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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Ultimate Frisbee Exercise on 

α-amylase and Physical Fitness Improvement in Male 

College Students

Kim, Dae-Il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ltimate 

frisbee exercise on blood lactate and physical fitness by exercise for 

total of 8 weeks for male college students. Ultimate frisbee exercise 

consists of 120 minutes per day, 3 times a week and comparative 

analysis of pre and post of α-amylase and physical fitness. 

α-amylase affects on college students who played ultimate frisbee 

showed a result that α-amylase decreased from the initial level. 

Physical fitness changes on college students who played ultimate 

frisbee showed increases in muscular strength, muscle endurance(, 

cardiopulmonary endurance, muscular power, agility, and flexibility. 

All of facto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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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ultimate frisbee results showed that male college 

students improved physical fitness and got blood lactate decreased. I 

think it will be a healthy exercise for youth and adult when ultimate 

frisbee sport becomes a famous as well as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can last for a long time with a wide range of people.



- 1 -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수 년 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접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뉴 스포츠들은 마치 해외 문화를 반영하여 

뉴 스포츠로 풀어낸다. 해외에서 많은 청년들인 하는 뉴 스포츠인 Ultimate 

Frisbee라는 운동은 현재 많은 한국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알려졌다.

뉴 스포츠는 단순한 기능만으로도 가능한 리드-업 게임(lead-up game)에서 

찾아서 볼 수 있는 규칙들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고, 체육 

활동을 기피하는 아동이나 저기능 아동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협동성과 

게임성이 강하여 서로 재미있는 활동하면서 정서적인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이근오, 2007).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플라잉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활동은 디스크의 형

태의 도구를 사용을 하며 신사적인 스포츠로써 심판을 두지 않고 선수끼리의 판

단으로 인해 심판의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존중과 배려를 하고 정

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맨십을 토대로 한 경기이며, 건강

한 신체와 건전한 사회성을 배울 수가 있다. 1967년 세계 플라잉 디스크 연맹

(WFDF)이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2001년은 플라잉 디스크의 한 종목인 얼티미

트와 디스크 골프가 IOC가 후원하고 있는 비 올림픽종목들의 세계대회라 불리

는‘월드게임즈’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플

라잉디스크를 문부성에서‘생애스포츠’로 인정을 하여 100개교가 넘는 대학교

와 고등학교 수업으로 정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동호인 수는 150만에 이르

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장경환 2009). 2013년에 미국조사에 의

하면, 미국 내 총 51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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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ultimate) 경기는 경기장 안에서 상대편의 영역에 침

범을 하여 득점하는 영역형 경쟁운동 중 하나이다(김현식, 2018). 7명이 한 팀

의 구성원이 되어 골을 득점하는 방식은 미국의 미식축구와 유사하지만, 원반을 

든 채로 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방식은 농구종목에 더 가깝다. 다

른 스포츠와 다르게 남녀가 혼성인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수비수를 따돌리고 

뛰기 위한 스피드와 순발력, 점프력, 심폐지구력과, 상대 팀의 수비허점을 찾아

내는 공간감각과 전략 및 같은 팀 선수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전달하기 

위하여 패스기술까지 온 몸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로,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아 정체감의 확립과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준

비하기 위한 학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태연우, 2014).

통계청(2010)에서 발표한‘스트레스의 정도’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느낀다.‘51.5%,’매우 많이 느낀다‘13.0%로 대부분의 대학생들 

64.5%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로 보아,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 스포츠 종목중의 하나인 Ultimate Frisbee 운동을 통

하여 남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인 α-아밀라아제와 체력적으로 어떠한 변

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학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체력적인 증가를 위함에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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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Ultimate Frisbee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지표인 

α-아밀라아제 수치의 변화와 체력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Ultimate Frisbee 운동이 남자대학생들의 α-아밀라아제가 감소될 것이다.

2. Ultimate Frisbee 운동이 남자대학생들의 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이 향상 될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1) 대학생들의 섭취식품과 영양상태, 특정보조제섭취는 고려하지 못했다.

2) 대학생들의 유전적,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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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Ultimate Frisbee 

  1. Ultimate Frisbee 어원 및 정의

플라잉 디스크라고 불리는 얼티미트 프리즈비는 1940년 후반 미국 아이비리

그 대학생들이 접시를 파이 접시를 던지면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스비의 명칭은 플라잉디스크를 최초로 상품화 시킨 회사의 상표

명이며, 플라잉디스크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플라스틱제 플라잉디스크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며 다소 무겁고 딱딱하지만 비행성이 좋으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방해 받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어 실외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얼티미트(Ultimate)는, 팀당 7명으로 구성되는 2팀이 100m×37m의 코트 안

에서 디스크를 패스로 전진을 하면서 상대의 엔드존 안에서 같은 팀 선수로부터 

패스를 캐치를 하게 되면 포인트(1점)를 얻는 경기이다. 

