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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손가락 길이 비율(2D:4D ratio)에 따른 체격 및
체력요인 비교
송영은¹, 강은범², 김창환¹
¹대전대학교, ²한국체육대학교

A Comparison with the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Factors according to Finger
Length Ratio(2D:4D ratio) of Elementary Students
Young-Eun Song¹, Eun-Bum Kang², Chang-Hwan Kim¹
¹Daejeon University, Daejeon; ²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f the second to fourth finger length ratio (2D:4D ratio) can be used as a factor to
predict elementary student’s athletic ability.
METHODS: With the participation of 371 elementary students (223 male, 148 female), X-ray images of their hands were taken for the
analysis of the length from the midpoint between the distal end of the metacarpal bone and the proximal end of the proximal phalanges to the tip of the finger. As for group classification,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Low group for those less than 25%;
Medium group for those between 25 and 75%; and High group for those above 75%.
RESULTS: It was found that 2D:4D ratio of male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As for physique factors according to 2D:4D ratio by grade and gend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height of fourth grade
female students. Among other groups, no other items indicated difference in physique factor. In addition, as for physical factor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in any group or item. Lastly, it was found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2D:4D ratio
and physical factors.
CONCLUSIONS: In conclusion, 2D:4D was found of which reliability was low as predictors of elementary student’s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factors. Consequently,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studies will be required for whether the innate 2D:4D ratio and sex
hormone can be changed through longitudinal study.
Key words: 2D:4D ratio, Physique, Physical fitness, Elementary students

서

론

손가락 길이가 길어지고,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두 번째 손가
락 길이가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3,4]. 또한 McEwen [5]은 태아기 때

손가락 길이 비율 즉,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길이의 비율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과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노출 정도에

(digit ratio, 2D:4D)은 태아기 때 모체 내에서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

따라 생리적, 해부학적, 행동학적특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론)과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손가락 길이

Trivers et al. [6]는 2D:4D 비율은 태아기에 정해지고 이러한 비율은 성

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1,2], 남성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네 번째

년이 된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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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태아기 때 결정된 2D:4D 비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운동능력 보다는 대상자의 발육발달의 생리적 특징(2차 성징)이 영향

다. 이처럼 남성은 일반적으로 검지보다 약지가 길고, 여성은 그 반대

을 미쳤다는 사실을 배제하긴 힘들다. 그 이유는 Park et al. [25]이 158

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잠재적인 생리학적 기전으로 남성의 약지는 남

명(남자 84명, 여자 74명)의 대상자(초등학교 4학년)를 분석한 결과에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검지보다 길고 여성은

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D:4D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검지에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약지보다 길다

지만, 2D:4D 비율에 따른 운동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는 것이다[7]. 비록 동물실험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발달하는 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례수가 기존 연구들에 비해 적다는 부분은 고

아의 손가락은 성호르몬 수용체로 가득하고 남성호르몬의 수용체를

려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차단하면 네 번째 손가락 보다 두 번째 손가락이 긴 여성의 손가락 길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마도 2D:4D 비율이 성별, 민족 및 인

이의 비율이 나타나고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면 그 반대인 남성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16], 국내에서는 운

의 손가락 길이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7].

동과 관련하여 2D:4D 비율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여러 학자들은 2D:4D 비율이 태아기 때 남성호르몬에 많이 노출되
면 네 번째 손가락 길이가 길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활용한 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피험자들을 대상
으로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즉 2D:4D 비율이 생식능력[8], 심근경색

이처럼, 2D:4D 비율이 운동수행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국

[9], 암[10], 관절염[11]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고, 공간지각능력[12], 성

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 결과는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일

격특성[13,14]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2]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치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단지 인종에 따

보고되고 있다. 또한 2D:4D 비율이 운동수행능력과도 관련성이 깊다

른 차이인지, 아니면 운동능력이 뛰어난 대상자(체육영재)로 2D:4D 비

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15]. 지구성 달리기[16], 근파워[17] 그리

율이 이미 낮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고 악력[18]이 2D:4D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호르

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운동과 관련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D:4D 비율에

