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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의 제시에 따른 승마기술

수행능력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평가 및 통계방법의 개발

을 그 목표로 한다. 피험자는 수원의 H승마장에서 기승중인 일반 승마동호인 7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은 24세에서 54세 사이(평균 40.28세, 약 483개

월)로 운동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기승자로 구성되었다. 마필은 유럽산으로 8세

에서 17세 사이(평균 13.66세, 약 164개월)로 구성되었다. 피드백은 해당 마

필로 5개월 이상 레슨한 경력이 있는 1명의 마장마술 지도자가 제공하였다. 

피험자들은 지도자의 사전규준화 평가를 통해 실험 당일 말과 기수 수준에 맞

는 난이도의 마장마술 시합코스를 배정받고, 해당 코스로 사전평가를 시행하였

다. 지도자가 두 가지 피드백 중 한 가지를 30분 간 제공한 후 동일한 코스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방적인 피드백은 의사소통 기능을 제거하기 위하여 

레슨 시 사용되는 무전기의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제공하고, 자율-지원 교정

피드백은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제공한다. 평가는 국제승마협회 심사규정에 의

거하여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평가항목만으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실험

이 끝난 후 주관식 설문지를 통해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지도자와 피험자의 의

견을 수집하였다. 결과 분석은 본래 사용되었던 원평가와 이를 핵심과목 5개로 

추려서 만든 핵심평가의 사전, 사후 간 점수차이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피드백 종류별로 그룹을 나누어 시행한 일원분산분석, 인마조합

별 추이를 살펴본 대응표본 t-검정 등 여러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그룹의 경우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

은 그룹에 비해 우수한 수행결과를 나타냈고 다양한 분석방법 하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핵심평가의 경우 원평가에 비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심평가에서 기승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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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몸은 수많은 근육, 뼈, 신경으로 조직된 유기체로써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인간이 어떠한 운동행동을 발현시키고 

또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어떤 기계보다도 알기 어려운 

시스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간의 운동행동의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거쳐왔다. 과거에는 운동행동이 

컴퓨터처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지만(Adams, 1971; Schmidt, 

1975),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가진 인간의 운동행동을 기억표상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운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밝혀내고 있다. 다이나믹 협응 관점에서는 움직임이 개인, 

과제,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Newell, 1996). 

이러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학습과정은 개인의 내적인 

역동성(Intrinsic dynamics)과 목표하는 과제, 그리고 환경의 역동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의 협응 패턴을 습득하고자 할 때,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적합한 

협응을 내적 다이내믹을 거치며 만들어내게 된다.  

승마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큰 운동에 속한다. 승마는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많은 스포츠가 기구를 조작하는 것이 기술 

수행의 핵심이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조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승마는 한 

차원 높은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과 말이라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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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생체시스템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 해야 하는 스포츠라는 점 

때문에(Uchiyama, Ohtani, & Ohta, 2011) 승마는 굉장히 변수가 많고 

예민하며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Lagarde, Peham, Licka, & Kelso, 

2005).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마체 위에서 중심을 잡고 앉아있어야 하는 

자세유지의 문제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한 상황에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말의 상황을 지각하고 이에 적합한 신호로 말의 행동을 유발하는 소통의 

문제까지, 승마의 기술수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변수를 가진 승마는 어떤 종목이든(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등.) 원하는 대로 말을 컨트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의 상태와 기승자 자신의 상태를 지각하고(수행 교정의 필요성 

느낌) 그에 따라 행동해야(자세를 바꾸거나 말에게 신호를 줌)하며 이 때, 

지각-운동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말에게 신호를 

내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기수의 행위를 ‘부조(Aids)’라고 하는데, 

부조는 말을 다루는 방법이자 말과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여러 가지 

승마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승마기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부조는 고삐를 당기는 손, 말의 옆구리를 누르는 다리, 그리고 안장을 

누르는 체중심을 조절하는 기좌(Sitting)의 세가지로 구성되는데, 주로 

촉각정보의 교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변수를 가진 말을 통제하고 목표했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협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각 단서와 그에 

맞는 운동반응을 지각-운동 활동영역 내에서 찾아내는 탐색전략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응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Newell, Kugler, 

Van Emmerik, & McDonal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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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말을 구보로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말의 옆구리를 다리부조를 

이용해 알맞은 세기와 타이밍으로 눌러주고, 또 이에 따른 말의 추진성을 

지각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세기와 감각으로 고삐를 당겨줘야 

한다(박원오 외, 2006). 이 때 기승자는 지각-운동 활동영역을 탐색하게 

된다. 탐색전략을 이용해 자신이 가진 신체 구조와 타고 있는 말의 

변화하는 속도, 말의 반응 등 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각하면서 위와 

같은 부조를 넣게 되면 말을 출발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각과 

동작시스템의 공유 영역 내에서 기승자(유기체), 말(환경), 과제(출발)의 

제한요소들이 동작의 안정상태를 유도하며 협응이 이루어 지고 성공적으로 

말을 출발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승마의 학습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승자와 지도자가 피드백 

상황에 활용 가능한 감각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승자가 

내재적 피드백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시각, 촉각, 자기수용감각, 

그리고 청각이 존재한다. 시각정보는 기승자에게 제한적인 정보로써 말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략의 말머리 모양 정도가 기승자가 말의 반응을 

지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정보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촉각은 

지도자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기승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정보로써, 

말에게 신호를 줄 때(부조), 말에게서 오는 반응, 운동수행의 결과 등이 

촉각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말의 반응을 지각하고 행동의 

지시(부조)를 내리는 것이 촉각정보이기에 기승자가 가진 정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수용감각 또한 기승자만이 가진 정보로써, 

자신의 신체 위치 변화와 이로 인한 리듬감, 속도 등이 해당된다. 청각은 

지도자와 기승자가 서로 공유하는 영역에 해당하며, 기승자와 지도자가 

주고받는 음성을 포함하여 말의 발굽소리, 코 푸는 소리 등이 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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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함께 공유하는 감각정보인 

청각을 제외하면 시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각을 통해 기승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에는 기승자가 촉각으로 주고 받는 부조를 알 수도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로 인해 생기는 결과, 말의 

반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승자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자세히 관찰 

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승마 학습은 촉각적인 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각적인 관찰에 기대어 코칭이 행해지고 있다. 촉각적인 정보의 

시각적 판단은 가까이에서 세워 놓고 보지 않는 한 사실상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구기종목의 경우, 공을 제대로 타격하였는지 

바로 시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자신이 수행한 운동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승마는 운동결과 또한 촉각으로 느껴야 하기에 목표했던 수행의 

완성된 결과에 해당하는 촉각정보를 감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수행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잘못된 수행 시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내재적 

피드백에만 의존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수행을 수정하고자 능동적으로 

지도자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일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승마학습에서는 잘못된 수행 시 지도자의 판단으로 개입해서 알려줘야 

하며, 여기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승마는 큰 동작이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로 진행되는 운동으로써 현재 기수가 겪는 

문제점을 집어서 알려주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의 승마학습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은 지도자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에 대조되어 

재탄생되는 것으로, 현재 학습자의 상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보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진 완성된 감에 비추어 레슨 하기 때문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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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각정보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변수를 가진 복잡한 승마 학습에서 

기승자가 겪는 감각적 상황과 코치의 피드백은 다른 경우가 많다.  

사실상 매 학습마다 기승자가 과학적인 측정장치를 부착한 채 연습을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코치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레슨 할 수 있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정확한 장비의 개발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실험실 밖 상황에서는 재정문제와 말의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말마다 그 특성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한 피드백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코칭 또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승마 기술습득의 핵심은 바로 기승자 본인의 감,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보자는 내재적 피드백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Wulf, McConnel, Gartner, & Schwarz, 2002) 

결과적으로 승마 학습에는 불가피하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승자의 내재적 피드백에 도움을 주는 학습방법이 

승마에서 중요할 것이며, 기승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자율적으로 기승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피드백 방법이 필요하다. 

즉,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지만 이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에 

적용시키는데 미숙한 기승자와,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는 수준이 높지만 

제한된 정보를 가진 지도자가 서로 의사소통해야 피드백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 가지고 있던 해결방법뿐만 아니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기승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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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승마학습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Janelle, Kim, and Singer (1995)는 교사가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요구와 상태에 따른,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될 때 효율적인 운동기술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피드백을 자기통제피드백이라고 하며 이는 연습 중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통제 

피드백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지적 처리과정과 자율적인 피드백 스케줄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Chiviacowsky & Wulf, 2002).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기통제피드백은 학습자가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시도에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내적인 동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습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승마학습의 특성상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드백 요구시점에 문제가 

생긴다. 더불어 승마의 경우 기승자가 잘못된 수행을 했을 시 바로 교정을 

해줌으로써 완성된 형태의 촉각정보를 익혀야 하는데, 이러한 즉각적인 

수정이 자기통제피드백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승마학습으로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자율-지원적 

교정피드백(Autonomy-supporting corrective feedback)으로, 

자기통제피드백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잘못된 수행을 했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 지도자의 판단 하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피드백에 합리성을 느끼면서 내적 동기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Mouratidis, Lens, & Vansteenkiste, 2010). Carpenti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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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eau (2013)는 이러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선수집단의 경우 

수행력 또한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자율성에 기반한 의사소통의 제공여부를 

핵심으로, 그 운동 수행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지 분석에 의해 실시되었고 내적 동기, 

자기효용성 등 심리적인 요인을 초점으로 진행 되었다. 위의 연구들은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선수들과 다양한 종목, 다양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며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할 정량화 방법으로 

척도를 통한 수치화를 하였지만 설문지 연구의 특성상 객관적 수치로써 

정량화 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실험과 수행점수 측정을 통한 정량화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제공시의 

실제적인 운동수행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설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실제적인 수행력의 변화를 측정한 Hooyman, Wulf, 

Lewthwaite(2014)의 연구에서는 크리켓 던지기 과제를 통하여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디오 상영 시 피드백을 제공하되, 

제공되는 언어의 분위기 차이와 수행방법 선택의 여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험을설계하였다. 

위와 같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입각하여 환경과 과제의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학습자의 내재적 피드백을 코치가 확인하고 

의사소통하여 정확한 외재적 피드백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피드백의 실제 운동 수행결과를 실험한 연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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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승자와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기승자의 내재적 피드백에 도움을 주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기승자 개인의 내적인 역동성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Blandin & Charles, 

2007; Liu & Newell, 2013)  

그 동안 승마분야에서 기승자의 자세와 말 몸통 움직임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Lagarde, Peham, Licka, & Kelso, 2005; 

Wolframm, Bosga, & Meulenbroek, 2013; Munz, Eckardt, & Witte, 

2014). 모션분석카메라와 관성센서 등을 이용하여 기수의 자세가 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마장에서 측정하여 기수와 말의 

상호작용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수로 측정이 어려운 승마 

실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혀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라는 살아있는 동물이 어떻게 

인간과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말과의 소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조에 대해 연구하여 승마기술의 핵심인 말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이전까지의 승마연구는 운동제어 분야로 집중되어있으며 아직까지 

승마 학습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때문에 아직 연구방법에 대한 

정의와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마 학습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승마학습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연구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차기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방법과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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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결과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각각의 특성을 가진 말과 사람, 이 두 가지 복잡한 

생체시스템의 얽힘을 하나의 조합으로 취급하였고, 이 둘의 조합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을 기존의 국제시합에서 사용되는 

마장마술 평가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 중 핵심적인 이행과목을 선별하여 

평가한 핵심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말을 타는가, 혹은 그 날 말의 컨디션이 

어떠한가에 따라 운동수행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준화(Normalizing) 과정을 거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마다 개인의 

고유한 운동에 대한 이해력이나 학습능력, 그리고 경험의 정도가 다른 점을 

이 규준화 과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덧붙여, 결과 

해석의 한계점 극복을 위하여 실험 후 지도자와 피험자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초보자에게는 승마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숙련자에게는 어려운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승마학습체계 정립에 첫 발을 딛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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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의 제시에 

따른 승마 기술 수행능력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승마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피드백의 제시 형태에 따라 승마 기술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한 그룹은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은 그룹에 비해 수행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2)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핵심평가가 원평가에 비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승마 학습 분야 연구를 위한 효율적인 피드백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수행 변화의 양상만을 보는 연구로써, 장기적인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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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구보 기술 이상의 학습수준에 도달한 정도의 

숙련성을 가진 기승자들로 본인의 내재적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수준의 초보자의 경우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각기 다른 연령과 사회환경을 가진 

일반 동호인들로, 개인이 가지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적합도 

원평가의 결과값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자료를 추려내어 

수준별로 분류한 것으로, 결과 분석에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데이터 적합도를 낮게, 데이터가 순수한 피드백의 효과를 잘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데이터 적합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2) 원평가(Original test)와 핵심평가(Core test) 

원평가는 해당 인마조합의 당일 특성에 따라 난이도를 다르게 

배정하는 평가로, 연구방법에서 미리 지정한 4가지의 코스를 이용한 

평가를 의미한다. 핵심평가의 경우 원평가에서 4가지로 나뉘었던 

난이도를 한가지의 코스로 통합한 것으로, 원평가의 각 코스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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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이행과목을 5개씩 추출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3) 자율-지원 교정피드백(Autonomy-supportive corrective feedback)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학습자가 잘못된 수행을 하였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율성에 입각한 피드백으로써(Mouratidis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제공하였다.  