스피드와 지구력, 디스크의 컨트롤 기술 등이 플라잉 디스크의 모든 요소가 팀  

플레이에 집약된 경기이다. 어느 쪽인가의 팀이 9점을 먼저 선취한 시점에서 하

프 타임 그리고 15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된다. 얼티미트는 15점(선취) 

제로 평균 2시간 동안 하는 긴 경기 시간 속에서 선수들의 스피드나 지구력, 개

인기 및 팀의 전술 등 플라잉디스크의 모든 요인들을 집약한 궁극의 디스크 경

기라고 하는 의미로써 지어진 것이며, 다이빙 캐치나 패스 그리고 컷 등 다이나

믹한 플레이가 속출하는 스릴 있는 경기이다.

육체적으로도 격렬한 스포츠 종목으로 선수들의 경기 중 평균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88%에 이른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컨디

션 상태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합 중에 득점이 들어갔을 시 몇 회가 되었건 



- 5 -

선수교대가 허용이 된다.

얼티미트는 Spirit of Game이라고 하는 신사적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심판을 

두지 않아도 선수들끼리의 판단에 의해서 셀프 심판의 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 

또한 큰 특징 중 하나이다.

    a. 스피릿 오브 더 게임

a.1. 얼티미트은 신체가 접촉이 없으며, 선수 스스로 심판을 볼 수 있는 스포츠

이다. 모든 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얼티

미트은 공정하게 경기진행의 책임을 선수 개개인이 지도를 하는 것을 ‘스

피릿 오브 더 게임’이라 명하고 이것을 따른다.

a.2. 경기 중 어떤 선수도 고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규칙 위반 행위에 심각한 페널티를 부

여하지 않고, 규칙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됐을 상황을 고

려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a.3. 모든 선수들은 팀 간 중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심판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아래규칙을 따라야 한다.

  a.3.1. 경기 규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3.2.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직해야 한다.

  a.3.3. 자신의 의견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a.3.4. 상대 팀의 선수에게 발언권을 줘야 하고, 정중한 언어사용과 가능한 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해야 한다.

  a.3.5. 경기 중에 콜(Call)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a.3.6. 규칙 위반의 행위가 경기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콜을 불러야 한다.

a.4. 경기도중 치열해지는 것은 장려가 되나, 선수 간의 상호존중, 사전에 합의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의 즐거움을 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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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플레잉 필드(Playing Field)

b.1. 플레잉 필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개의 존(Zones)으로 구성

이 된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다. 플레잉 필드는 장애물이 없이 평평해야하

고 장애물이 없으며, 선수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b.2. 경계선은 플레잉 필드의 둘레를 나타내고,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두 개의 

사이드라인(Sidelines)과 너비를 나타내는 두 개의 엔드라인(End lines)으

로 구성이 된다.

b.3. 경계선은 플레잉 필드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b.4. 골라인(Goal lines)은 센트럴 존(Central zone)과 엔드 존(End zones)을 

구분하고 있는 선으로, 센트럴 존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b.5. 브릭(Brick) 마크는 1m짜리 두 개의 선을 교차해 표시를 하며, 각 골라인

에서부터 센트럴 존 방향으로 18m 정도 떨어진 지점과 양쪽 사이드라인에

서 정중앙 지점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b.6. 색깔이 밝고 신축성이 있는 8개의 물체들(플라스틱 콘 등)로 센트럴 존과 

엔드 존 간의 각 코너 표시를 한다.

b.7. 플레잉 필드 바로 옆 주변에는 움직이는 물체들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과 물체가 경계선의 3m 이내에서 경기를 방해하게 

된다면, 해당 선수와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스로워는 “바이올레이션”이라

는 콜을 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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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ltimate Frisbee 경기장 규격

    c. 장비

c.1. 양 팀의 캡틴이 인정하는 플라잉 디스크는 어느 것이든 경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

c.2. WFDF는 경기에 적절한 공인 디스크 리스트를 보유할 수가 있다.

c.3. 양 팀 선수는 홈 팀과 원정 팀을 구별할 수 있는 유니폼 착용을 해야 한다.

c.4. 선수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 선수들의 경

기력을 저해할만한 옷과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d. 포인트(Point), 골(Goal), 경기

d.1. 얼티미트 경기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각 포인트별로 골 득점을 하

게 되면 경기가 종료된다.

d.2. 먼저 15개의 골을 득점하는 팀은 승리를 하고, 경기가 종료된다.

d.3. 한 경기에는 전반과 후반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간으로 구성한다. 하프 타

임은 두 팀 중 한 팀이 먼저 8개의 골을 득점하게 되면 하프타임을 시작한다.

d.4. 전반과 후반의 첫 포인트는 전, 후반이 시작할 때 시작을 한다.

d.5. 골 득점 이후 경기가 종료되지 않거나 하프 타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 8 -

  d.5.1. 다음의 포인트가 바로 시작된다.

  d.5.2. 각 팀이 수비하는 엔드 존은 반대로 바뀐다.

  d.5.3. 바로 직전에 득점한 팀은 수비팀이 되고 풀(Pull)을 던진다.

d.6.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대회의 특수성이나 선수 인원, 선수의 연령과 

경기가 가능한 공간 등을 고려해서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e. 팀

e.1. 양 팀은 각 포인트별로 최소 5명이나 최대 7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가 있

다.

e.2. 양 팀은 골 득점 후에 수비팀에서 풀을 던지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기 이