질 분해를 감소시켜 근육량 증가와 이에 따른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알

따른 체력·체격요인을 분석하고, 2D:4D 비율과 체력요인과의 관련성

려져 있다[19]. 즉 2D:4D 비율이 낮다는 것은 태아기 때 남성호르몬에

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
리학적 기능 중에 하나인 근육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타고 날 수 있고
이러한 근육발달은 운동수행능력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2D:4D 비율
이 운동수행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특히 Baily et al. [20]은 남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중에서도 더욱 낮은 2D:4D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동 능력이 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시 D구에 소재한 태권도장에 등록된 초등

어나고, 영국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부리그 보다

학교 3학년과 4학년 371명(남자: 223명, 여자: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

는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갈수록 더욱 낮은 2D:4D비율을 가지고 있다

다. 대상자들은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 없고 건강한 초등학생으로 연구

고 보고하였다[21]. 또한 여자들도 2D:4D 비율과 운동수행능력이 부

시작 전 본 연구의 취지와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실험에 참가하기를

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2,23].

희망하고 학부모 동의서에 참여 의사를 제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Kim et al. [21]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능력이 뛰어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체육영재의 2D:4D 비율이 운동능력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하면서
2D:4D 비율이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측지표로 부적합하

2. 손가락 길이 측정

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Cho [24]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D:4D

대상자들의 손가락 길이는 중수골의 원위 끝과 기절골의 근위 끝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2D:4D 비율이 체력요인이 유의

중간점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D시에 위치한 병원에

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수행 지표일 수도

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목에 대한 X-ray 촬영을 하였다. 2D:4D ratio

있다고 보고하여 Kim et al. [21]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는 두 번째 손가락 길이에서 네 번째 손가락 길이를 나눈 값으로 하였

였다. 두 연구를 비교해보면 Kim et al. [21]은 운동능력이 뛰어난 체육

다. 2D:4D 비율에 따른 집단구분은 Kim et al. [21], Park et al. [25]이 적

영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학생과의 결과를 추가

용한 낮음(Low): 25% 미만. 중간(Middle): 25-75%, 높음(High): 75% 이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지만, Cho [24]는 운동능력이 뛰

상으로 총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Fig. 1).

어난 학생이 아닌 일반 중 ·고등학생이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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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두 손을 목 뒤에서 마주 잡는다. 보조자는 피검자의 발목이 발
목걸이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발목걸이가 느슨한 경우 보조자는 벨트
를 눌러준다. ‘시작’ 구령에 따라 피검자는 복근의 힘만을 이용하여 몸
을 일으켜 앞으로 굽힌다. 이 때 두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횟수만 인정하며 1회 실
시하였다.
3) 하지근지구력: 하프스쿼트점프

하지근지구력 측정을 위해 하프스쿼트점프를 실시하였다. ‘시작’ 신
호로 무릎을 펴서 위로 점프하여 발 바꾸어 준비자세를 취한다. 점프
하여 착지할 때 히프는 매트(혹은 의자)에 닿아야 하며 다리는 교차하
여 굽힌다. 반복하여 힘이 다할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하도록
하였다.
4) 하지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하지순발력 측정을 위해 제자리멀리뛰기를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설치된 구름판 위에 흰색 선을 밟지 않고 올라선다. 피검자는 상체준
비동작과 함께 최대한 멀리 뛴다. 2회 실시하였다.
Fig. 1. X-ray of unused hand (a: length of 2D, b: length of 4D).

4. 체격검사

5)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해 20 m 왕복오래달리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InBody 3.0 (Biospace, Seoul, Korea) 장비를 이용하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 m 거리를 오래

여 체중 및 체지방률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신

왕복하여 달린다. 피검자는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20 m의 거리를 달린

장(m )의 공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좌고(cm)와 흉위(cm)도 측

다. 신호가 울리기 전에 반대편 라인에 도달하고 신호가 울리면 반대

정하였다.