 

4) 일방적인 피드백(외재적 피드백) 

본 실험에서 제공되는 일방적인 피드백은 평소 일상적으로 지도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외재적 피드백 방법으로, 언어적 피드백 방법만이 

사용되었으며, 학습자의 수행에 대하여 일방적인 방식으로 부여되는 

피드백을 말한다(김선진, 2009). 

 

5) 내재적 피드백(Intrinsic feedback) 

내재적 피드백은 운동상황에서 학습자 내부의 감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 정보로 감각피드백이라고도 한다. 내재적 피드백은 

시각, 청각, 자기수용감각, 촉각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포함하여 말의 몸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말의 목이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자세를 변경하는 행위는 내재적 피드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수행점수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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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마조합의 해당 실험에서 피드백을 제공받은 효과를 나타내는 

점수로, 사후평가 점수와 사전평가 점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7)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일방적인 피드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시한 인마조합의 수행점수변화량과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인마조합의 수행점수변화량 간의 점수차이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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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움직임 생성 원리와 학습 관련 이론 

 

1) 움직임 생성 원리에 대한 관련 이론의 흐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도 많은 움직임들을 수행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기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 움직임의 특성과 생성원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운동제어이다(김선진, 2009). 이러한 운동제어 분야는 동작(action),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의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19세기 초, 반사이론은 신경학적 측면을 기반으로 복잡한 운동행동을 

설명하였고(Sherrington, 1947), Skinner (1938)는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를 이야기하며 반사행동에 근거하여 

운동기술의 습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고, 마음, 의식 등의 인간의 

내적인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으로 정보처리관점이 대두되었다.  

정보처리 관점에서는 운동행동이 컴퓨터처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고, 여기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사용하는 

폐쇄회로 이론을 주장하였다(Adams, 1971). 하지만 빠른 운동 수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방회로 이론이 제시되었고  Schmidt (1975)는 

느린 움직임은 폐쇄회로이론으로, 빠른 움직임은 개방회로 이론으로 

설명한 도식이론(Schema theory)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도식이론 

또한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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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었고 이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들어서게 된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Bernstein (1967)이 처음 자유도의 문제를 

제기한 이 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신체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운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Newell (1986)은 인간의 

운동행동이 환경(environment), 유기체(organism), 과제(task)의 3가지 

제한요소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된다고 정의하였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인간의 운동행동의 생성과 변화는 자기조직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를 따르며 인간운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안정성과 상변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과 함께 등장한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정보에 대한 

지각과 운동동작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환경 정보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김선진, 2009). 즉, 수행자는 과제를 지각하고 그 환경적 특성에 따라 

움직임을 일으키며, 동일한 과제라 해도 상황차이에 의해 다르게 수행된다. 

 

2) 탐색전략을 통한 운동학습 

이렇게 생성된 움직임이 연습과 경험을 통하여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운동학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김선진, 

2009). 운동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능력이 변화하는 운동학습은 

최근 다이나믹 협응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 Newell 

(1991)은 새로운 운동기술을 획득할 때 운동문제(motor problem)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지각단서(perceptual 

cue)와 운동 반응(motor response)을 지각-활동영역을 탐색해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환경과 과제 특성에 부합하는 지각 정보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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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상호순환체계가 형성되는 지각-운동활동영역(perceptual-motor 

work-space)을 탐색하는 과정을 탐색전략이라 칭하며, 탐색 과정에서 

유기체, 환경, 과제가 동작의 안정상태(협응)를 유도하게 된다. Magill 

(2003)은 이러한 협응구조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지각-동작 

연합(perception and action coupling)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지각변수의 특정성격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동작의 관계를 말하며 지각과 

움직임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목표 움직임 수행을 위해서는 동작 

성격에 부합되는 지각정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이다. 

 

3) 승마와 지각-운동영역 탐색전략 

최근 승마에 대한 연구 동향은 주로 다이나믹 협응 이론에 비추어 

진행되고 있다. 말과 사람의 다양한 변수를 컨트롤하고 역동적인 

환경변화와 과제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 유형의 협응과 제어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Lagarde et al. (2005)는 말과 기승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이 

둘이 만들어내는 다이나믹 협응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도-각도 다이어그램을 통해 기승자의 협응을 살펴보았는데, 초보자는 

발-무릎-엉덩이-어깨-머리의 정렬이 불규칙하고 유동성이 크지만 

숙련자의 패턴은 정렬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에서 초보자의 경우 말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를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숙련자는 말 움직임에 의한 상하 움직임에 자신의 

동작을 일치 시킴으로써 말 등에 안정적으로 붙어 앉아있을 수 있었다. 

이는 말과 기수가 서로 주고 받는 촉각정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운동 

협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는 이러한 감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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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에 맞춘 동작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숙련자는 오랜 

경험으로 말의 움직임을 지각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동작을 제어한 

것이다. 이 때 숙련자는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각-운동 

활동영역을 적절히 탐색하고 그에 맞는 협응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말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그 상황에 적합한 동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각-동작 연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선진, 

2009). 

 

 

2. 피드백 

 

1) 피드백의 개념과 주요기능 

운동학습에서 피드백이란 목표 상태와 수행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되돌려서 수행자에게 동작 그 자체, 또는 운동수행의 결과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운동기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선진, 2009). 

피드백은 그 주요기능으로써 정보 기능, 강화 기능, 동기유발 기능을 

가진다.   

 

2)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 

피드백은 그 유형을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피드백 제공의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내재적 피드백은 

감각피드백으로도 불리며 이는 학습자 자신의 신체 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정보들로 운동수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내재적 피드백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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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자기수용감각, 촉각 등으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승마 구보 발진의 

경우 시각적으로 말 머리가 제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수용감각을 통해 말의 속도가 구보 발진에 적합한지 

지각하며, 촉각정보를 통해 종아리를 누르는 세기를 지각함으로써 

발진신호를 알맞게 줄 수 있게 된다. 외재적 피드백은 학습자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보강피드백으로도 불리며 교사, 코치, 동료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야기 한다. 

외재적 피드백은 언어 혹은 비언어의 형태로 제공되며 움직이는 동안, 혹은 

움직임의 완료 후에 제공되고, 움직임 결과 혹은 유형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통 운동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정보를 획득하여 운동수행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초기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받는 피드백 정보가 운동기술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김선진, 2009) 

 

3) 외재적 피드백의 분류 

외재적 피드백은 그 내용에 따라 결과지식과 수행지식으로 나뉘게 된다. 

수행지식은 동작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운동학적 피드백이라고도 한다(Walter & Swinnen, 1994). 수행지식은 

수행자에게 운동 동작의 폼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지식은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를 확인하게 한다.  

Newell(1996)은 보강피드백이 가지고 있는 정보특성에 따라서 

처방정보(prescriptive-information), 정보피드백(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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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전환정보(transition information)로 분류하였다. 처방정보는 

이미 완료된 움직임의 운동학적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과제 

달성을 위해 이뤄진 신체 각 요소간의 협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정보는 주로 언어적인 설명이나 시범을 통해서 

전달되며 초보자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에게 유용한 피드백 정보이다. 

정보피드백은 학습자가 수행한 역동적인 움직임의 이전 상태 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적 피드백(concurrent feedback)과 동작이 완료된 후 

움직임 특성과 연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종료피드백(terminal 

feedback), 지연피드백(delay feedback)으로 나뉜다. 정보피드백은 

수행력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전환정보는 적절한 협응 형태를 형성하는 

지각-운동 활동영역의 탐색을 활성화시키는 제어변수로써, 운동동작의 

새로운 형태를 습득하고자 할 때 움직임 제어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동작의 구성에 도움을 준다. 이는 과제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응 

구조로 변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완료된 움직임이나 이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방정보와 정보피드백과는 

구분된다. 전환정보는 새로운 과제 습득 과정에서 지각-운동 활동영역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을 지각하는 적절한 움직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3. 자기통제 피드백 

 

학습자에게 운동기술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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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인지적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선진, 2009).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 학습자의 

요구와 상태에 따른 지도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적인 의사 전달 과정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Janelle et al., 1995). 자기통제 피드백(self-

controlled feedback)은 이처럼 학습자와 지도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지전략 수립과정에 초점을 둔 피드백 종류이다. 

자기통제 피드백은 학습자가 원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므로 자신의 

통제 속에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높은 내적동기를 형성하게 되어 

성공적인 수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Williams, Davids, Burwitz, & 

Williams, 1993). 최근 Chiviacowsky(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피드백의 능숙도에 따른 자율적 제공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능숙도에 

대한 지각이 수행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4. 자율-지원피드백과 교정피드백 

 

운동상황에서 교정피드백이란 수행자의 잘못된 수행이나 실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ouratidis 

et al., 2010). 교정피드백은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과는 

구분되는데 교정피드백은 수행의 과정과 이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부정적 피드백은 수행결과, 실패한 결과에 초점을 둔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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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으로 

구분되었지만(Deci, Koestner, & Ryan, 1999), 최근 제공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진-지향 피드백(promotion oriented 

feedback)과 변화-지향 피드백(change-oriented feedback)으로 

재분류 되었고 변화-지향 피드백은 교정피드백과 맥락을 같이 한다.  

Mouratidis(2010)의 연구에서 변화-지향피드백은 자결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는 자율-지원적인 방법으로 

제공될 때, 최적의 동기화가 일어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Mouratidis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정의되었다. 1) 왜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2) 선수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3) 선택의 자유를 준다. 4) 

제어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의 사용을 피한다. 이는 창피함을 주거나, 

조건적인 평가태도, 처벌로 인한 위협적 피드백 등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Carpentier and Mageau (201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재정의 된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1) 

‘공감적인’(선수의 느낌과 어려움 고려)피드백이며, 2) ‘선택의 

자유’(가능한 선수에게 상황을 수정하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주고 

선택하게끔 함.)를 주는 피드백이다. 이 두 가지는  Mouratidis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에 덧붙여 3) 왜 이러한 피드백 교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기반’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선수가 목표를 알고 이해하는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수긍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피드백을 주는 근거를 

학습자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 인신공격성 발언을 

피하고 5) 어떠한 지체도 없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6)개개인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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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주어지며, 7)배려깊은 목소리 톤으로, 8) 그리고 미래수행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팁을 주는 피드백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Carpentier & Mageau, 2013). 이러한 자율-지원 교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학습자는 피드백에 대한 합리성을 느끼며 내적 동기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자율성에 입각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자기통제피드백과 그 맥락을 

같이하지만 수행과정에 대한 선택권의 유무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이라는 

점에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좀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승마 관련 이론 

 

승마 연구를 위해 기본적인 승마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아직 

실제적으로 승마학습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마 스포츠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론과 훈련에 관한 책, 그리고 국제승마협회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1) 말의 보법 

말의 보법은 사람의 걷기와 달리기의 패턴이 다르듯 말의 다양한 

걸음걸이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의 보법의 종류에는 평보(walk), 

속보(trot), 구보(canter), 습보(gallop), 측대보(pace)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훈련상황에서는 평보, 속보, 구보가 주된 보법이다. 여기서 

전지는 말의 앞다리를 말하며 후지는 말의 뒷다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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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보(walk) 

평보는 4박자를 가지는 보법으로 말의 걸음걸이 중 가장 

느리다(100m/분). 보법의 순서는 우후지, 우전지, 좌후지 그리고 좌전지의 

순서로 발을 딛게 된다. 평보에서는 공지기가 없으며 4개의 다리 중 2개는 

반드시 지면에 닿아있는 특성이 있다.  