전까지 선수 교체를 할 수가 있다. 교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e.3. 양 팀을 대표하는 캡틴(주장)을 선정한다.

    f. 경기 개시

f.1. 각 팀의 대표는 아래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공정하게 결정

해야 한다.

  f.1.1. 풀을 먼저 던질 것인가? 받을 것인가?

  f.1.2. 어떠한 엔드 존을 먼저 수비할 것인가?

f.2. 한 팀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팀은 남아있는 

한 가지 결정을 한다.

f.3. 후반 시작할 시, 처음 결정한 내용의 반대로 적용한다.

    g. 풀(The Pull)

g.1. 경기 시작 시에, 하프 타임 후 그리고 득점 후에, 풀을 던져서 경기를 시작한다.

  g.1.1. 합당한 지연사유가 없을 시 바로 풀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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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풀을 던지기 위해서는 수비 팀에서 풀을 던지는 선수 중 한 명과 공격 팀의 

선수 중 한 명이 머리 위로 손을 들어서 준비완료 신호를 보낸다.

g.3. 준비 완료 신호 후에는 공격 팀의 모든 선수들은 상대 팀의 스로워가 풀을 

던질 때까지 공격 팀의 수비 골라인 위에서 한쪽 발을 디딘 채 서로 위치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g.4. 준비 완료 신호 후에 수비 팀의 모든 선수들은 풀을 던질 때까지 양발을 골

라인 안쪽에 두어야 한다.

g.5. 양팀 중 어느 한 팀이 g.3와 g.4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상대 팀은 바이올레

이션(오프사이드, offside)을 제기할 수가 있다. 바이올레이션의 콜은 공격 

팀이 디스크와 접촉을 하기 전에 불러야 하며, 풀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다시 

진행해야 한다.

g.6. 풀을 던지고 나면 모든 선수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가 있다.

g.7. 풀을 던진 후에 수비 팀은 공격 팀의 선수가 디스크를 터치하거나, 디스크

가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디스크에 접촉을 할 수가 없다.

g.8. 디스크가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공격 팀의 선수가 풀을 잡았다가 떨어뜨

린 경우에는 턴오버가 발생을 한다(드롭트 풀, dropped pull). 이는 선수들

의 인과 아웃 상태와 관계없이 적용을 한다.

g.9. 공격 팀의 선수가 풀을 잡게 되면 풀을 잡은 위치와 가장 가까운 플레잉 필

드에서의 피벗을 정해야만 한다. 공격 팀의 선수가 수비하는 엔드 존에서 잡

은 경우도 같은 경우이다.

g.10. 디스크가 플레잉 필드에 떨어진 이후에는 아웃되지 않은 경우와 스로워는 

디스크가 정지한 지점으로부터 피벗을 정해야 한다. 디스크가 공격 팀이 

수비를 하는 엔드 존에서 정지한 경우도 같다.

    h. 디스크의 상태

h.1. 아래와 같은 경우 디스크가 무효한 상태로 이때 턴오버 발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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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1. 포인트가 시작되면, 스로워가 풀을 던지는 시점까지는

  h.1.2. 콜 또는 경기중단(Stoppage)으로 경기가 멈추게 된 경우, 다시 디스크 

체크(Check)를 하는 시점까지

  h.1.3. 바로 직전에 득점한 팀이 수비팀이 되며 풀(Pull)을 던지게 된다.

h.2. 디스크가 무효한 상태가 아닐 시 유효한 상태이다.

h.3. 스로워는 디스크가 무효상태인 동안에 점유 디스크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

을 할 수 없다.

h.4. 모든 선수들은 디스크가 지면에 떨어진 이후에는 굴러가거나 미끄러지는 것

들을 멈출 수가 있다.

  h.4.1. 디스크를 멈추게 하려고 하다가 디스크의 위치를 지나치게 변경한 경우

에는 상대 팀은 디스크와 접촉하게 된 지점에서 다시 피벗을 정할 수 있

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

h.5. 턴오버 후 혹은 풀을 던진 후에, 디스크를 점유(Possession of the disc)

하게 된 팀은 바로 경기를 시작한다.

    i. 스톨 카운트(Stall Count)

i.1. 마커는 스로워에게“스톨링(Stalling)”이라고 외치며, 1부터 10까지 스톨 

카운트 진행을 한다. 스톨 카운트 숫자 간의 간격은 최소 1초 이상이 되어야 

한다.

i.2. 스톨 카운트는 스로워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i.3. 마커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스톨 카운트를 시작을 하고, 속행 또한 할   

    수 있다.

  i.3.1. 유효한 디스크 상태일 때(별도의 규칙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i.3.2. 스로워와의 거리가 3m 안쪽 일 때, 혹은 스로워가 올바른 피벗 지점을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마커가 해당 피벗지점에서 3m 이내에 있을 때, 

  i.3.3. 모든 수비 팀의 선수들이 정당한 위치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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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마커가 스로워와 3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마커가 다른 선수로 변경이 될 경우

“스톨링 1”부터 다시 시작한다.

i.5. 경기중단이 되었다가 재개되었을 경우, 스톨 카운트는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한다.