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만약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

2

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5. 체력검사
검사항목은 총 8가지로 왕복오래달리기, 농구공던지기, 윗몸일으키
기, 하프스쿼트점프, 제자리멀리뛰기, 50 m 달리기, 사이드스텝테스트,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
우에는 운동을 정지하며, 그 때까지의 횟수를 최대 왕복횟수로 기록
하였다.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 측정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6) 스피드: 50 m 달리기
1) 상지순발력: 농구공던지기

스피드 측정을 위해 50 m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출발신호원은 출발

상지 순발력 측정을 위해 농구공던지기를 실시하였다. 엉덩이, 등,

선 앞 왼쪽 약 5 m 지점에 위치하여 계시원에 깃발을 높이 들어 준비

머리를 벽에 편하게 기대어 앉고 바닥에 다리를 수평으로 뻗는다. 가

상태를 확인한다. ‘제자리에’ 구령을 하면서 깃발을 땅에 댄 다음에 적

능한 멀리 수평으로 체스트패스(두손으로)를 한다. 벽에 머리, 어깨, 엉

당한 시기(2초)에 깃발을 들어 출발시켰다. 50 m 도착지점에서 초시계

덩이를 붙이고 팔로스로우를 유지하며 팔과 어깨 근육만을 사용해서

를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공을 던진다. 2회 실시하였다.
7) 민첩성: 사이드스텝
2) 복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중앙선을 중심으로 어깨너비 크기로 양쪽 발을 벌려서 선다. ‘시작’과

복근지구력 측정을 위해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였다. ‘준비’ 구령에

함께 step (게걸음)하여 한쪽 발을 오른쪽(혹은 왼쪽)선을 넘어 같은 자

따라 발을 30 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누운 자

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 발을 움직인다. 실

144

|

Young-Eun Song, et al. • Digit Ratio and Physical Fitness in Elementary Students

http://www.ksep-es.org

http://dx.doi.org/10.15857/ksep.2016.25.3.142

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오른쪽(혹은 왼쪽)선을 넘는다. 이상

립표본 t-test, 2D:4D 비율에 따른 체력요인 분석은 일원변량분석(One-

의 동작은 자세를 낮추어 가능한 한 빠르게 실시하도록 한다. 스텝간

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

거리는 1 m이며, 20초 동안 실시하고 스텝을 옮긴 횟수를 기록하였다.

을 실시하였다. 또한 2D:4D 비율와 체력요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
로 설정하였다.

8)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유연성 측정을 위해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
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사이의 넓이는 5 cm를 넘지 않게 한다. 양손바
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 손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자세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2D:4D 비율 비교

를 취한다. 피검자는 ‘시작’ 지시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

성별에 따른 2D:4D 비율과 학년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2D:4D 비율

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검사자는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2D:4D 비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기록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2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3학년 남학

어서 기록하였다.

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윈도우용 18.0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 통계치(mean ± SD)를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은 독

Table 2. 2D:4D groups by grade and gender
Gender
Male

Grade

Group

2D:4D ratio

Third grade
(n = 121)

High (n = 30)
Middle (n = 61)
Low (n= 30)
High (n = 25)
Middle (n = 52)
Low (n= 25)
High (n = 19)
Middle (n = 39)
Low (n= 19)
High (n = 17)
Middle (n = 37)
Low (n= 17)

0.947 ± 0.009
0.921 ± 0.007
0.891 ± 0.012
0.944 ± 0.014
0.915 ± 0.008
0.883 ± 0.016
0.951 ± 0.011
0.927 ± 0.009
0.897 ± 0.011
0.951 ± 0.011
0.927 ± 0.007
0.898 ± 0.012

Table 1. Comparison of 2D:4D ratio by gender
Gender
Male (n=223)
Female (n=148)
Third grade
Male (n =121)
Female (n =77)
Fourth grade
Male (n =102)
Female (n =71)

2D:4D ratio

T

0.917±0.023
0.925±0.021

-3.340***

Fourth grade
(n = 102)
Female

-1.739
0.919±0.021
0.925±0.021

Third grade
(n = 77)
Fourth grade
(n = 71)

-3.043**
0.914±0.024
0.925±0.020

Values are means and SD.

