS

BMI, body mass index; C, centers; F, forwards; G, guards;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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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을 고려하지 않은 포지션별 슬관절 등속성 60 /̊sec와 180 /̊sec의 

좌우측 신전 및 굴곡 시 체중당 근력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체중을 고려한 60 /̊sec와 180 /̊sec의 좌우측 신전 및 굴곡 시 근력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 변인 간 상관관계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체격 및 신체조성과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

구력 및 슬관절 등속성 근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서전트 점프는 골격근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 .05), 체지방률(p< .01), 최대심박수(p< .05)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드 스텝은 BMI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최대산소섭취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최대산소섭취량은 체지방량(p< .01), 체지방

률(p< .01), 최대심박수(p< .05)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대심박수는 체지방량, 체지방률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60 /̊sec, 180 /̊sec 좌측 신전 시 체중당 최대근력은 체

지방량, 체지방률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논 의

1. 주전 .비주전 간의 체격, 신체조성 및 체력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의 체격 및 신체조성의 차이를 분석한 

Fig. 2. Comparisons of physical fitness variables among individual positions. No Sig.,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individu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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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60°/sec and 180°/sec Peak Torque per body 
weight among individual positions (n=8, N=24)  

Group M±SD t p

60º/sec PT/BW (%) 2.602 .098
Right

Extension Guards 249.49±20.83
Forwards 242.06±14.55
Centers 266.80±28.99

Flexion Guards 131.50±11.36 .027 .973
Forwards 133.69±16.50
Centers 132.48±25.84 

Left
Extension Guards 239.01±37.30 .116 .891

Forwards 242.96±26.92
Centers 247.16±36.22

Flexion Guards 124.50±22.53 .687 .514
Forwards 138.38±18.80
Centers 130.81±28.73

180º/sec PT/BW (%) 1.246 .308
Right

Extension Guards 163.76±16.89
Forwards 154.10±15.47
Centers 167.30±19.36

Flexion Guards 96.98±16.77 .457 .639
Forwards 90.68±15.22
Centers 90.56±13.94

Left
Extension Guards 145.69±24.89 .127 .882

Forwards 145.28±20.79
Centers 150.80±27.25

Flexion Guards 89.66±20.17 .885 .428
Forwards 96.73±15.11
Centers 85.80±14.06

PT, Peak torque; BW, body weight in kg. 

Table 5.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among chosen Variables

Variables LBM
Fat 

mass
BMI 

Percent 
fat

Side 
step

VO2max HRmax

Height .876** .265 .424* -.192 -.109 .044 -.117
Weight .893** .480* .783** .008 -.298 -.094 -.025
LBM 1 .037 .592** -.433* -.158 .231 -.260
Fat mass .037 1 .607** .874** -.357 -.642** .436* 
BMI .592** .607** 1 .285 -.466* -.252 .127
Percent fat -.433* .874** .285 1 -.306 -.690** .502*
Sargent 
 Jump

.509* -.370 .160 -.533* .077 .384 -.452*

Side step -.158 -.357 -.466* -.306 1 .514* -.388
VO2max .231 -.642** -.252 -.690** .514* 1 -.458* 
HRmax -.260 .436* .127 .502* -.388 -.458* 1

LBM, lean body mass; BMI, body mass index.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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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체격 및 신체조성 요인 중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에서 주전 선수

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프로농구 선수의 경우,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선수의 주

전 출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터키 프로리그의 1부와 2부 남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체지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부 리그 선수들

이 2부 리그의 선수들에 비해 체지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28]. 반

면에 여자프로농구선수에 대한 우수 및 비우수 선수 간의 신체조성 

및 체격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검토는 할 수 없으나 태권

도, 검도와 같은 개인종목 선수들의 체지방률은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 간에 차이가 없었다[24,26]. 개인종목 선수들은 우수 선수들과 비

우수 선수들이 시즌이나 비시즌 여부와 상관없이 비교적 동일한 운동

량을 소화하게 되는데,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 없이 지속된 트레이닝은 

비슷한 수준의 신체조성을 유지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

구 대상자와 같은 단체 종목 선수들의 경우, 비시즌에는 모든 선수들

이 동일한 운동량을 소화하지만, 시즌 중에는 주전 선수들의 운동량

이 현저히 많아지게 되어 주전과 비주전과의 운동량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국내 여자프로농구 팀들은 얇은 선수층으로 인하여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 간의 경기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30분 이상의 출장시간이 주전 선수들에게 편향되