 

그림 1. 평보의 모습과 지면에 닿는 발(FEI 마장마술 심사 규정, 2014) 

 

- 속보(trot) 

속보는 공지기를 가지는 보법으로 2박자의 걸음걸이로 약 220m/분의 

속도를 가진다. 보법의 순서는 대각선상의 다리가 함께 땅에 닿으며,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게 된다(좌전지와 우후지 또는 우전지와 우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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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보는 기수의 자세 형태에 따라 경속보와 좌속보로 나뉘게 된다. 

경속보는 진행방향의 안쪽 뒷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 앉고 다른 박자에는 

엉덩이를 안장에서 떼며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기승법을 말한다. 

좌속보는 2박자 모두 엉덩이를 붙인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림 2. 속보의 모습과 지면에 닿는 발(FEI 마장마술 심사 규정, 2014) 

- 구보(canter) 

구보는 공지기를 가지는 보법으로 3박자의 리듬으로 이루어 지며 약 

320m/분의 속도를 가진다. 구보는 진행방향에 따라 우구보와 좌구보로 

나뉘며 각기 다른 걸음 순서를 가진다. 우구보를 예로 들면 좌후지, 

좌전지와 우후지, 우전지의 순서로 발이 땅에 닿으며 이어서 공지기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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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보의 모습과 지면에 닿는 발(FEI 마장마술 심사 규정, 2014) 

 

 

2) 승마 부조와 기술 

승마의 목적은 말 위에서 안정된 자세로 말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익혀야 할 핵심기술이 

바로 부조(aids)이다. 부조란 말과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것으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 말과 사람이 공유하는, 촉각을 사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자뿐만 아니라 말을 처음 타는 사람도 말을 출발시키고 

정지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부조를 써야 하기에, 이 부조는 승마기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부조는 중요도에 따라 주부조와 부부조로 나뉜다. 주부조는 기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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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손, 다리이며, 부부조는 음성, 채찍, 박차 등이 있다. 주부조는 기승을 

위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로 이들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완벽한 

신호를 전달할 수 없으며 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부부조는 필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신호체계로써, 사용하지 

않아도 기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부조를 주된 

소통방법으로 쓰게 되면 정상적인 기승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말의 

훈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부조는 체중, 주먹, 다리 이 3가지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 조화롭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말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말에게서 주어지는 감각적인 

정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그에 맞는 부조를 넣어주어야 성공적으로 

목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박원오 외, 2006).  

사람의 억양과 말투가 모두 제각각 이듯이 부조 또한 사람마다, 말마다 

제각기 다르다. 때문에 승마기술을 수행할 때 어떤 말에서는 성공하지만 또 

다른 말에서는 같은 신호를 넣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억양이 제각기 달라도 공통적으로 모두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체계가 있듯 부조 또한 어떠한 말이든 통하는 공통의 약속이 존재한다. 

숙련자는 다양한 말을 탐으로써 제각기 다양한 신호를 알아듣는 말들의 

경우의 수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게 되므로, 새로운 말을 타게 되어도 그 

말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호체계를 잘 찾아나가며 그에 맞추어 부조를 넣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같은 이유로 새로운 말을 타도 초보자에 비해 나은 

수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부조는 마필의 종류에 따라 그 신호체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더러브렛(Thoroughbred; 호주산 마필로 주로 경마에 쓰이는 

마필)의 경우 경주를 뛰기 위해서 특화된 말로 마체 형태가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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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하여 빨리 달리기에 적합한 생김새를 가졌으며 그 부조체계 또한 

굉장히 가볍고 약한 신호에도 상당히 빨리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러브렛 종은 대부분 정통 승마를 위한 훈련을 받지 않은 품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마장에서 퇴역한 말들을 저렴한 가격에 승마장에 

공급하는 이유로 더러브렛 종이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예민한 

부조를 가진 더러브렛종은 유럽산 마필과는 달리 종아리만 눌러도 구보 

발진이 가능할 때도 있고 음성만 써도 구보발진을 하는 등 신호체계가 제 

각각이다. 유럽산 마필은 보통 Warm-blood종으로써 승마를 위해 

개량되어 혈통적으로 올림픽에서 통용되는 정통 승마 부조 체계가 잘 

잡혀있는 편인 마필 종류이다(Koenen et al., 2004). 유럽은 승마에 대한 

역사가 깊으며 상당히 고전적인 방식의 승마 훈련법이 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으며 대대로 전수되고 있다. 그들의 정통 승마 훈련법이 가진 통일된 

부조체계는 말들에게 고스란히 트레이닝 된다. 특히 한국으로 수입되는 

말들의 경우 비싼 항공 운송료가 들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마필들이 

많으므로, 대부분 트레이닝을 잘 받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유럽산 마필은 School-master horse로 부르며, 그 트레이닝 된 

부조체계로 인해 기승자가 잘못된 신호를 넣으면 반응하지 않고 정확한 

신호에만 반응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승자를 가르쳐주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유럽산 마필과 더러브렛종은 다른 부조체계를 가지며 기승자의 

훈련 또한 마필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 손(Hands) 

손은 말 입에 물린 재갈에 연결된 고삐를 잡는 역할을 수행하며 말을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삐를 잡은 두 손을 

기승자 쪽으로 잡아당겨서 말을 세우기도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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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만 당겨서 말의 머리를 한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전환도 

할 수 있다. 좀 더 숙련된 기승자의 경우 고삐를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적당한 연결(contact)상태로 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손 

부조는 정지할 때를 제외하고 단일적으로 쓰일 때에는 크게 말의 제어에 

기여하지 못하며 다리와 체중부조가 적절하게 함께 쓰일 때 그 역할이 발휘 

된다. 

예를 들어 구보 발진 시, 고삐가 너무 느슨하면 다리부조로 아무리 

추진을 해도 속보보법의 속도만 빨라지고 구보 발진을 성공시킬 수 없다.  

반대로 고삐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리로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다리(Legs) 

다리는 말과 기승자가 맞닿아있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조 

방법이며, 말과 닿아있는 모든 다리 부분을 통칭한다. 다리는 말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창구로써 여러 가지 승마 기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이 

크다. 보통 허벅지를 조임으로써 말의 속도를 늦추고 종아리를 조임으로써 

말의 속도를 높인다. 숙련된 기승자의 경우 말의 전후, 좌우의 

균형(balance)을 맞추어 주며, 말을 가고자 하는 진행 궤적대로 옆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체중(Sitting) 

체중부조는 기승자가 말 위에 앉아 말 등을 내리누르는 압력과 그 

체중심을 이용해 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승자의 골반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unz et al., 2014). 말을 세울 때 체중심을 뒤로 이동하여 

정지에 적합하도록 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말이 회전을 할 때 

중심을 안쪽으로 이동하여 편안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축을 만들어 주기도 



 

- 29 - 

한다. 체중부조의 경우 승마 기술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체중부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부조를 사용한 핵심 기술로 ‘반정지’(Half halt)를 들 수 

있다(박원오 외, 2006). 반정지란 모든 승마 종목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승마의 수행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마체의 

길이를 짧게 압축하는 기술로, 머리가 마체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고 

뒷다리도 더 깊게 중심부로 짚게 되어 결과적으로 말의 허리가 위로 

올라오며 전체적인 마체 모양이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이렇게 마체가 

압축된 상태가 되어야 스프링이 짧게 압축되었을 때처럼 최고의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반정지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높은 장애물도 뛸 수 

있게 되고, 화려한 마장마술 움직임 또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반정지 상태를 만드는 과정은 물론 부조를 통한 것이기에 촉각적인 정보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반정지 상태가 완성되었다는 결과정보 또한 촉각적인 

정보로써 알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초보자들이 승마기술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다. 

 

3) 말과 사람의 상호작용 

말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그 

이유로 움직임 분석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실험실 밖 상황에 적용되기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Lagarde, 2005). 말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논문이나(Greve & Dyson, 2013; McGreevy, Oddie, Burton, & 

McLean, 2009) 재활승마의 관점으로 본 연구가 많았으나(Uchiyama et 

al., 2011), Lagarde(2005)의 승마 협응 연구를 기점으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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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이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을 운동제어 관점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Lagarde는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 시스템과 협응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속보에서 숙련자 1명과 초보자 1명의 말 몸통 움직임에 따른 기승자의 

관절 움직임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일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숙련자는 말의 몸통 움직임과 자신의 몸 움직임을 조화롭게 협응 시킨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Witte, Schobesberger, and Peham (2009)은 승마는 생체역학적 

변수로 정의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승마 보법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였다.  13개의 말과 사람의 조합에서 PCA분석은 속보에서 

가장 유의한 패턴을 보였으며 안장의 종류에 따라 움직임 협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Viry et al. (2013)은 지구력경기에서 말과 기수의 협응을 다이나믹 

시스템 접근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각 말과 사람의 조합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관성센서를 부착하여 관절 움직임을 

살펴보았고 이들은 수직적 움직임에서 협응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마장마술 종목에서도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가 

발표되었다. Munz 등(2014)은 마장마술에서 골반의 움직임이 말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명의 숙련자 그룹과 

초보자 그룹의 골반 움직임을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초보자는 주로 오른쪽으로 골반이 치우치는 패턴을 보였지만 

숙련자는 정중앙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 

회전시키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숙련자 그룹이 상체를 뒤로하고 허리를 

펴는 동작과 연결되며 숙련자의 COM(center of mass)이 말머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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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는 이유로써 해석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말의 몸통과 기수의 

몸과의 일치 정도(coupling)를 보법 별로 분석하였다. 

Wolframm, Bosga, and Meulenbroek(2013)은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이 승마라는 스포츠의 핵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말의 다양한 

보법 상황에서 말과 기수의 다이나믹 협응을 분석하였다. 18명의 기수와 

말의 조합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협응은 엔트로피 분석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다양한 보법에 따라 

달라지는 다이나믹 협응을 보였고 구보에서 가장 높은 

동시성(synchronicity)를 보였다.  

이러한 말과 사람의 상호작용 연구는 대부분 기승 시 보이는 협응 

패턴의 분석과 자세조절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율적인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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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원에 위치한 H승마장에서 기승중인 일반 동호인 7명을 

피험자로 설정하였고 이들에게 5개월 이상 표1과 같은 마필로 마장마술 

레슨을 하고 있는 1명의 지도자가 피드백을 제공했다. 피험자의 연령은 

24세에서 54세 사이(평균 40.28세, 약 483개월; 남성 2명, 여성 5명)로 

운동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기승자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각기 다른 

기승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마필을 기승하였다. 실험에 참여하는 

마필은 모두 마장마술 종목 시합경력을 가진 유럽산 마필로써, 모두 유럽의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말들(School-master horse)이다. 