Values are means and SD. ***p<.001; **p<.01.
Table 3. Comparison of physique factors by 2D:4D ratio
Gender

Grade

Male

Third

Fourth

Female

Third

Fourth

Group (n)
High (n=30)
Middle (n=61)
Low (n=30)
High (n=25)
Middle (n=52)
Low (n=25)
High (n=19)
Middle (n=39)
Low (n=19)
High (n=17)
Middle (n=37)
Low (n=17)

Height (cm)

OHWS (cm)

Weight (kg)

135.2±4.43
133.5±4.67
133.8±4.54
137.4±7.11
139.0±6.06
140.5±5.08
133.4±5.94
133.2±5.39
135.8±4.25
136.0±5.78
140.5±6.03*
139.6±6.48

73.9 ± 1.92
73.3 ± 2.65
72.7 ± 1.95
74.8 ± 3.35
75.3 ± 2.97
74.8 ± 3.63
72.9 ± 3.37
71.4 ± 7.55
73.4 ± 2.30
74.0 ± 2.93
76.1 ± 3.14
75.2 ± 3.32

31.9 ± 4.26
31.0 ± 5.31
29.3 ± 3.62
33.2 ± 5.21
33.0 ± 6.02
34.7 ± 5.27
29.5 ± 4.24
30.6 ± 5.50
30.9 ± 3.92
31.8 ± 7.63
34.1 ± 6.18
32.9 ± 5.29

CC (cm)
65.6 ± 4.61
65.5 ± 5.47
61.7 ± 12.16
66.2 ± 4.99
66.6 ± 6.32
67.9 ± 5.04
63.1 ± 4.63
64.2 ± 6.31
64.2 ± 3.40
64.9 ± 6.59
66.6 ± 5.52
65.6 ± 5.63

Body fat (%)

BMI (kg/m2)

8.8± 5.06
9.0± 5.58
6.7± 4.17
9.3± 4.87
8.3± 5.93
8.3± 4.22
15.8 ± 3.10
16.6 ± 5.78
16.0 ± 4.05
15.0 ± 6.13
16.3 ± 4.83
16.0 ± 6.14

17.4 ± 1.71
17.3 ± 2.15
16.3 ± 1.73
17.5 ± 1.77
17.0 ± 2.27
17.5 ± 2.23
16.5 ± 1.59
17.1 ± 2.54
16.7 ± 1.84
17.0 ± 2.87
17.1 ± 2.22
16.8 ± 1.75

Values are means and SD. *p<.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group.
OHWS, One’s height when seated; CC, Chest circumference.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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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factors by 2D:4D ratio
Gender Grade
Male

Third

Fourth

Female Third

Fourth

Group
(n)

Basketball
throw
(cm)

Sit-up
(times/min)

Half squat
jump
(times/min)

Standing
long jump
(cm)

20 m shuttle
run
(times)

50 m
Run (sec)

Side step
(times/min)

Sit and
reach
(cm)

High (n=30)
Middle (n=61)
Low (n=30)
High (n=25)
Middle (n=52)
Low (n=25)
High (n=19)
Middle (n=39)
Low (n=19)
High (n=17)
Middle (n=37)
Low (n=17)

340.2±43.72
339.9±48.03
326.5±76.99
368.0±47.48
373.0±43.73
387.2±59.78
285.2±44.79
287.7±43.11
302.9±51.26
320.2±70.50
322.8±55.57
322.8±40.26

34.6±10.10
36.7±7.94
35.3±5.81
36.2±9.19
39.5±8.66
41.3±9.16
31.7±9.17
32.4±9.53
35.2±7.96
38.5±11.19
35.4±10.72
37.1±9.00

50.8 ± 10.84
53.0 ± 10.81
49.5 ± 9.24
51.5 ± 9.47
50.1 ± 12.31
54.2 ± 8.71
52.4 ± 10.45
51.4 ± 10.02
50.2 ± 9.29
57.0 ± 12.88
49.3 ± 12.15
52.2 ± 13.71

141.8 ± 18.38
142.3 ± 18.18
146.0 ± 14.59
155.5 ± 17.32
156.6 ± 14.73
152.8 ± 17.65
136.5 ± 16.75
129.0 ± 16.89
134.9 ± 11.65
136.8 ± 16.54
135.8 ± 27.62
139.8 ± 16.49

40.0 ± 22.30
39.6 ± 22.01
35.9 ± 19.53
49.8 ± 27.42
42.9 ± 23.10
50.2 ± 27.02
34.8 ± 19.09
27.7 ± 20.16
32.6 ± 19.17
41.5 ± 21.48
32.5 ± 20.02
37.0 ± 21.41