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즌 중 비주전 선수들의 운동량이 주전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

로 주전 선수들보다 비주전 선수들이 더 높은 체지방률 수치를 나타

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체지방률은 선수들의 순발력과 지

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9],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낮

은 체지방률을 보인 주전 선수들이 더욱 높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의 순발력, 민첩성 및 심폐지구력의 경

우,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보다 서전트점프 기록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최대심박수는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보다 유의하게 낮

았으나 사이드스텝과 최대산소섭취량은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

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최대산소섭취량에서 주

전ᆞ비주전 선수 간에 약 4 mL/kg/min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비주전 선수들의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터키 남자 프로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부 선수들이 2

부 선수들에 비해 점프 능력은 유의하게 높았지만, T-Drill test와 최대

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8]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선수들의 수준별 체력요인의 비교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종목에서 우수, 비우수 선수 간의 비교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구를 비롯한 단체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주전과 비주전 선수 간의 체력요인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프로농구선수들의 경우,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보다 순발력이 우수하며, 심폐지구력에서는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우수한 경향을 나

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기 중 지속적인 점프와 강력한 체력이 요

구되는 농구 종목에서 순발력과 심폐지구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요인에서 높은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순발력과 심

폐지구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전과 비주전의 신체조성 및 체력 평가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째,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을 지도 및 관리하는 

현장의 지도자와 스텝들은 선수들의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주전과 비주전 선수 간의 체지방률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

며, 둘째 경기 중 지속적인 점프와 강력한 체력이 요구되는 순발력과 

심폐지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포지션에 따른 체격, 신체조성, 체력 및 각근력

선수들의 포지션에 따른 체격 및 신체조성은 신장, 체중 및 골격근

량에서 센터, 포워드, 가드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센터

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 체격이 크고 골격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국내 남자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센터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 신장과 체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10],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농구종목에서 센터

포지션은 포워드나 가드에 비해 골대 밑에서 많은 신체접촉과 몸싸움

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체격이 크고 파워가 좋은 선수가 센터 포

지션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센터 포지션이 포

워드나 가드에 비해 체격 및 골격근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체조성과 관련된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포지션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이 모든 포지

션에서 비슷한 체지방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여자

대학농구 선수들의 체지방률은 포지션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30], 

영국 여자농구 선수들의 체지방량 또한 포지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18]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

다. 현대 농구는 단순히 체격이 큰 것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경기 중 빠

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파워풀한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순발력과 지구력은 체지방률의 영향을 많

이 받으며[29],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경우 빠른 스피드와 강인한 체

력이 모든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에서 비

슷한 체지방률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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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포지션에 따른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에서도 포지션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국 여자농구선수들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점프 및 민첩성 훈련을 위한 T-Drill 

test 결과는 가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8], 엘리트 남자 농구 선수

들의 경우에서도 가드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 Yo-Yo test에서 높은 수행

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17]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국내 남자 프

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전트점프, 사이드스텝, 최

대 산소섭취량이 포지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8,10] 여자 대학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포지션에 따

른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30]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비록 국내외적으로 여자프로농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 특히 포지션에 따른 체격 및 체력 차이를 규명한 논문은 Del-

extrat & Cohen [18]이 발표한 논문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어 단정적

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여자프로농구 선수들보다 국외의 농구 선수들에서 보다 뚜렷

한 포지션의 체격 차이를 보이며, 포지션에 따른 역할에 있어서도 확

실한 분리를 통해 포지션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과 훈련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농구는 프로화되면서부터 

모든 포지션에서 강한 체력이 요구되어 왔고, 점점 선수들의 체력이 평

준화되었다[10]. 더욱이, 여자프로농구선수들은 전체 선수층이 얇고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포지션의 의미가 점점 퇴

색되고 있으며,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

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자프로농구 선수들

은 포지션에 따른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수들의 포지션에 따른 슬관절 등속성 근력의 경우, 60°/sec과 180°

/sec 좌우측 신전, 굴곡 시 체중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근력에서는 센

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중 당 60°/sec과 180°/sec 좌

우측 신전, 굴곡 근력 모두에서 포지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남자 프로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지의 등속성 근력을 측정하여 포지션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체

중당 최대근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

이다[8,10]. 즉,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최대 근력은 다른 포지

션보다 체격이 큰 센터가 높은 근력을 발휘하지만, 상대적 최대 근력에

서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영향 때문에 포지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으며, 이것은 모든 포지션에서 하지 근력에 평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농구는 하지의 움직임 특히, 슬관절을 중심으로 한 근력이 매우 중