  i.5.1. 수비팀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인정하게 된 경우(언콘테스티드, 

uncontested) 스톨의 카운트는“스톨링 1”에서 다시 시작한다.

  i.5.2. 공격팀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인정하게 된 경우는(언콘테스티드) 스

톨 카운트는 최대 9부터 다시 시작한다.

  i.5.3. 마커의 스톨의 아웃 콜을 스로워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콘테

스티드, contested) 스톨 카운트는“스톨링 8”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i.5.4. 픽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모든 콜의 경우에는 스톨 카운트는 최대 6부

터 다시 시작을 한다.

    j. 아웃(Out-of-bounds)

j.1. 플레잉 필드 안에 있는 모든 곳은 인(In-bounds)이다. 경계선은 플레잉 필

드의 일부가 아니므로, 아웃으로 간주를 한다. 경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아웃 영역으로 본다.

j.2. 아웃 영역은 인 영역이 아닌 곳, 또한 인 영역이 아닌 곳과 접촉을 하고 있

는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 단, 수비 팀의 선수는 디스크 플레이(Making 

a play on the disc)를 위해서는 언제나 인으로 간주하므로 예외 시킨다.

j.3. 아웃이 아닌 모든 공격 팀의 선수는 인이다.

  j.3.1. 인(아웃) 영역에서 점프한 공격 팀의 선수는 플레잉 필드와 아웃 영역

에 착지하기 전까지 점프 이전의 인(아웃) 상태를 유지한다.

  j.3.2. 디스크 점유를 하고 있는 스로워가 플레잉 필드에 접촉을 한 후 아웃 

영역으로 나간 경우에는 여전히 인으로 간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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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3.2.1. 스로워가 경계선을 넘어서 플레잉 필드를 벗어나면, 경계선을 넘은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벗을 정한다(14.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j.3.3. 선수들 간의 접촉은 상호 인과 아웃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j.4. 디스크가 유효한 상태와 경기가 개시 또는 재개되었을 때는 디스크가 인이다.

j.5. 디스크는 아웃 영역이과 아웃 상태인 공격 팀의 선수들에게 접촉을 하는 순

간 아웃이다. 공격 팀의 선수 인/아웃 상태는 점유를 하고 있는 디스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두 명 이상 공격 팀의 선수가 동시에 디스크를 

점유를 한 경우, 어느 한 명이라도 아웃이 되면 디스크 역시 아웃이다.

j.6. 디스크가 경계선 밖으로 나갔다가 플레잉 필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에, 

선수는 디스크 플레이를 위해서 아웃 영역으로 나갈 수가 있다.

j.7. 디스크가 아웃이 된 위치는 아웃의 영역에 떨어지거나 아웃 된 선수와 접촉

하기 바로 이전:

  j.7.1. 최초에 플레잉 필드를 벗어난 지점이다.

  j.7.2. 인 상태인 선수와 접촉을 하고 있던 지점이다.

j.8. 디스크가 아웃 상태이고 피벗 지점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디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플

레잉 필드까지 3m 남은 지점으로부터 스로워가 직접 디스크를 가져와야 

한다.

    k. 득점

k.1 골 득점은 인 상태에 있는 선수가 유효한 패스를 잡은 후에 공격하는 엔드 

존으로부터 첫 신체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인정이 된다(l.1, l.2 참조).

  k.1.1 선수는 자신 스스로가 득점을 했다고 판단된 경우“골”이라고 외칠 

수가 있으며, 경기는 그 즉시 중단이 된다. 골에 콘테스트가 불리거나 

골을 철회하는 경우, 경기는 디스크 체크를 통해서 재개하며, 콜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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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시점에 불린 것으로 간주를 한다.

k.2 디스크를 점유한 선수가 n.1에 따라서 골을 득점하지 못한 상태로 공격하며, 

엔드 존에 들어가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골라인으로부터 피벗을 정한다.

k.3 골의 득점 시간은 디스크를 점유하고 있는 선수가 엔드 존에 접촉을 한 

시점이다.

B. 타액 α-아밀라아제

스트레스에 의한 생물학적인 표지자에 대한 연구는 1936년에 Selye가 부신피

질체계(adrenocortical system)가 스트레스의 자극에 대한 중요한 반응체계라

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의한 생물학적 표지자를 찾

는데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두 가지 체계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부신피질 축

(hypothalamus-pituitary-adrenocortical axis; HPA), 그리고 교감과 부신수

질체계(sympatho-adrenomedullary system; SAM)로 나누어진다. 간단히 요

약을 하면, 스트레스는 HPA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혈중 코르티솔(cortisol)을 증

가시켜, SAM체계를 활성화시켜 혈중 카테콜라민(catecholamine)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 물질의 혈중농도 측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측정하려는 여

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혈중 카테콜라민과 코르티솔은 침습적으로 하는 

정맥채혈을 필요로 하기에, 그 자체가 개체 내의 스트레스를 불필요하게 증가시

킬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액 내에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표지자를 측정하

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액의 코르티솔은 혈중 코르티

솔의 변화를 유의하게 반영을 하는 반면에, 타액 카테콜라민은 혈중 카테콜라

민보다 몇 배가 낮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유의하게 반영을 하지 못해, 타액을 

통해서 SAM체계 평가를 하는 데에는 과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996년 

Chatterton 등 의 연구에서 타액 카테콜라민을 대신할 수 있는 타액 α-아밀라

제(salivary alpha-amylase; sAA)가 혈중 카테콜라민을 잘 반영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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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하였다(우정민, 2008).