9.5± 0.87
9.4± 0.79
9.4± 0.80
9.0± 0.78
9.0± 0.58
8.9± 0.65
9.9± 0.97
10.2 ± 0.79
9.9± 0.65
9.7± 0.81
9.7± 0.87
9.5± 0.68

33.1 ± 4.15
33.0 ± 5.10
33.8 ± 5.01
34.6 ± 4.82
35.1 ± 4.96
37.2 ± 6.06
30.1 ± 3.83
29.2 ± 4.41
30.4 ± 4.17
34.7 ± 3.33
32.0 ± 5.22
35.0 ± 4.56

10.6 ± 4.55
9.7± 4.41
10.6 ± 3.78
10.6 ± 4.61
8.8± 4.41
8.0± 5.35
14.8 ± 3.88
13.4 ± 5.00
14.9 ± 4.53
13.3 ± 3.61
12.6 ± 6.31
12.3 ± 5.21

Values are means and SD.
Table 5. Pearson Correlations among 2D:4D ratio and physical fitness factors
Gender Variables
Male

Grade

2D:4D ratio Third (n=121)
Fourth (n=102)
Total (n=223)
Female 2D:4D ratio Third (n=77)
Fourth (n=71)
Total (n=148)

r (p)
r (p)
r (p)
r (p)
r (p)
r (p)

Basketball
Half squat Standing 20 m shuttle
Sit-up
50 m Run
throw
jump
long jump
run
(times/min)
(sec)
(cm)
(times/min)
(cm)
(times)

Side step
(times/min)

.039 (.672)
-.144 (.148)
-.082 (.222)
-.178 (.121)
-.091 (.448)
-.124 (.133)

-.042 (.644) .022 (.807)
-.114 (.255) .107 (.283)
-.103 (.127) .080 (.237)
-.149 (.197) -.130 (.259)
-.048 (.691) .020 (.867)
-.088 (.289) -.055 (.503)

-.046 (.617) .112 (.220) -.106 (.248) .031 (.737)
-.114 (.253) -.074 (.460) .042 (.676) .020 (.842)
-.102 (.130) .021 (.756) -.076 (.260) .005 (.939)
-.184 (.108) .032 (.781) -.067 (.563) -.095 (.413)
-.080 (.508) -.021 (.864) -.147 (.220) -.049 (.686)
-.128 (.122) .004 (.864) -.108 (.190) -.071 (.392)

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66 (.475)
.071 (.479)
.097 (.148)
.105 (.365)
-180 (.132)
.135 (.102)

Sit and
reach
(cm)

4. 2D:4D 비율과 체력요인과의 상관관계
남녀 학년별로 2D:4D 비율과 체력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2. 학년별·성별 2D:4D 비율에 따른 집단 구분

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남녀 학년별과 성별로 구분하여 2D:4D 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2D:4D 비율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율과 체력요인(농구공던지기, 윗몸일으키기, 하프스쿼트점프, 제자리

실시하였다.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른 학년별 성별 2D:4D 비율은 Ta-

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50 m 달리기, 사이드스텝, 앉아윗몸앞으로

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굽히기) 항목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및 채력요인 비교

논

남녀 학년별로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및 체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

는 Tables 3, 4에 제시하였다. 여자 4학년에서 2D:4D 비율에 따라 신장

2D:4D 비율은 태아기 성호르몬 노출의 추정징후로 평가되며, 이러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성별, 학년에서는

한 이유로 여러 질병, 공간지각능력, 성격 및 운동수행능력과도 관련성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요인(신장, 좌고, 체중, 흉위, 체지방률, BMI)

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손가락 길이로 다양한 정보를 예측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녀 학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별로 2D:4D 비율에 따른 체력요인(농구공던지기, 윗몸일으키기, 하프

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371명(남자: 223명, 여자:

스쿼트점프,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50 m 달리기, 사이드스

14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2D:4D 비율,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텝,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및 체력요인의 차이 그리고 2D:4D 비율과 체력요인과의 관련성을 확

나지 않았다.