때문에 비교적 마필들간의 부조(신호체계)가 통일된 편이다. 마필의 

연령은 8세에서 17세(평균 13.66세, 약 164개월)까지 다양한 나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관이 환경에 대한 예민도에 따라 기승 난이도를 2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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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험자 구성 

구분 연령 기승경력(레슨횟수) 기승마필 

피험자1 54 주 5회, 5개월(약 108회) 마필3, 마필5 

피험자2 50 
주 4회, 1년6개월(약 

309회) 
마필1 

피험자3 44 주 2회, 3년(약 309회) 마필2 

피험자4 40 
주 4회, 1년6개월(약 

309회) 
마필4 

피험자5 38 주 1회, 8개월(약 35회) 마필6 

피험자6 32 주 1회, 1년(약 52회) 마필6 

피험자7 24 주 3회, 1년(약 156회) 마필2 

 

표 2. 마필 구성 

마필명 나이 기승난이도(환경예민도) 

마필1 17 1 

마필2 16 1 

마필3 13 2 

마필4 14 2 

마필5 13 2 

마필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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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과제 및 도구 

 

1) 실험과제 및 훈련도구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규준화를 통해 부여 받은 각기 다른 

난이도의 기술 수행을 연습하였고, 각 피험자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을 처치함으로써 나타나는 수행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였다.  

- 피드백 제공방법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받는 학습자의 경우 매 학습 시 사용되는 

무전기의 마이크 기능을 켠 상태로 학습하게 된다. 반대로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는 그룹의 경우 무전기의 마이크 기능을 끈 상태로 진행하며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무전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모델로 마이크를 켜놓을 경우 따로 송수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표 3. 피드백 구분 

피드백 구분 내용 제공방법 

일방적인 피드백 

지도자의 일방적인 피드백 

받음 

(의사소통 X) 

무전기 마이크 OFF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기승 중 학습자와 

의사소통하며 상호보완적인 

피드백 제공. 

무전기 마이크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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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피드백의 도식화 

일방적인 피드백은 다음 도식과 같은 과정으로 제공된다. 

 

 

그림 4. 일방적인 피드백의 도식화 

 

-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도식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다음 도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다. 

ACTION : 기승자의 부조 

REACTION : 말의 운동반응 

성공 or 실패 

STOP 

FEEDBACK 

Good 

enough 

N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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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도식화 

 

2) 검사도구 및 방법 

피험자는 규준화 검사를 통해 부여받은 해당 난이도의 코스를 수행하고 

그 평가를 통해 수행점수를 부여 받았다. 이 중 초급, 중급, 상급 코스는 

국제승마협회(FEI)에서 정한 마장마술 국제대회용 심사지를 기반으로 

하여 난이도와 실험 여건에 맞게 축약한 코스이며, 중상급 코스는 

국제대회용 심사지 중 C코스(FEI world dressage challenge – 

Elementary test)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코스는 7~20개의 다양한 

마장마술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별 코스의 평가요소 및 방법은 

다음 <표 4>와 같다. 

 

ACTION : 기승자의 부조 

REACTION : 말의 운동반응 

성공 or 실패 

STOP 

FEEDBACK 

Good 

enough 

 기승자와 의사소통 

교관에게 느낌 표현 

(장단점, 관찰결과) 

N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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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요소 및 방법 

코스명 평가요소 측정방법 난이도 

초급 

지점준수여부, 이행여부, 

부동유지여부, 걸음 수 성패여부, 

기수자세, 마필자세, 리듬유지여부 

각 과목당 

5~6개의 평가 

항목에 

성패여부 기록 

낮음 

 

높음 

중급 

지점준수여부, 이행여부, 부동 

유지여부, 기수자세, 마필자세, 

리듬유지여부, 정확한 원 크기, 

일직선 유지여부, 뒷다리 

오버트랙킹 여부 

각 과목당 

5개의 평가 

항목에 

성패여부 기록 

중상급 

지점준수여부, 이행여부, 부동 

유지여부, 기수자세, 마필자세, 

리듬유지여부, 정확한 원 크기, 

일직선 유지여부, 걸음 수 

성패여부, 정확한 이제적 각도 

여부, 연결해제여부 

각 과목당 

5개의 평가 

항목에 

성패여부 기록 

상급 

지점준수여부, 이행여부, 부동 

유지여부, 기수자세, 마필자세, 

리듬유지여부, 정확한 원 크기, 

일직선 유지여부, 걸음 수 

성패여부, 정확한 이제적 각도 여부 

각 과목당 

5개의 평가 

항목에 

성패여부 기록 

 

평가요소에 대한 정의는 국제 승마협회(FEI)의 심사규정에 

의거하였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질적 판단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성패여부로 나뉠 수 있는 평가요소 항목만을 선별하였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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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가요소 정의 

평가요소 정의 

지점준수여부 
지시된 지점과 마필이 겹쳐있는 동안 이행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이행여부 

국제승마협회 규정에 의거한 하나의 정확한 보법에서 

다른 보법이 섞이지 않고 바로 지시된 다음 보법이 

정확히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부동유지여부 
마필의 네 발이 땅에 닿은 정지 상태가 이루어 진 후 

발을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걸음 수 성패여부 
정확히 지시된 개수의 걸음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기수자세 

기수가 상체 자세를 수직으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헬멧 하나의 유격 이상으로 뒤로 눕거나 

앞으로 숙인 경우 실패로 기록) 

마필자세 

마필의 머리 각도를 지면과 수직으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마필의 코 두께의 유격 이상으로 

안으로 말리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 실패로 기록) 

리듬유지여부 
지시된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 되었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일직선 유지여부 
지시된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일직선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정확한 원 크기 
지시된 크기의 원을 정확하게 그렸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뒷다리 오버트랙킹 

여부 

평보 과목에서 뒷다리의 발자국이 평행하는 앞다리의 

발자국 위로 겹쳐지게, 혹은 그보다 앞쪽(말 

머리쪽)으로 찍혔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정확한 이제적 

각도 여부 

사횡보, 숄더인, 하프패스 과목에서 마필의 좌우측 

다리가 교차하며 진행함과 동시에 말의 전지가 

후지보다 먼저 가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연결해제여부 
속보 과목 진행 도중에 고삐의 연결을 눈에 보이도록 

느슨하게 놓아 주었는지에 대한 성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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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평가요소를 기반으로 한 각 코스는 다음 <그림 6>과 같은 

20m x 60m 규격의 실내마장 안에서 실행되었으며, 코스에서 지칭하는 

지점의 배치는 마장마술 국제 표준과 동일하다.  

 

 

그림 6. 마장마술 시합장 규격 및 지점 위치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위와 같이 4개의 난이도(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로 나누어진 평가를 원평가(Original test)로 정의하고, 

초급과 중상급 코스에서 서로 비슷한 핵심적인 이행과목을 5개씩 추려낸 

평가지를 만들어 이를 핵심평가(Core test)로 정의하였다. 핵심평가의 

5가지 과목은 각 코스의 단순한 이행과목으로써 동일한 평가요소로 

구성되었다. 중급과 상급의 경우 전체 과목수에 비하여 유사한 과목의 수가 

현저히 낮아 공통된 핵심평가 과목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원평가와 핵심평가는 <표 6>을 통해 비교되어 있다. 

20m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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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가로 사용된 원평가 과목은 음영처리 되어있으며 초급과 중상급에서 

중복된 3가지의 과목을 제외한 핵심평가의 과목의 수는 총 6가지이다. 

모든 실험을 마친 지도자와 피험자들은 미리 준비된 주관식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였다. 지도자에게 제공된 설문지는 피험자에 대한 평가 및 

실험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피험자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부록1, 2 참조). 

 

표 6. 원평가와 핵심평가의 비교 

 초급(원평가) 중상급(원평가) 핵심평가 

1 C지점 좌측 속보  A지점 중앙선 입장 속보 후 평보 

2 
E지점 평보 5보 후 속보 

(속보 후 평보) 
X지점 정지 속보 후 정지 

3 
A지점 5초간 정지 후 

속보 (속보 후 정지) 
속보 발진 후 우측턴 속보 후 구보 

4 
B지점 평보 

(속보 후 평보) 
MXK 중간속보 구보 후 속보 

5 R지점 속보  
A지점 중앙선 입장 후 

L에서 R & M 사횡보 
평보 후 구보 

6 
C지점 구보 원운동 

(속보 후 구보) 

C지점 20m 윤승 중 

연결해제 
구보 후 평보 

7 
C지점 속보 

(구보 후 속보) 
HXF지점 중간속보  

8  
A지점 중앙선 입장 후 

L에서 S & H 사횡보 
 

9  
C지점 20m 윤승 중 

연결해제 
 

10  
MR지점 중간평보 

(속보 후 평보) 
 

11  RK지점 신장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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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지점 좌측 보통구보 

(평보 후 구보) 
 

13  FM지점 중간구보  

14  
HB지점 방향전환 후 

PVS지점 반대구보 
 

15  
SH지점 중간평보 

(구보 후 평보) 
 

16  H지점 우측 보통구보  

17  MF지점 중간구보  

18  
KB지점 방향전환 후 

RSV지점 반대구보 
 

19  
V지점 속보 

(구보 후 속보) 
 

20  A지점 중앙선 입장  

21  I지점 정지(속보 후 정지)  

 

 

3. 실험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와 지도자는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참여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실험 참여가 결정된 후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주의사항과 가외변인 통제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모든 실험과정은 연구자의 감독하에 진행된다(표 7). 지정된 피드백 

이외의 다른 피드백을 주거나 다른 영향요인이 있을 시 그 자리에서 

지도자에게 수정하도록 하거나 실험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모든 실험의 테스트 장면은 비디오 촬영으로 기록하고 후에 영상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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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전교육 내용 

대상 내용 

지도자 

- 수업 전 항상 피드백의 종류에 대해 숙지하고, 수업의 

Outline을 설정한다. 

- 실험 진행 시 일방적인 피드백 그룹 학습자에게는 수업 중은 

물론 전후에도 수업에 관계된 어떠한 의사소통도 하지 않는다. 

(일상대화는 가능) 

- 일방적인 피드백 그룹에게는 내재적 피드백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시범이나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 학습자 모두에게 동등한 노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 학습 전에는 두 그룹 모두 미리 교관이 말을 타고 조련해서 

표준 이외의 부조에 말이 잘못 반응하는 경우를 제거함으로써 

말에 대한 규준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레슨 중에는 타지 

않으며, 레슨 후에 탄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학습자 

- 실험 진행 중에는 승마장 내 레슨시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승마 관련 학습행위도 하지 않는다. (ex. 승마관련 비디오 및 

동영상 시청, 승마관련 서적 및 관련 문헌 공부, 심상훈련 등) 

- 실험 진행 중에는 지정된 지도자 이외의 레슨을 받거나 

정해진 승마장 이외의 다른 승마장에서 추가로 학습하지 

않는다. 

- 일방적인 피드백 그룹의 경우 실험 진행 중에는 다른 

참여자와 기승내용에 대하여 의사소통 하지 않으며 다른 동료의 

기승을 참관 학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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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사람은 하나의 조합으로써 취급되며 이를 인마조합으로 칭하기로 

한다. 처음 기승자와 특정 마필의 조합 하나가 형성된 후에는 코치의 

‘사전 규준화 평가’를 통해 규준화하게 된다(표 8). 기승자는 규준화를 

통해 그 날의 컨디션과 배정받은 말과의 조합에서 발휘될 수 있는 실력에 

맞는 난이도의 코스를 배정받고, 준비운동 시간(자율운동)을 가진 후 해당 

코스로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코스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코치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사전평가가 끝난 후 피험자는 해당 난이도 코스에 

제시된 운동과제를 학습하게 되며 코치는 실험계획표에 따라 그 날의 

인마조합에 배당된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훈련은 사전평가와 

준비운동에 소요되는 10분을 제외하고 30분간 시행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받은 후 그 날의 기승을 마치기 5분전 피험자는 사전평가와 동일한 

코스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사후평가 역시 코치의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는다.  