아밀라제는 비교적 안정화된 효소로써 췌장의 말단까지 대부분 효소를 활성 

유지하며 식이녹말을 가수분해하여 인체 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

록 하는 일종의 소화효소이다. 타액선 그리고 췌장에서 주로 분비가 되고 기타 

간과 폐, 소장 및 난소 등에도 분포를 하며, 전분과 글리코겐, 아밀로제 및 아밀

로펙틴 등 다당류의 글리코시드의 결합을 가수분해를 하는 효소들을 총칭한다. 

인체 내에서 아밀라아제는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췌장형(pancreatic type)

과 침샘형(salivary type)이며, 췌장형은 췌장에서만 만들어져 조직이 특이적이

고, 침샘형은 여러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가 있다(서상혁, 2017).

C. 체력

체력은 힘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는 

것이다(김홍일, 2018). 또한, 체력이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체력을 대부분 파워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 연관된 운동능력의 중심으로 정의를 해 왔으며, 건강에 관련이 된 

체력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체력은 크게 건강관련체력과 운동기능과 

관련된 체력으로 구분한다. 건강관련체력에는 심폐지구력과 상하지구력, 악력, 

근 지구력 및 신체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동기능과 관련된 체력에는 스피

드와 순발력, 균형, 협응력 그리고 반응시간 등이 있다(권순형, 2013).

  1. 근력

근력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물리적인 운동에너지 또는 각 신체

의 부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근력은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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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과 동적인 근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적인 근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반복

적으로 체중을 이동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한다. 근육의 수축작용에 의

해서 외적인 저항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 근력이라고 말한다(김홍일, 

2018).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지속적인 저항과 부하를 극복하면서 계속적이고 일정한 근육의 장

력을 시간제한에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속시간과 반복 횟

수는 일반적으로 최대근력에 가까운 힘을 반복적으로 자극을 줄 때에는 오랫동

안 반복을 하기가 어렵지만 발휘하는 근력이 낮으면 더 많이 반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지구력은 반복적인 높은 힘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주가 되므로 

최대근력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근지구력의 향상에 유리하다. 

  3. 심폐지구력

일반적으로 심폐기능 판단을 하는 주요지표는 최대산소섭취능력으로 평가를 

되고 있다. 최대산소섭취능력의 개념은 인체가 최대로 운동을 하는 중에 섭취를 

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산소의 양을 의미한다. 또한 혈액에서부터 조직으로 수

송되는 산소섭취량의 최대치라고 하였으며(김진원, 1984), 단위시간 내에 받아

들일 수가 있는 에너지의 양이며 유산소적인 최대파워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최

대산소섭취량을 일반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지만 운동으로써 

증가시키기 위하여 참가자의 나이와 유전적 요인, 체력 수준 및 운동 종목에 의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이지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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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순발력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짧은 시간 안

에 최대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체력요소 중의 하나로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단거리달리기 및 포환던지기 등이 순발력이 기초로 된 운

동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즉, 파워 또는 

순발력이라고 말한다(박찬호, 1995).

  5. 민첩성

민첩성이란 방향과 위치를 정해서 빠른 동작으로 신체를 잘 조정해서 부드럽

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전신과 신체부분

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며 방향을 조정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로 근육의 조

화와 신경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평생연구소, 

2002). 민첩성 측정방법은 반응시간과 특정 손가락의 탭핑, 발가락의 스탭핑, 

셔틀런, 부메랑 런 그리고 지그재그 런 등이 있다(권순형, 2013).

  6. 유연성

유연성은 근육과 관절에서 부상 없이 일반적으로 관절가동범위와 그 각도로 

표현한다. 이러한 관절가동범위와 각도는 관절의 해부학적인 형태의 뼈와 관절 

및 인대 등의 구조적인 요소와 근육이나 건 등의 기능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정

이 된다(이지현, 2009). 유연성의 훈련은 매일매일 부상 없이 훈련을 해야만 증

가시킬 수 있으며, 편한 호흡과 훈련되는 근육에 집중을 해야 하며 3~5회 반복

적인 훈련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 17 -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G광역시 소재 Ultimate Frisbee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 5명으로 Ultimate Frisbee운동 전과 후에 α-아밀라아제와 

체력적인 요인 측정을 하는 실험에 자율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주 3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로 구성하여 총 8주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                                   M±SD

항목

집단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BMI(kg/㎡)

운동군(n=5) 173.14±1.59 71.56±17.21 23.42±8.11 23.84±5.56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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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은 α-아밀라아제와 체력을 측정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α-아밀라아제 측정

α-아밀라아제 측정은 NIPRO(JAPAN)사의 측정기기로 사용하여 측정 시약 

끝 부분을 피험자의 입속 혀 밑 부분에 넣어 충분하게 침이 측정지에 적셔 측정

지를 받아 측정지를 뒤로 당겨 딱 소리가 1번 날 때까지 당긴 후에 측정기기에 

삽입한다. 삽입한 뒤에는 기기의 윗면에 있는 레버를 열고 일정의 시간이 지난 

뒤에 레버를 닫고, 측정 시약을 1회 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홈에 맞춰주면 검

사결과가 나온다.  