인하였다.
첫번째로 성별에 따른 2D:4D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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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t al. [21]의 연구는 몇몇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2D:4D 비

또한 학년 별 비교에서는 3학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율에 따른 체격 및 체력의 차이가 일관된 성향이나 특징을 관찰할 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영재

2D:4D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선발을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체력수

로 나타났다. Choi [24]는 중·고등학생 661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이 남학

준이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D:4D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

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2D:4D를 가지고 있었으며, 2D:4D는 연령증가

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운동능력이 이미 뛰어난 대상자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과 Kim

를 선별한 연구[21]와 태권도장에 등록된 평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5]도 4학년 학생(158명)을 대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2D:4D 비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유추해보면, 체력수준이 이미 높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은 대상자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2D:4D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비율에 따른 체력요인에 차이가 없고, 2D:4D 비율과 체력요인이 유의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D:4D 비율이 낮

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에는 성장기 아동의 신체발육발달에 영향을 미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

치는 영양,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지만[21], 아마도 이러한 원인 중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27]. 즉 태아기 때 성호르몬의

하나로 아마도 대상자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

노출지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2D:4D 비율이 태아기 성호르몬 노출의 추정

두번째로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및 체력요인의 차이, 2D:4D 비율

징후라는 점에서 성호르몬의 생성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 즉 성호

과 체력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체격요인에서 4학년 여

르몬의 분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발육발달을 겪게 되는

자의 경우, 신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사춘기 시기에 유의미한 차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 즉 2D;4D 비율이 높은 High 집단(136.03 ± 5.78)과 중간인 Middle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신체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는

집단(140.52 ± 6.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16세를 사춘기의 변화가 시작된

작을수록 2D:4D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다고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사춘기 이전(초등학생)에 2D:4D 비율에

모두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4학년 여학생을 제외한 다른 집단구분

따른 체격 및 체력요인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3학년 남녀, 4학년 남자)에서 체격요인과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2D:4D 비율이 체격요인과 상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D:4D 비율과 BMI가 부적상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은 국외에서 발표된 연구들이고 대부분 대학생

관관계가 있으며[28], 2D:4D 비율과 WHR이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점이고[18,29], 국내에서 진행된

보고한 Manning [29]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24]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연구대상에 있다. 또한 2D:4D 비율에

에 2D:4D는 순발력 측정 항목인 50 m 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 항목

따른 체력요인은 성별, 학년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인 1,200 m 달리기와는 2D:4D의 세 가지 지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

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1]은 4학년 남자의 경우, 2D:4D 비율에 따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즉 2차 성징이 나

라 윗몸일으키기, 하프스쿼트점프,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

타나기 이전의 초등학생은 성호르몬의 영향이 적거나 시작되는 시기

굽히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2학년 50 m 달리기에

로 이에 따른 체격 및 체력적인 발달(근육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기

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2D:4D 비율이 낮을수록

때문에 체격 및 체력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축구, 중장거리, 럭비, 스키의 경기력이 우수하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비교했을 때 체력측정 결과가 우수하다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의 선별에 있어 2차 성징을 고려해야하고,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몇몇 항목에서 2D:4D 비율이 낮을

study)를 토대로 2D:4D 비율, 성호르몬의 분비량 그리고 체력요인과의

수록 우수한 체력을 보이긴 했지만, 2D:4D 비율이 낮은 집단이 우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체력을 나타낸다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D:4D 비율과 체
력요인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2D:4D 비
율이 낮을수록 빠른 달리기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16], 여성의 달리기

결

론

수준은 2D:4D 비율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즉 2D:4D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2D:4D 비율의 차이,

비율이 운동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2D:4D 비율에 따른 체격 및 체력요인의 차이, 2D:4D 비율과 체력요인

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진행된 Kim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2D:4D 비율의 차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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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태아기 때의 성호르몬 노출인자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12. Sanders G, Bereczkei T, Csatho A, Manning J. The ratio of the 2nd to

확인하였다. 하지만 2D:4D 비율은 체격 및 체력요인에서 유의한 차이

4th finger length predicts spatial ability in men but not women. Cor-

가 없었으며, 2D:4D 비율과 체력요인과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

tex 2005;41(6):789-795.

다. 결론적으로 2차 성징 이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수행능력
을 예측하는 지표로 2D:4D 비율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Bailey AA, Hurd PL. Depression in men is associated with more feminine finger length ratio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5;
39(4):82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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