피험자들은 각기 다른 스케줄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 중 배정된 스케줄에 해당하는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기승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인마조합은 한번 기승 시 2가지 종류의 피드백을 한가지씩 

받으므로 총 2개의 샘플수로 형성된다. 규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 규준화(Normalizing) 

연구대상 규준화란 마필의 특성과 개인의 기술수준, 또 그 날의 

환경조건에 맞는 난이도의 코스를 배정하는 것으로 ‘0점 조절’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말의 특성과 또 그 영향을 받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기승자의 조합이지만 규준화를 함으로써 말에 따른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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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학습능력차이에 따른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규준화를 할 때마다 

하나의 인마조합은 시작조건이 동일해지므로 새로운 샘플수로 형성될 수 

있다. 즉 이전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로 인한 수준 차이가 매 실험 

배제되므로 잔류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사전 규준화 평가는 피험 대상과 말의 실력에 따라 해당 난이도의 과제가 

수행 가능할지 여부를 5개월 이상의 레슨 경험으로 선험적지식이 있는 

교관에게 질문지 형식으로 사전 조사하고, 규준화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회의 자유기승을 실시하여 해당 난이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교관은 질문지에서 해당 인마조합이 거의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코스는 O,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코스는 Δ, 

거의 항상 실패하는 코스는 X로 표기하도록 한다. Δ로 평가 받은 코스는 

기승자의 학습 변화량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코스로 

사전 및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매 실험, 교관과 연구자가 함께 규준화평가를 

통해 그 날의 난이도를 배정한다.  

 

표 8. 사전 규준화 평가 예시표 

 
피험자1 

+말1 

피험자1

+말2 

피험자2

+말1 

피험자2

+말2 

피험자3

+말1 

피험자3

+말2 

초급 O Δ O O O O 

중급 Δ X O Δ O O 

중상급 X X Δ X O Δ 

상급 X X X X Δ X 

 

 예시표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피험자1이 말1을 탔을 때 가장 적합한 

난이도의 검사는 중급 코스이며, 말2는 피험자에게 말1보다 타기 어려운 

말로 판단되며, 적합한 난이도는 초급코스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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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계 

 

본 연구는 피드백의 종류(2 수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설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은 수행점수변화량(Original test, Core test)으로 

설정하였다. 

 

표 9. 실험설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전 사후 

수행점수변화량 

(Original test, Core test) 

피드백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일방적인 피드백) 

 

본 연구는 충분한 샘플 수 확보와 변화 양상의 규명을 위해 대부분의 

인마조합에서 2회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은 사전 

사후평가가 실시되며 다음 실험이 시작될 때에는 다시 규준화를 거치며 

잔류효과를 상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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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종속변인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행점수변화량을 도출하였다.  

원평가(Original test)에서 배정받은 코스는 7~20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목당 5~6개의 평가요소가 존재한다. 각 평가요소 항목은 

성패에 따라 O, X로 표기되며 O를 받은 항목은 1점, X를 받은 요소항목은 

0점으로 계산하였고, 그 총합을 총 평가요소 항목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환산한다. 매 실험 시행되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통해 

2개의 수행점수를 얻게 된다.  

두 가지 수행점수의 비교와 원활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계산되는 

수행점수변화량(Score_f-i)은 사후평가점수(Score_f)와 사전평가점수(Score_i)의 

차이로 계산되었다.  

핵심평가(Core test) 또한 5개의 과목에 5가지의 평가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평가요소에서 O를 받은 항목은 1점, X를 받은 요소항목은 

0점으로 계산하였고, 그 총합을 총 평가요소 항목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환산한다. 마찬가지로 사후평가점수와 사후평가점수의 

차이로 수행점수변화량을 계산하였다. 

원활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일방적인 피드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을 산출하였다. 이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시한 인마조합의 수행점수변화량에서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인마조합의 수행점수변화량을 뺌으로써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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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DOE - Design of experiment)을 통해 

통계접근이 용이 하도록 연구를 디자인 하였으며, Mini-tab v.16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며, 자료처리방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하였다. 승마에서는 

말과 사람의 조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예상되므로 인마조합별 추이가 

고려된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 결과에서 유의할만한 인자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별 점수변화 시계열도를 살펴보았다. 분산분석 이후 주요한 요인을 

선별하고 통계 결과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주효과도, 교호작용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며 환경 변화, 마필 상태 등으로 인해 실험결과에 

변수가 나타난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 적합도’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여 나타나는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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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의 제공에 따른 

승마 기술 습득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총 

7명으로 24~54세의 기승자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피험자는 각기 정해진 

실험스케줄에 따라 일방적인 피드백 혹은 자율-지원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승마 기술 습득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승마협회에서 제공하는 마장마술 심사지를 난이도에 따라 응용한 

평가를 통해 점수를 측정하였다. 각 피험자는 1회의 기승시간 동안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받았으며, 사전과 사후의 기승 마필이 달라진 

피험자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단일과목 평가가 아닌 코스형태로 

이루어진 평가의 특성상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도중에 마필이 

놀라는 등 코스 진행이 힘들어 질 경우 안전 상의 문제로 코치가 실험을 

중단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각 난이도에 따른 코스 수행의 평가를 통해서 수집된 점수는 

원평가(Original test) 자료로 취급하여 그대로 결과 분석 하였고, 

평가결과 피드백의 효과가 음수로 나온 경우와 일방적인 피드백과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 측정시의 마필이 상이한 경우를 임의의 데이터 적합도로 

분류하고 해당 자료를 제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코스로 

평가했던 원평가에서 비슷한 과목을 5개씩 추려서 하나로 통합된 

핵심평가(Core test)를 만들고 이를 원평가와 같은 통계 방법으로 결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별 사전, 사후 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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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승마의 특성상 다양한 기승자와 마필의 

조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인마조합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시계열도 및 각 

배경변인의 분석에 사용된 점수는 각 인마조합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의 점수변화량에서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의 

점수변화량을 뺀 점수(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정규성 검정과 주효과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경향성을 여러 방향으로 살펴 보았으며, 풍부한 해석을 위해 지도자와 

피험자의 의견 또한 수집하였다. 

 

 

1. 원평가(Original test)의 점수 변화량 분석 

 

원평가(Original test)에서는 두 가지 피드백 중 하나의 피드백만 

제공받은 인마조합의 자료는 제외하였고, 하나의 인마조합에 두 가지 

피드백의 데이터가 서로 짝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모두 백분율로 

계산되었으므로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빼는 것으로 점수변화량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두 가지 피드백의 점수변화량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1) 원평가 자료의 점수 변화량 및 기술 통계 

원평가 자료에서 인마조합별 수행점수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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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원평가의 인마조합별 수행점수변화량 

기승자 마필 코스 피드백 종류 사전평가 

점수  

(Initial 

score) 

사후평가 

점수  

(Finish 

score) 

점수변화(

Score 

F-I) 

피험자1 마필3 초급 일방적 

피드백 

70.2 64.8 -5.4 

피험자1 마필3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5.6 62.1 -13.5 

피험자6 마필6 중급 일방적 

피드백 

61.7 48.3 -13.4 

피험자6 마필6 중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51.7 66.7 15 

피험자5 마필3 초급 일방적 

피드백 

59.4 70.2 10.8 

피험자5 마필6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3.7 75.6 -8.1 

피험자1 마필3 초급 일방적 

피드백 

72.9 67.5 -5.4 

피험자1 마필3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4.8 78.3 13.5 

피험자7 마필2 상급 일방적 

피드백 

80.0 85.0 5.0 

피험자7 마필2 상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0.0 90.0 10.0 

피험자1 마필3 초급 일방적 

피드백 

59.4 62.1 2.7 

피험자1 마필3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37.8 70.2 32.4 

피험자1 마필5 초급 일방적 

피드백 

86.4 89.1 2.7 

피험자1 마필5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6.4 94.5 8.1 

피험자4 마필4 초급 일방적 

피드백 

91.8 91.8 0.0 



 

- 51 - 

피험자4 마필4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9.1 100.0 10.9 

피험자2 마필1 초급 일방적 

피드백 

78.3 56.7 -21.6 

피험자2 마필1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9.1 97.2 8.1 

피험자3 마필2 중상급 일방적 

피드백 

73.8 53.8 -20.0 

피험자3 마필2 중상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5.0 85.0 10.0 

피험자1 마필3 초급 일방적 

피드백 

67.5 70.2 2.7 

피험자1 마필3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7.5 72.9 5.4 

피험자4 마필4 중상급 일방적 

피드백 

75.0 79.0 4.0 

피험자4 마필4 중상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7.5 86.3 8.8 

피험자4 마필4 중상급 일방적 

피드백 

76.3 77.5 1.2 

피험자4 마필4 중상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2.5 85.0 12.5 

피험자5 마필6 초급 일방적 

피드백 

91.8 91.8 0.0 

피험자5 마필6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6.4 94.5 8.1 

피험자2 마필1 초급 일방적 

피드백 

59.4 62.1 2.7 

피험자2 마필1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7.5 78.3 10.8 

피험자2 마필1 초급 일방적 

피드백 

45.9 24.3 -21.6 

피험자2 마필1 초급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2.1 70.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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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가 자료에서 각 인마조합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경향을 나타내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계열도를 

분석하였다(그림7). 각 인마조합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인마 조합의 경우 배경변인과 관련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161412108642

30

20

10

0

-10

-20

시간

피
드
백

 제
시
에

 따
른

 점
수
변
화
량

피험자6

피험자7

피험자2

피험자5

피험자1

피험자4

피험자3

기승자

시계열도

 

그림 7. 원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시계열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정규성 검정에서 

앤더슨달링지수는 0.615, p값은 0.09로 0.05보다 크므로 정규성을 띄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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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평가의 정규성 검정 확률도 

 

2)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른 원평가 자료의 점수 변화량의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9). 

실험 결과,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었으며(t = 

4.45, df = 14, p = 0.000),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점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원평가의 대응표본 t-검정은 두 가지 피드백 데이터가 

쌍을 이루어야 분석이 가능하기에, 두 가지 피드백 실험 간에 마필이 바뀐 

데이터(피험자 6)가 제외되어 일원분산분석에 비해 N값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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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평가의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차이 상자 그림 

 

표 11. 원평가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5    9.88        9.01     2.33 

일방적인 피드백 15   -4.43        9.81     2.53 

차이 15   14.31       12.44     3.21 

평균 차이의 95% 하한: 8.65 

평균 차이의 t 검정 = 0 (대 > 0): t-값 = 4.45  p-값 = 0.000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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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원평가 자료에서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른 그룹별 점수 변화량의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었으며[F(1, 

30) = 11.95, p = 0.002],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그룹이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그룹보다 점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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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원평가의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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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원평가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6  8.76        9.79 

일방적인 피드백 16   -3.48       10.22 

합동 표준 편차 = 10.01 

 

표 13. 원평가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수행점수변화량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피드백 1 1197 1197 11.95 0.002 ** 

오차 30 3005 100   

총계 31 4202    

S = 10.01   R-제곱 = 28.48%   R-제곱(수정) = 26.10% 

* p < .05, ** p < .01, *** p < .001 

 

4) 배경변인에 따른 주효과도 및 상호작용 분석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배경변인에 의한 점수차이의 주효과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11>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기승자 경력에 대한 주효과 분석에서는 

52회를 기록한 피험자7을 제외하고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점수변화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마필수준에서는 예민도가 낮아짐에 따라 

점수변화량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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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주효과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차이에 각 배경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교호작용도를 분석하였지만 뚜렷한 경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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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원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교호작용도 

 

5) 주효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주효과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승자경력이 점수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14>와 같다. 검정 

결과, p값은 0.17, R제곱값이 13%로 결과예측을 위한 모델링은 힘들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기승자의 경력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실험 수가 늘어나면 해당 방정식이 맞는지 검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β = 0.045, t = 1.45, p =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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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원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기승자경력의 단순회귀분석 

예측 변수 계수 SE 계수 t p 

상수 3.752 6.841 0.55 0.592 

기승자경력 0.045 0.031  1.45 0.170 

S = 14.104   R-제곱 = 13.0%   R-제곱(수정) = 6.8% 

회귀 방정식 :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 = 3.75 + 0.0455 

기승자경력 

 

표 15. 원평가의 단순회귀에 의한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회귀 1 416.3 416.3 2.09 0.170 

잔차오차 14   2785.1   198.9   

총계 15   3201.4    

 

 

2. 데이터적합도에 따른 원평가 점수 변화량 분석 

 

본 실험을 계획하며 각 피드백의 효과로 인한 점수변화는 양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일부 인마조합의 실험 결과에서 점수차이가 음수인 

데이터가 발견되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며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두 가지 

피드백 간의 마필이 달라진 피험자가 발생 되었다.  여러 가지 잡음인자의 

개입을 예상하며 해당 자료를 데이터 적합도라는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적합도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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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적합도의 분류 

다음과 같은 데이터적합도 설정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원평가(Original test)에서는 일원분산분석에서 데이터적합도 1, 2, 3의 

자료를, 대응표본 t-검정에서 데이터적합도 1, 2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적합도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적합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실험결과에 영향력이 큰 잡음 요인일수록 데이터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적합도 설정기준 

- 데이터적합도 1 : 자료 수집과정과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이터 

- 데이터적합도 2 : 피드백효과가 음수로 나온 경우 

- 데이터적합도 3 : 자율/일방 피드백간에 기승한 마필이 바뀐 경우 

 

2) 데이터 적합도 3수준 제외 

데이터 적합도 3수준을 제외하였을 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에서는 원평가 분석 시보다 p값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R제곱값은 원평가에 비해 상승되었다(표 17). 