그림 2. α-아밀라아제 기기 & 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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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력 측정

  a. 근력(악력) 

  1) 측정기 손잡이를 손가락의 둘째 마디로 잡는다.

  2) 손잡이가 않 맞으면 조절 나사로 조절한 뒤 팔을 곧게 편 후 몸통과 

팔을 15°로 맞춘 후 강하게 잡아당긴다.

  3) 측정기를 잡고 5초간 최대의 힘을 유지한다.

  4) 악력의 측정은 양손을 번갈아 2회 측정하여 양쪽 최고치를 0.1kg 단위로 

기록을 한다.

  5) 아래의 공식에 따른 상대악력을 산출한다.

그림 3. 상대악력 측정공식

  b.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1) 무릎을 구부린 채로 두 발을 엉덩이에서부터 약 30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등을 매트에 대고 편하게 눕는다.

  2) 가슴위쪽으로 양팔을 겹쳐서 올린다.

  3) 다리가 고정이 된 준비상태에서 시작소리에 맞추어 상체를 일으켜 양쪽의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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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쪽의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았을 때만 1회로 인정을 하며 다시 등이 

바닥에 닿은 뒤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실시 한다.

  5) 측정단위는 횟수로 기록하며 1분간 실시한다.

  c. 심폐지구력(20m 왕복오래달리기)

  1) 측정 코스에서 구간표시세움대로 각각 레인을 구분하고 각 끝 쪽에 선을 

긋는다.

  2) 준비 구령 5초 후에 출발 신호를 보낸다.

  3) 출발 신호에 맞추어 피험자는 출발한다.

  4) 피험자는 신호음이 들리기 전까지 20m 거리를 가로질러서 달린다.

  5) 신호가 울리기 전에는 반대편 라인에 도달한 피험자는 다시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대기한다.

  6) 신호가 울리게 되면 반대편 라인 끝으로 다시 달린다.

  7) 반대라인에 제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 1회는 신호가 다시 

울리게 되면 방향을 전환해서 달릴 수가 있다.

  8) 또 다시 목표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9)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여 라인을 왕복으로 피험자가 포기할 때까지 

진행한다.

  10) 피험자가 탈락 전의 실시한 최대 횟수를 기입한다.

  d.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1) 피험자는 발구름판 위에 10-20cm정도 발을 벌려 편하게 자세를 잡는다.

  2) 구름판의 라인을 넘지 않도록 서며, 몸과 팔 그리고 다리에 최대 반동을 

주어서 최대한 멀리 뛸 수 있도록 한다.

  3) 착지지점 발의 뒤꿈치가 구름판에 가까운 발뒤꿈치를 기준으로 하여 

직각으로 측정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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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록의 측정은 2회 실시 후 최고기록을 1cm 단위로 기입한다.

  e. 민첩성(왕복달리기)

  1) 10m 간격으로 양쪽 선을 평행하게 그린다.

  2) 피험자는 한쪽 라인 바깥쪽에서부터 출발 자세로 준비한다.

  3) 시작 신호에 따라 반대로 최대로 뛰어가 첫 번째 터치패드를 누른다.

  4) 누른 뒤 다시 반대편의 터치패드를 누른다.

  5) 또 다시 반대편의 마지막 터치패드를 누른 후, 다시 반대편으로 최대로 

뛰어 출발라인을 통과한다.

  f.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 피험자는 신발을 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기 면에 정확하게 붙인 후 

무릎을 곧게 펴고 앉는다.

  2) 양발의 사이 간격은 5cm가 넘지 않도록 한다.

  3) 피험자는 측정을 준비한다.

  4) 무릎을 굽히지 않고 측정기기 위에 양 손을 모아 상체를 숙여 최대한 

멀리 뻗도록 한다.

  5) 측정은 2회 실시 후에 좋은 기록을 0.1cm 단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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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민첩성 (왕복달리기)

근력 (악력)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그림 4. 체력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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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8주간 Ultimate Frisbee운동이 α-아

밀라아제와 체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아래와 같이 연

구절차 <그림 5>을 설계하였다.

연구주제 선정 및 문헌고찰

↓

대상자 선정

․ 남자대학생(5명)

↓

사전검사

․ α-아밀라아제

․ 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 형태 : Ultimate Frisbee 운동

․ 운동 강도 : 50-70% HRmax

․ 운동 시간 : 120분

․ 운동 빈도 : 주 3회

․ 운동 기간 : 총 8주

↓

사후검사

․ α-아밀라아제

․ 체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

자료처리

그림 5. 연구절차



- 24 -

D. 운동 프로그램

  Ultimate Frisbee 운동프로그램은 다음 <표 2>와 같이 적용하였다.