요한 스포츠로, 이러한 하지 근력의 정확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은 선수들의 하지 관절 부상을 방지하고 훈련 및 경

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변인 간 상관분석

선수들의 체격, 신체조성,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및 등속성 근

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전트점프는 골격근량(r=.509, p< .05)

과 양의 상관이 있으며, 체지방률(r= -.535, p< .05)과 최대심박수(r=  

-.452, p< .05)와는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구는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3.05 m)에 있는 바스켓에 골을 넣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골을 먼저 잡으려는 경쟁이 많은 스포츠로, 높은 점

프력은 경기에서 단연 유리하게 작용되며[31], 이에 따라 강한 순발력

을 유도하는 골격근량의 증가와 체지방률의 감소는 점프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Ko & Kim [32]은 농구공던지기와 제자

리멀리뛰기로 측정된 순발력이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엘리트 농구선수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농구선수들이 매우 

뛰어난 근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며[19,33], 농구 경기에서는 순

간적인 힘의 발현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골격근량

과 낮은 체지방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전트 점프와 최대심박수와의 음의 상관과 관련하여, 근육이 

발달한 선수들일수록 심박출량이 많아지게 되어 낮은 최대심박수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34]를 지지하는 것이다. Jung et al. [31]은 우수한 

농구선수들이 장거리육상선수에 근접하는 최대산소섭취량을 보인다

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구선수 훈련은 하지 골격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력훈련과 최대심박수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산소 훈련

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드스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BMI와는 음의 상관(r= -.466, 

p< .05), VO2max와는 양의 상관(r=.514, p<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구는 비교적 좁은 공간 내에서 빠르고 순간적인 동작이 연속적

으로 발생하므로, 순발력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경기수행력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가 가드에 비해 BMI가 유의하게 높았

으며, 사이드스텝 테스트 결과 포지션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드

가 센터보다 높은 경향을(가드 43.44 ± 2.78 vs. 41.13 ± 2.49, p=.107)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BMI가 낮고 심폐지구력이 우수한 선수일수록 민첩

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VO2max는 보통 지구성 종목선수들에게

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많은 양의 산소를 근육

과 혈관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포지션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드, 센터, 포워

드 순으로 사이드스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최대산소섭취량

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빠르고 연속적인 순

간동작이 발생되며,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해야 하는 농구경기의 특성

상 순발력, 민첩성을 포함한 심폐지구력이 높은 선수들이 농구에 적합

한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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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2max는 체지방량(r= -.642, p< .01), 체지방률(r= -.690, p< .01) 및 

최대심박수(r= -.458, p< .05)와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심박수는 체지방량(r=.436, p< .05), 체지방률(r=.502, p< .05)과 양

의 상관이 있었다. 심폐체력이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하여 낮은 

심박수에서 같은 양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34], 최대

산소섭취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력으로, 일반적으로 운동기술

능력인 스피드, 지구력, 근력 등과 관련이 있다. 결국 체력이 좋은 선수

는 운동 시 최대산소섭취량이 높으며 최대심박수는 낮은 수준으로 유

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체지방량

과 체지방률이 낮아야 높은 수준의 심폐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의 주전 ·비주전 및 포지션에 

따른 체격, 신체조성 및 체력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각 변인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전 ·비주전 간의 비교에서,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체지방량, 체지방률, 최대심박수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순발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포지션별 비교에서는 신장, 체중 및 골격근량에서 센터, 포

워드, 가드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체력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분석결과에서는, 서전트점프는 체지방

률과 최대심박수와는 음의 상관이 그리고 골격근량과는 양의 상관이 

있었다. 사이드스텝은 BMI와는 음의 상관이 있으나 VO2max와는 양

의 상관이 있었고, VO2max는 체지방량, 체지방률 및 최대심박수와 음

의 상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구는 전후반 각각 20분 동안 지치지 않고 폭발적인 

점프와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심폐지구력

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농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

상을 위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자프로농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지방량, 체지방

률 및 BMI를 줄일 수 있도록 신체조성 관리가 필요하고, 골격근량과 

VO2max를 늘릴 수 있는 근력 강화(특히, 하지) 및 심폐지구력 강화 훈

련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 현장의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여자프로농구 

선수들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남자

프로농구 선수 또는 청소년기나 대학의 여자 아마추어 농구 선수들에

게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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