하지만 원평가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일원분산분석 결과 

데이터적합도 3수준이 실험결과에 큰 잡음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F(1, 28) = 17.30, p = 0.000]. 3수준 제외시의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는 앞선 원평가와 동일한 조건이기에 생략하였다(피험자6이 

제외된 결과와 동일).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피드백의 종류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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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험자가 두 가지 피드백을 받는 각 경우의 마필이 달라져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묶이므로 그 영향이 없지만, 대응표본 t-검정은 인마조합별 

추이를 따라가는 분석방법이기에 마필이 달라질 경우 다른 인마조합으로 

취급되어 이전의 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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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데이터적합도 3수준 제외시의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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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데이터적합도 3수준 제외 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5 9.880       9.007 

일방적인 피드백 15 -4.427  9.815 

합동 표준 편차 = 9.420 

 

표 17. 데이터적합도 3수준 제외 시의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피드백 1 1535.1 1535.1 17.30 
0.000 

*** 

오차 28 2484.5 88.7   

총계 29 4019.6    

S = 9.420   R-제곱 = 38.19%   R-제곱(수정) = 35.98% 

* p < .05, ** p < .01, *** p < .001 

 

3) 데이터적합도 2, 3수준 제외 

데이터 적합도 2, 3수준을 제외하였을 때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 <표18>과 같다. 원평가 분석 시에 비해 p값이 0.004 높아졌지만 역시 

유의수준내의 결과를 보였고(t = 3.55, df = 8, p = 0.008), 데이터 2, 

3수준은 유의차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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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데이터적합도 2, 3수준 제외 시의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상자그림 

 

표 18. 데이터적합도 2, 3수준 제외 시의 대응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9 11.89 7.96 2.65 

일방적인 피드백 9 2.33 1.68 0.56 

차이 9   9.56 8.08 2.69 

평균 차이의 95% CI : (3.34, 15.77) 

평균 차이의 t 검정 = 0 (대 > 0): t-값 = 3.55  p-값 = 0.008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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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적합도 2, 3수준을 제외하였을 때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p값은 원평가에 비해 0.001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데이터 2, 3수준 역시 유의차 분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F(1, 23) = 15.9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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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데이터적합도 2, 3수준 제외 시의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그림 

 

표 19. 데이터적합도 2, 3수준 제외 시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5 11.333 6.657 

일방적인 피드백 10 2.660 1.892 

합동 표준 편차 =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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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데이터 적합도 2, 3수준 제외 시의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피드백 1 451.4 451.4 15.91 0.001 ** 

오차 23 652.7 28.4   

총계 24 1104.0    

S = 5.327   R-제곱 = 40.88%   R-제곱(수정) = 38.31% 

* p < .05, ** p < .01, *** p < .001 

 

 

3. 핵심평가(Core test)의 점수 변화량 분석 

 

핵심평가(Core test)에서는 여러 가지 난이도로 나뉘어 시행되었던 

원평가의 심사지 간에 공통적인 과목을 5개씩 추려내어 만들어낸 새로운 

심사지로 점수변화량을 얻어냈다. 원평가와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된 사전, 

사후 평가 점수의 차이로써 점수변화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다양한 

통계방법으로 피드백의 효과를 검정하였다. 

 

1) 핵심평가 자료의 점수 변화량 및 기술 통계 

핵심평가 자료에서 인마조합별 수행점수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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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핵심평가의 인마조합별 수행점수변화량 

기승자 마필 코스 피드백 종류 사전평가 

점수  

(Initial 

score) 

사후평가 

점수  

(Finish 

score) 

점수변화 

(Score 

F-I) 

피험자1 마필3 핵심 일방적 

피드백 
68 68 0 

피험자1 마필3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0 64 -16 

피험자6 마필3 핵심 일방적 

피드백 
56 68 12 

피험자6 마필6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0 80 0 

피험자1 마필3 핵심 일방적 

피드백 
68 68 0 

피험자1 마필3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8 80 12 

피험자1 마필3 핵심 일방적 

피드백 
56 56 0 

피험자1 마필3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32 68 36 

피험자1 마필5 핵심 일방적 

피드백 
84 92 8 

피험자1 마필5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4 92 8 

피험자4 마필4 핵심 일방적 

피드백 
88 92 4 

피험자4 마필4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8 100 12 

피험자2 마필1 핵심 일방적 

피드백 
72 48 -24 

피험자2 마필1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92 96 4 

피험자3 마필2 핵심 일방적 

피드백 
80 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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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3 마필2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0 80 0 

피험자1 마필3 핵심 일방적 

피드백 
68 76 8 

피험자1 마필3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8 76 8 

피험자4 마필4 핵심 일방적 

피드백 
72 80 8 

피험자4 마필4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0 92 12 

피험자4 마필4 핵심 일방적 

피드백 
84 84 0 

피험자4 마필4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6 96 20 

피험자6 마필6 핵심 일방적 

피드백 
96 96 0 

피험자6 마필6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88 100 12 

피험자2 마필1 핵심 일방적 

피드백 
60 56 -4 

피험자2 마필1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68 72 4 

피험자2 마필1 핵심 일방적 

피드백 
44 16 -28 

피험자2 마필1 핵심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56 72 16 

 

핵심평가 자료에서 각 인마조합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경향을 나타내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계열도를 분석하였다(그림16). 핵심평가에서도 역시 각 인마조합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인마조합의 경우 배경변인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피험자2와 피험자4의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피드백의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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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핵심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시계열도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와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의 점수변화 차이에 대한 정규성 검정에서 앤더슨달링지수는 0.189, 

p값은 0.882로 0.05를 크게 웃도는 값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규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평가에 대비하여 핵심평가는 모집단의 

속성을 더 잘 나타내는 평가 방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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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핵심평가의 정규성 검정 확률도 

 

2)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른 핵심평가 자료의 점수 변화량에 대한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두 가지 피드백 제시 형태 간에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었으며(t = 2.59, 

df = 13, p = 0.022),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점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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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핵심평가의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차이 상자 그림 

 

표 22. 핵심평가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4 9.14 11.68 3.12 

일방적인 피드백 14 -2.57 12.51 3.34 

차이 14 11.71 16.93 4.53 

평균 차이의 95% CI : (1.94, 21.49) 

평균 차이의 t 검정 = 0 (대 > 0): t-값 = 2.59  p-값 = 0.022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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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핵심평가 자료에서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른 그룹별 점수 변화량의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었으며[F(1, 

26) = 6.56, p = 0.017],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그룹이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그룹보다 점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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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핵심평가의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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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핵심평가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14 -2.57 12.51 

일방적인 피드백 14 9.14 11.68 

합동 표준 편차 = 12.10 

 

표 24. 핵심평가의 피드백 제시에 따른 수행점수변화량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피드백 1 961 961 6.56 0.017 * 

오차 26 3809 147   

총계 27 4770    

S = 12.10   R-제곱 = 20.14%   R-제곱(수정) = 17.07% 

* p < .05, ** p < .01, *** p < .001 

 

4) 배경변인에 따른 주효과도 및 상호작용 분석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배경변인에 의한 점수차이의 주효과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20>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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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핵심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주효과도 

 

기승자 연령에서는 54세인 피험자1을 제외하고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승자 경력에서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경력이 

늘어날수록 피드백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기승경력은 해당 피험자가 레슨을 받은 횟수에 해당하므로 기승경력이 

높아질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에 의한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은 

피험자가 레슨을 오래 받을수록 피드백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필나이에서는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필수준에서는 

마필의 예민도가 낮아질수록 피드백에 의한 효과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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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차이에 각 배경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교호작용도를 분석하였지만 뚜렷한 경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그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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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핵심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교호작용도 

 

5) 주효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주효과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승자경력이 점수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25>와 같다. 검정 

결과, p값은 0.103, R제곱값이 20.6%로 핵심평가에서 역시 결과예측을 

위한 모델링은 힘들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승자의 경력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실험 수가 늘어나면 해당 방정식이 

맞는지 검증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β = 0.065, t = 1.77, p =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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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평가에 비해 R제곱값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핵심평가가 원평가 

보다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5. 핵심평가의 피드백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기승자경력의 단순회귀분석 

예측 변수 계수 SE 계수 t p 

상수 -1.235 8.448 -0.15 0.886 

기승자경력 0.065 0.037 1.77 0.103 

S = 15.7003   R-제곱 = 20.6%   R-제곱(수정) = 14.0% 

회귀 방정식 :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 = -1.23 + 0.065 

기승자경력 

 

표 26. 핵심평가의 단순회귀에 의한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회귀 1 768.8 768.8 3.12 0.103 

잔차오차 12 2958.0 246.5   

총계 13 3726.9    

 

 

 

 

 

 

 



 

- 76 - 

4. 이행과목에 따른 핵심평가의 점수 변화량 분석 

 

핵심평가에서 다루어진 5개의 공통적인 과목들은 모두 보법을 

이행시키는 과목이었으며, 각 5개의 평가 과목 중 정확하게 이름이 일치 

하는 과목들은 같은 이행을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범주의 데이터로 

취급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백분율로 된 5가지 과목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던 핵심평가와는 달리 각 과목별로 분류하여, 이행과목에 따라 

피드백 효과에 차이가 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핵심평가 자료에서 이행과목별로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이행과목에 따라서는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5, 64) = 0.71, p = 0.620]. 각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소 어려운 과목에 해당하는 속보 후 정지과목에서 

편차가 크고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구보로 이행하는 과목(속보 후 

구보, 평보 후 구보)의 평균이 그 뒤를 이어 점수가 낮았다(그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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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행과목에 따른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 그림 

 

표 27. 이행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구보 후 속보 14 15.71 42.37 

구보 후 평보 3 26.67 23.09 

속보 후 구보 11 9.09 33.90 

속보 후 정지 14 -4.29 48.47 

속보 후 평보 25 17.60 35.27 

평보 후 구보 3 13.33 30.55 

합동 표준 편차 =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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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이행과목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수행점수변화량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과목 5 5428 1086 0.71 0.620 

오차 64 98166 1534   

총계 69 103594    

S = 39.16   R-제곱 = 5.24%   R-제곱(수정) = 0.00% 

* p < .05, ** p < .01, *** p < .001 

 

2)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이행과목에 따라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이행과목에 따라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었으며(t = 

2.53, df = 69, p = 0.014),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점수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앞선 핵심평가의 대응표본 T-검정은 5가지 이행과목의 평균을 

사용하고 이행과목에 따른 분석에서는 5가지 과목 각각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같은 실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행과목에 따른 분석에서도 핵심평가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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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행과목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차이 상자 그림 

 

표 29. 이행과목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율-지원 

교정피드백 
70 9.14 23.27 2.78 

일방적인 피드백 70 -2.57 26.79 3.20 

차이 70 11.71 38.75 4.63 

평균 차이의 95% CI : (2.48, 20.95) 

평균 차이의 t 검정 = 0 (대 > 0): t-값 = 2.53  p-값 = 0.014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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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법에 따른 핵심평가의 점수 변화량 분석 

 

이행과목에 따른 핵심평가의 점수 변화량 분석에서는 이행이 수행되기 

직전의 보법과 지시된 보법으로 과목이 명시되어 있다. 보법에 따른 점수 

변화량 분석에서는 지시된 보법만으로 과목을 재분류하여 보법에 따른 

피드백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한 유의차 분석 

핵심평가 자료에서 보법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변화량에 대한 

유의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보법에 따라서는 유의한 점수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 66) = 1.15, p = 0.334]. 각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이행과목에 따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운 과목에 

해당하는 정지과목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지로 이행하는 

과목은 평균이 가장 낮았고, 구보로 이행하는 과목의 평균이 그 뒤를 이어 

점수가 낮았다(표 30).  