  표 2. Ultimate Frisbee 운동프로그램

구분 주차 운동프로그램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준비

운동

스트레칭체조

러닝

1~8주

50-70%

HRmax

10분

주

3

회

본

운

동

Ultimate

Frisbee 운동

• Pull

• Forehand Throw

• Backhand Throw

• Tactic

  • Stack

    • In-Cut 

    • Deep-Cut

100

분

정리

운동
정적스트레칭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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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ull 1.

그림 7. Pu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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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orehand Throw 1.

그림 9. Forehand Thro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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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ackhand Throw 1.

그림 11. Backhand Thro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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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

측정도구명 모델명 제조국 측정항목

신체조성 측정기
InBody 720

Biospace
Korea

체중,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α-아밀라아제 

측정기
α-아밀라아제 Japan α-아밀라아제

체력측정기
InBody U town

Biospace
Korea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F. 통계처리 

통계처리 방법은 Window ver. SPSS 24.0 프로그램으로 Ultimate Frisbee

운동을 하기 전화 후의 결과의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작성을 하였고, 운동그룹 

내의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의 

통계적 설정 값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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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Ultimate Frisbee 운동이 남자대학생들에게 α-아밀라아제

와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은 5명

으로 단일 운동그룹으로 선정을 하여 사전과 사후 측정을 한 결과 값은 다음

과 같다.

A. α-아밀라아제의 변화 

α-아밀라아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그룹은 α-아밀라아제 검사 

Nipro(Japan)를 실시한 결과 사전 24.00±13.92kIU/L에서 사후 16.00± 

11.76kIU/L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4. α-아밀라아제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α-아밀라아제

(kIU/L)

E.G

(n=5)
24.00±13.92 16.00±11.76 4.698 .00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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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α-아밀라아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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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체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근력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근력 검사로 상대악력을 실시한 결과 사전 

31.74±4.57kg에서 사후 36.22±3.91kg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1). 

  표 5. 근력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근력

(kg)

E.G

(n=5)
31.74±4.57 36.22±3.91 -7.806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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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근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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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지구력의 변화

근지구력의 변화에서 운동그룹은 근지구력 검사로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결

과 사전 36.60±6.34회에서 사후 45.20±6.14회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6. 근지구력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근지구력

(회)

E.G

(n=5)
36.60±6.34 45.20±6.14 -5.483 .00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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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근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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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폐지구력의 변화

심폐지구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그룹은 심폐지구력 검사로 페이서 왕복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결과 사전 46.20±6.97회에서 사후 54.80±6.72회로 증

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7. 심폐지구력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심폐

지구력

(회)

E.G

(n=5)
46.20±6.97 54.80±6.72 -10.586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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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심폐지구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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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순발력의 변화 

순발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그룹은 순발력 검사로 제자리멀리뛰기를 실

시한 결과 사전 205.20±22.68cm에서 사후 223.40±14.46cm로 증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8. 순발력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순발력

(cm)

E.G

(n=5)
205.20±22.68 223.40±14.46 -4.587 .01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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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순발력의 변화



- 35 -

  5. 민첩성의 변화 

민첩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그룹은 민첩성 검사로 왕복달리기를 실시한 

결과 사전 10.56±.26초에서 사후 9.73±.33초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9. 민첩성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민첩성

(초)

E.G

(n=5)
10.56±.26 9.73±.33 7.753 .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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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민첩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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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연성의 변화 

유연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운동그룹은 유연성 검사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를 실시한 결과 사전 9.08±5.86cm에서 사후 13.16±4.87cm로 증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10. 유연성의 변화                                             M±SD

변 수 pre-test post-test t p

유연성

(cm)

E.G

(n=5)
9.08±5.86 13.16±4.87 -6.659 .00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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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유연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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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Ultimate Frisbee 운동을 남자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α-아밀라아

제와 체력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위에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A. α-아밀라아제의 변화 

스트레스는 단순하게 환경적인 자극과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Seo et al., 2015). 스트레스는 현대

인들에게 주는 영향도 계속 증가하게 되며 각종 질병과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가 

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Seo et al., 

2017). 스트레스는 긴장을 한 상태로 개인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걱정과 근

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모든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Ryu & Kim, 2012), 이로 인

하여 음주나 약물 그리고 사고 등의 경제적인 손실과 2차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인 손실이 더더욱 증가를 하고 있다(박재수 등, 1998). 스트레스는 신체질환이

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따라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Dohrenwend, 1973; Segerstrom et al., 2007).

이러한 측정방법에서 스트레스를 객관화, 수치화 하려는 시도는 생리적인 기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지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

한 정확한 측정방법이나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 사람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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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석이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eo et al., 2014).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스에 관한 측정은 개인적인 특성과 주변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더욱더 정확한 측정에 근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측정방법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타

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Ultimate Frisbee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에게 운동전과 후에 측정을 한 결과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박동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플라잉 디스크 활동이 학생들

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장경환(2009)의 연구에서도 

플라잉 디스크 활동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최세라

(2011)는 뉴 스포츠 종목 중 플라잉 디스크가 체육수업 도입에 만족도에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수업에서 만족도를 드러나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Ultimate Frisbee

운동과 유사한 플라잉 디스크 운동에서 만족감을 드러내 대학생들에게도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B. 체력의 변화

체력은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00)에서 건강관련 

체력 요인은 전신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조성의 4요소에

서 개인적인 능력 수준은 운동습관이나 건강의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최

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좋은 건강과 생활습관병 인자들을 감소시키고 예방하

기 위하여 건강관련체력(health-related fitness)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하였다(양점홍, 2002).