 

표 30. 보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구보 14 10.00 32.11 

속보 14 15.71 42.37 

정지 14 -4.29 48.47 

평보 28 18.57 33.96 

합동 표준 편차 =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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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보법별 피드백 제시에 따른 수행점수변화량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제곱합 MS F p 

과목 3 5166 1722 1.15 0.334 

오차 66 98 1491   

총계 69 103594    

S = 38.62   R-제곱 = 4.99%   R-제곱(수정) = 0.67%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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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보법에 따른 일원분산분석에 대한 상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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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에 대한 지도자와 피험자의 의견 

 

1) 피험자의 의견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었다.  

-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필요성 

먼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레슨을 받을 때 답답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서(부록 1 참조) 자율-지원 피드백의 핵심요소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레슨 상황에서 피험자 자신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지도자와의 

감각정보의 교환을 원했으며, 피험자가 촉각적으로 부조를 사용했음에도 

지도자가 확인할 수 없어 피험자가 겪는 상황에 부적절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감각적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였다. 

 

피험자7: 코치님께서 ‘지금 좋아’라고 하시는 상황에서 나랑 말의 

상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일 때(거울이 없는 곳) 밑에서 다

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말이 다른 환경의 

변화(천막의 흔들림 등)를 보고 놀라는 상황일 때 나는 최대한 안쪽 

다리로 막으면서 지나 갔는데도 말이 또 놀라면 안쪽 다리를 더 막아

주라고 하실 때 답답했다. 

 

피험자6: 레슨 받을 때 내가 느끼는 손의 감을 코치님이 함께 느낄 수 

없어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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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3: 운동할 때 내가 생각하는 리듬과 코치님이 보시는 리듬이 많

이 다를 때가 있다. 그리고 부조를 넣을 때 또한 그 강도나 위치가 어

려울 때가 있다. 

 

또 레슨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운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에서 

피험자들이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5: 가끔 레슨 없이 혼자서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싶을 

때가 있다.  

 

피험자4: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피험자도 

있었다. 기승자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재적인 

피드백상황을 코치가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이야기하였고, 단순한 지식 부족에 의해 코치의 지시를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험자2: 움직이는 말 위에서 말과 환경의 상황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교관의 레슨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하다. 나의 신체적인 특징과 말의 특징으로 인해 그 균형이 

달라지는 데 이 것을 코치가 알고 있지 못할 때 운동을 잘 할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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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1: 경험, 지식부족에 의해 레슨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을 때 답답했다. 

 

또한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 

피험자들은 대체적으로 마필을 통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과 

함께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피험자6: 돌발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

다.  

 

피험자7: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고 자신

감이 떨어진다.  

마음 속에 계속 답답함을 안고 운동을 해야 했다.  

 

-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을 때 운동내용이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피험자들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궁금증이 해소되며 

좀 더 자신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즉각적인 의견교환으로 인해 답답함이 

해소되고 확신이 생기면서 본인의 느낌이 더 명확해 지고 운동내용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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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3: 서로 의사소통 할 때, 말의 리듬을 컨트롤 하는 것이 개선된 

것 같고, 고삐를 잡고 있을 때 가벼운듯한 느낌을 느끼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는 것 같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기승자와 말의 느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피험자1: 긴장도가 내려가고 궁금증이 해소되며 운동내용이 아주 많

이 개선됐다. 

 

피험자7: 운동내용이 개선되었다. 말의 걸음걸이의 정도나 말머리 위

치를 잡는 점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에 답답

함이 풀리고 그 때 바로 수정을 하고 연습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피험자6: 운동 중에 코치 받은 내용을 내가 실제로 적용해보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 코치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느낌이 더 

명확하게 와 닿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원을 돌 때 바깥 고삐의 긴장

감과 몸통을 돌리는 느낌을 설명해 주셨을 때, 실제 적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제가 코치님께 바로 피드백 할 수 있었고, 그런 대화를 통해 서

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 

 

또 말이 돌발행동을 할 때 현재 말의 상태를 지도자에게 바로 보고 할 수 

있어 통제가 더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심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험자4: 피드백 효과 크게 느꼈다. 특히 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마이크 이용 레슨 시 말의 돌발행동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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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5: 내 의견이나 말의 느낌 등을 말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나름 

즉시 교정이 가능하다. 내 자세 교정이나 말의 상태(끈다, 입이 무겁다 

등)를 전달하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는 팁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상

호 작용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니까 안심이 되고 일방적으로 받지 않으

니까 편하다. 

 

또한 대부분의 기승자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을 때 심리상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기승자가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개선효과를 보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코치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이유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피험자4: 코치님과 상호 소통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고쳐

나감으로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 원의 크기, 모양 등을 교정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점차 개선함. 코치님과 상호소통이 된다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문제점들을 차차 개선

한 것이 느껴질 때 큰 만족을 느낌. 

 

피험자6: 나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내가 잘못한 부분과 잘한 부분에 대

한 이유를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만족감이 컸다.  

 

피험자5: 내가 주는 신호들이 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많이 알

려주었고 운동 과목의 목적이나 원리를 이해하면서 타니까 좋다. 

 

피험자2: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지시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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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지시 수행 시 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 좋다.  

 

이처럼 주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인해 

부족했던 감각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운동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였으며, 지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만족감, 성취감, 편안함 등을 느끼고 

불안감과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 통계결과와 반대되는 내용 

이외에 통계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피험자2의 경우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으로 인한 운동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운동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어느 정도만 개선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험을 관찰하였을 때, 피험자 2가 기승한 

마필이 놀라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 레슨을 중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험자2: 운동내용 개선 어느 정도만 되었다. 단시간에 개선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의사소통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충분히 길지는 않았다. 

레슨시의 만족감과 기분에 대해 많은 사례가 없어 답하기 어렵다.   

 

또한 피험자4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의 마무리에 코치와의 레슨 경험이 

쌓이면서 현재 레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레슨을 받으며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피험자의 경우 

레슨에서의 답답한 점이나 일방적인 피드백 제공시의 단점 등을 묻는 

질문에서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레슨의 방법보다는 모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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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으로 기인하는 경향을 보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험자4: 과거엔 잘못 이해한 것들이 많았으나 꾸준한 레슨을 통해 또 

코치님과 많은 소통을 통해 근래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피험자4: 내 느낌과 코치의 느낌이 초기에는 실력 부족으로 다를 때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대체로 일치한다.  

 

이외에 이전의 승마경험(승마에 대한 지식, 감)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방해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피험자7: 주먹을 내려서 쓰게 되면 팔의 힘을 사용하기에 힘들고 한계

가 있어서 지시하는 기술들을 바로 이행하기 벅차다.  

 

피험자2: 그 동안의 지식, 감 때문에 오늘의 레슨에 방해된다. 레슨을 

받는 그 순간에는 그전의 지식을 제로로 리셋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말과 기수의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피험자6: 말이 튀거나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예전에 잘못 가지고 있었

던 습관들이 나온다. (소위 말하는 어깨 뒤로하고 안쪽 고삐만 당겨버

린 다든지, 움츠러들어서 고삐를 위로 당기게 되어버린 다든지 하는 

행위) 

 

하지만 이는 기승자의 경력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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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통계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다. 피험자들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피드백에 대한 구분이 없이 모든 레슨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이 새로운 기술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지도자의 의견 

지도자의 경우 피험자와는 다른 질문지로 시행하였고(부록2 참조) 주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와 그 원인 

지도자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일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경우 보다 피험자들의 운동능력이 더 개선된다고 하였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할 때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대화방식을 

통해 기승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해했다고 하였고, 레슨 시작시점부터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 위에서의 자세가 더 부드럽고 

유연했다고 하였다. 지도자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로 이루어진 레슨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원리를 알아가는 레슨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부합하는 것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지도자는 이러한 피드백이 효과를 나타낸 원인에 대해서 

기승자 스스로 창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기타의견 

지도자는 승마경험이 새로운 기술 학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전의 지식과 감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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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경험자들은 개인의 말에 대한 지식이 이론과 실습이 다르

다는 현실적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애로가 많았다. 

레슨 효과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보다 처음 시작한 기승자가 훨씬 더 

좋았다. 처음부터 악습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필이 예민할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사용한 레슨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느꼈으며, 예민한 말의 성격을 고려한 침착하고 차분한 

레슨방식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지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피험자를 묻는 

질문에서 피험자3과 피험자6을 지목하였고, 실험기간 중 가장 실력이 

개선된 사람으로는 피험자1, 실력이 개선되지 않은 사람으로는 피험자2와 

피험자4를 지목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중 실력의 편차가 컸던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피험자1과 피험자6을 지목하였는데, 피험자1의 경우 기본 원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혼돈 때문에 편차가 컸던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험자6의 경우 기본기를 습득한 이 후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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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승마는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매우 큰 

운동에 속한다. 사람과 말이라는 두 가지 복잡한 생체시스템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 해야 하는 스포츠라는 점에서(Uchiyama, Ohtani & Ohta, 2011) 

승마의 기술 수행은 복잡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승마 기술 수행에서는 다양한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지각 단서를 활용하고, 이에 맞는 운동반응을 지각-운동 활동영역 내에서 

찾아내는 탐색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응 체계를 형성하는 지각-

운동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Newell, 1989).  

승마에서 말에게 신호를 내리는 행위인 ‘부조(Aids)’는 말을 다루는 

방법이자 말과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말에게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지각한 후 기승자가 내리는 운동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조는 손, 다리, 

체중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주로 촉각정보의 교환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승마 학습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조의 사용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기승자는 촉각정보를 포함하여 시각, 자기수용감각, 청각 단서를 활용하여 

기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학습자는 말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제한적인 

시각으로 말의 전체적 형태와 목표한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아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운동기술의 경우 

목표수행이 잘 이루어 졌는지 자신의 감각정보(내재적 피드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Wulf et al., 2002). 이에 반해 

지도자는 말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원하는 각도에서 볼 수 있으므로 

기승자보다 정확하게 목표수행의 성공여부, 운동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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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운동결과가 생기게 된 원인인 기승자의 촉각정보(부조)와 

자기수용감각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승마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내재적 

피드백, 혹은 지도자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주어지는 외재적 피드백 중 

한가지에 의존하는 학습방법 보다는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이 

상호작용되는, 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한 피드백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잘못된 수행을 교정하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Autonomy-supporting 

corrective feedback)을 제공하였을 때 승마기술 습득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Mouratidis, Lens & Vansteenkiste, 2010).  