근력은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발휘되는 장력으로 그 근육의 크기는 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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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육의 수축에 참가하는 근섬유의 수와 임펄스의 빈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근력은 근육의 면적 즉, 근육의 생리학적으로 단면적에 비례가 되며, 성

별과 연령에 의해서도 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

며, 최대근력은 수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근육의 단면적과 신경계의 흥분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다(조현복, 2009).

특히, 근력은 단기간 운동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체력 요인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안 꾸준하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실시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근력의 향상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배경진, 장인현, 2013). ACSM(2010)

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등의 건강

관련 체력의 경우에도 규칙적이고 장기간 동안의 운동 습관과의 관련성이 높다

고 하였으며, 근력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복합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근력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유연성 또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학생들이 운동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한지연 등, 2009). 본 연구에서 근력의 측정은 악력을 

측정하였으며, Ultimate Frisbee운동을 실시한 결과 반복적인 날리기 동작으로 

인하여 근력의 향상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완

(2009)은 8주간 여대생에게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을 시킨 결과 근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김영섭(2003)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킨 결과 근

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근지구력은 신체의 특정 근육에 일정한 부하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과 동일한 

운동 강도로 반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미경, 2018). 이렇게 근지구력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윗몸일으키기로 실시하였는데 근지구력 또한 Ultimate 

Frisbee 운동 특성상 반복적인 던지기와 받기 전술 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으로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배익과 박영수(2003)의 연구에 

의하면 12주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합운동이 근지구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유기성(2010)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12주간 규칙적으로 운

동을 시킨 결과 근지구력에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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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지구력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활발한 신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

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운동지속능력을 말한다. 심폐지구력 측정방법은 오래달

리기, 걷기와 트레드밀이나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하버드스텝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심폐지구력 측정방

법으로 왕복오래달리기 방법을 적용한 결과 지속적으로 던지고 받으면서 활

동이 이루어지는 Ultimate Frisbee운동의 특성상 심폐지구력은 향상된 결과

를 나타냈다. 박상갑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에어로빅과 근저항운동을 중

년비만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최대산소섭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으며, 나승훈(2015)은 12주간의 복합운동프로그램이 직장인 중년남성

들의 심폐지구력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순발력은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의 힘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능력을 의

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Ultimate Frisbee 운동 후에 순발력에서 향상되었는데 순

간적으로 던지고 받아 치고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라 생각된다. 박영

순(2001)의 연구에서 비만아동들에게 단순 놀이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순발력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

며, 우숙경(2002)은 총 12주간 단순 놀이가 남녀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한 결과 

남녀 모든 학생들의 순발력 기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유연성은 전가동범위(full range of motion)를 통한 관절과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근육사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유연성

은 관절의 구조적인 측면에 의해서 주로 제약을 받게 되지만, 움직임의 크기와 

근육과 결합조직의 탄성·신장성 그리고 과도한 체지방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게 

되며, stretching에 의해서 유연성이 발달하게 된다(조현복, 2009). 

본 연구에서의 유연성 측정은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였는데, 운동전

과 후에 실시하는 지속적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서 유연성의 향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박주식(2009)은 중년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저

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유연성에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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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후(2013)의 연구에서도 남자 중학생에게 복합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유연성의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민첩성은 사람의 신체적인 동작 전체와 일부분의 동작으로 운동을 행하는데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민첩성의 측정은 

10m 왕복달리기로 국민체력 100에서 권장하는 측정법을 활용하였는데 

Ultimate Frisbee운동에서 좌우 앞뒤의 방향전환을 하는 것에 민첩성의 향상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나재철과 서해근(2001)의 연구에서 12주간 러닝과 근저

항운동을 비만 여성들에게 적용한 결과 민첩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오미연(2013)은 12주간 순환운동 후 민첩성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Ultimate Frisbee 운동은 대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긍

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해외에서는 뉴 스포츠로 각광 받아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운동이지만 이 운동을 현재 대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게 적용을 시켜 활용한다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청소

년기 그리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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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Ultimate Frisbee운동을 남자 대학생들에게 총 8주간 실시하여 

α-아밀라아제와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Ultimate 

Frisbee 운동은 주 3회 1일 120분으로 구성하여 사전과 사후 측정을 비교·분

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 α-아밀라아제의 변화

Ultimate Frisbee 운동을 한 대학생들의 α-아밀라아제 변화는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B. 체력의 변화

Ultimate Frisbee 운동을 한 대학생들의 체력의 변화는 근력의 증가

(p<.001), 근지구력의 증가(p<.01), 심폐지구력의 증가(p<.001), 순발력의 증가

(p<.01), 민첩성의 향상(p<.001), 유연성이 향상하여(p<.01) 모든 요인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뉴 스포츠인 Ultimate Frisbee 운동은 남자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를 해소와, 체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다양한 대상자들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과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성장기 및 성년기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될 것이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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