승마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말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 복잡한 

생체시스템이 얽혀서 나오는 결과물이기에 말과 사람을 하나의 조합으로 

취급하고, 이 인마조합에서 나오는 결과점수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같은 인마조합이라도 그 날의 날씨와 같은 환경조건, 혹은 그 날의 말이나 

사람의 컨디션과 개인에 따른 학습능력 차이 같은 개인조건에 따라서도 

운동수행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날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부여하는 규준화(Normalizing)과정을 거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후 각 실험에서 서로 다른 난이도의 평가를 실시하였기에 

과제조건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평가의 공통적인 

이행과목을 5개씩 추려낸 핵심평가를 만듦으로써 과제조건의 규준화 또한 

실시하였다. 이로써 환경, 개인, 과제의 3가지 제한요소에 대하여 규준화가 

이루어진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서로 수준차이가 나는 

인마조합을 백분율 점수로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대답’의 

규준화를 이루고, 여러 가지 코스의 핵심과목을 뽑아 공통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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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질문’의 규준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승마학습 연구가 아직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측 방법의 연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실험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통계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른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른 승마기술 수행능력의 변화 

 

1)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제시 효과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드백 제시 

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율-지원 교정 

피드백을 받은 경우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 보다 점수 향상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행력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한다(Carpentiers & Mageau, 

2013; Hooyman, Wulf & Lewthwaite, 2014). 선행연구에서는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을 때 학습자는 더욱 동기화되며, 자기 효용성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율성이 

주어짐으로써 과제를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운동기술의 자동화를 방해하는 자신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하려는 인지적 노력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데 소모되는 주의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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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설문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피험자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 

받을 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기통제피드백 연구에서 자기 자신이 운동상황을 통제하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느끼고 높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느끼며 

성공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Williams, Davids, 

Burwitz, & Williams, 1993). 자기통제 피드백 역시 학습자와 지도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제시된 학습방법인데(Chiviacowsky & Wulf, 

2002), 지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요구와 상태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의사 전달 과정을 통해 정보가 제공될 때 

효과적인 운동기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anelle, 

Kim & Singer, 1995). 또한 자기통제피드백 역시 자율성을 만족시키며 

학습에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말하고 있다(Lewthwaite & Wulf, 2012; 

Sanli et al., 2013). 하지만 자기통제 피드백은 학습자 스스로가 피드백 

제공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학습단계에서 내재적 피드백만으로 

성공수행 여부를 알기 힘든 승마학습의 특성상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자율성에 입각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피드백 

방법으로 학습자가 잘못된 수행을 하였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피드백이다.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은 학습자에게 질문과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학습자가 운동을 수행하며 갖는 느낌과 어려움에 대해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Mageau & Vallerand, 

2003). 이는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기승자의 느낌을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승마기술 습득능력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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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지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승자의 

상태를 결정하였을 경우보다 다양한 해결방법과 학습자에게 더욱 알맞은 

해결방법의 제시가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말 위에서 

느끼는 느낌을 지도자가 알지 못할 때 상황에 어긋난 피드백을 받았다는 

피험자의 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에 관한 Lagarde 등(2005)의 연구에서 말과 

기수의 운동협응은 서로간에 주고받는 촉각정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보자의 경우 말로부터의 촉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지 못했지만 숙련자는 말의 움직임을 

지각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동작을 제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승자는 동작 협응에 필요한 지각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Wulf, McConnel, Gartner, 

& Schwarz, 2002). 또한 초보자의 경우 중요한 지각단서와 중요하지 

않은 지각단서를 잘 구분해 내지 못한다는 특성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Coker, 2013).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에서는 

제한적인 지각단서(시각)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숙련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와 핵심적인 지각단서(촉각, 자기수용감각)를 가지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기술과 그를 받아들일 지식, 감각이 부족한 학습자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지각단서가 풍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써 협응 구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각-동작 연합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Magill, 2003).  

지각-동작 연합은 지각변수의 특성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동작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목표 동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작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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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적 성격과 부합하는 지각정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승마 상황에 적용해 보면, 기승자는 목표하는 이행과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말의 상태(속도, 말머리 각도, 뒷다리의 위치 등)를 지각하고 이에 

요구되는 동작(부조를 넣는 방법, 정확한 자세와 다리 위치 등)을 먼저 

파악한 후 변화하는 환경요건(날씨, 다른 마필, 장애물 등)과 자신과 말 

사이의 신호체계 특성(자신의 다리 힘세기에 따른 부조방법, 위치의 변화, 

예민한 말에 따른 부조 방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협응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통해 충분한 

지각단서와 요구되는 움직임을 알게 된 기승자는 더욱 효율적으로 협응 

구조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피험자들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감각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기승 

감각이 더 명확해졌다는 언급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조건으로 인해 마필이 돌발행동을 할 때,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제공 시 운동내용이 개선되었다는 지도자와 피험자의 의견에서도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동기술 학습상황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운동 

학습연구는 결국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운동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김선진, 2009). 승마 종목 

이외에도 많은 운동종목에서 운동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 학습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도자와 학습자간의 의식과 소통의 격리를 좁히고 서로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즉 지도자의 전달방법(Coker, 2013)일 것이다. 지도자와 

학습자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학습시간은 얻는 

것 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학습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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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환경과 과제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학습방법을 

제공해야 학습자의 기술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도 지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의도한대로 정확한 기술수행을 해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피험자와 지도자의 의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과거 많은 지도자들은 운동의 감적인 부분을 중시하며 주먹구구식의 

무조건적인 연습양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Newell과 Rosenbloom은 

운동수행능력이 연습시간에 비례한다고 하였고(1981), Green과 

Flowers(1991)의 연구에서는 공 잡기 과제에서 외재적(명시적)인 

언어피드백 없이도 내재적(암묵적)으로 공의 궤적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재적 학습 그룹이 외재적 학습그룹에 비해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정보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Hodges & Franks, 2002; Masters & Maxwell, 

2004). 이렇게 학습상황에서는 외재적 피드백을 통해 운동기술 학습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Magill, 1998; Sekiya, 2012), 

실제적으로 운동상황을 겪으며 학습자 본인이 감적으로 깨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지만, 승마에서는 무조건적인 연습양만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승마가 복잡한 변수를 

가진다는 특성과 함께 내재적 피드백만으로는 학습이 어렵다는 

점에서(Wulf, McConnel, Gartner, & Schwarz, 2002) 외재적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외재적 피드백과 

내재적 피드백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피드백 종류에 근접한 것으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들 수 있다. 

운동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상태를 지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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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지도자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학습자에게 알맞은 

해결방법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경지식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지도자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이해수준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 수행의 향상을 보인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 동안 설문지 연구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에 의한 수행 변화를 측정할 때 지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설문결과를 사용하였지만(Carpentier & Mageau, 2013), 본 실험에서는 

직접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적으로 

피드백의 효과를 입증해 낸 연구라 할 수 있다. Hooyman 등(2014)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행의 변화를 관찰하였지만 의사소통기능이 

제거되고 비디오 상영 시 일방적으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의 정의에 있어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을 중시한 피드백은 심리효과를 기반으로 발표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유사하지만 심리영역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므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피드백 효과  

본 연구에서는 주효과도 분석을 통하여 기승자 연령, 기승자 경력, 마필 

연령, 마필 경력의 4가지 배경변인이 피드백 제시에 따른 점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기승자 연령의 경우 원평가와 핵심평가 모두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으나, 원평가의 경우 사전에 지도자에게 설문하였던 기승자에 대한 

재능지수와 그 경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수변화폭이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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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44세 피험자는 지도자가 재능이 있다고 언급한 피험자들 이었다. 

또한 44세 피험자의 의견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지도자와 학습자가 서로 신뢰하는 경우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며 수행력 또한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Jowett & 

Cockerill, 2003). 이 때문에 해당 기승자 연령에서 레슨의 효과가 높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핵심평가의 경우 54세인 피험자1을 제외하고 피드백 효과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Adams(1971)는 운동기술 학습단계 중 초기의 언어-

운동 단계에서는 오류를 수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운동수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계열도 분석결과를 참조하면 피험자1의 

경우 수행간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학습의 초기단계에 해당하기에 

피드백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승자 경력의 경우 핵심평가에서 보인 뚜렷한 상승세는 피험자가 

레슨을 오래 받을수록 피드백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

지원 교정 피드백은 학습자가 피드백에 대해 느끼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피드백으로(Mouratidis, Lens & 

Vansteenkiste, 2010) 레슨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기승자와 지도자간의 

신뢰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게 되면 피드백에 대해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Bandura, 1977; Henderlong & lepper, 

2002). 원평가에서는 52회를 기록한 피험자6을 제외하고 피드백 효과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피험자의 경우 피드백 제시에 따른 평가를 

반복하여 2회씩 실시 하였지만 두 번째 평가 중 일방적인 피드백 실험에서 

마필이 놀라 안전상의 이유로 실험을 중단하였고, 두 종류의 피드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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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실험데이터만 존재하므로 해당 데이터는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 두 번째 평가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던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실험 결과(2.7)를 살펴보면 이전의 자료에 포함된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 실험 결과(15)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만약 반복측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해당 피험자의 

점수차이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도자의 의견에서 후반의 

체력저하로 인하여 실력의 편차가 컸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듯이 해당 데이터의 시행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승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학습단계의 차이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보고된 시계열도를 

참조하면 오랜 기승경력으로 운동기술의 상당부분이 자동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피험자4의 경우 피드백에 의한 편차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승경력이 짧은 피험자1의 경우 피드백에 의한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피험자 1의 경우 아직 학습의 초기단계인 인지단계에 해당하기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Fits & Posner, 1967). 지도자의 의견에서도 

피험자1의 경우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혼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승자경력에 대한 피드백의 효과는 회귀분석 상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 피험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실험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필나이의 경우 원평가와 핵심평가 모두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중, 원평가에서는 9세인 마필6을 제외하고 상승하는 곡선을 보였는데, 

마필6은 마필 중 가장 어리고 예민한 범주에 속하는 말로, 해당마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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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한 38세 피험자5와 32세 피험자 6 간의 점수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마에서는 마필의 나이가 어릴수록 마필의 학습이 온전히 

이루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수행결과를 

나타내곤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9세인 마필6의 경우 다른 마필보다 

피드백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마필의 

경우 마필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피드백의 효과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마필6의 경우와 반대로 나이가 들며 트레이닝이 비교적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승자의 부조에 익숙해지고 안정적으로 

기술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드백의 효과를 더욱 크게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마필수준의 경우 환경에 대한 예민도를 코치가 평가한 것으로 원평가와 

핵심평가 모두 마필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마필수준이 높다는 것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민하지 않을 경우 보다 더 잘 놀라고 제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타기 어려운 말일수록 기승자의 실수는 

곧바로 말의 수행결과로 나타나고 정확한 부조를 주지 않으면 잘못된 

수행을 보이기 쉽다. 본 연구의 지도자의 의견에서도 예민한 마필의 경우 

즉각적이고 정확한 수정이 가능하고, 차분하며 침착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의 

효과로 말의 시시각각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부조를 줄 수 있게 됨으로써 

점수가 상승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예민도가 낮게 평가된 말의 

경우 대체적으로 온순한 마필이며, 환경 변화에 무딘 만큼 기승자의 실수를 

덮어주는 경우가 많기에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방적인 피드백의 경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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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할 수 없으므로 지도자가 관찰하지 못한 마필의 근육 경직이나 

이상조짐을 기승자가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경우 마필의 이상조짐을 코치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다. 이는 피험자의 의견에서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제공 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에 마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며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데이터 적합도에 따른 피드백 효과 

본 실험에서는 임의의 데이터 적합도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데이터 적합도에 따라 자료의 

신뢰수준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실험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생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적합도를 살펴봄으로써 결과 분석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또한 적합도가 낮은 순서대로 해당 데이터를 제외하고 동일한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잡음인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다. 만약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가 전혀 다른 분석결과를 나타냈다면 해당 

데이터 적합도 수준 안에 잡음인자로 작용하는 값이 숨어있을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 적합도 2수준의 점수차이가 음수로 나온 데이터는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6개)가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았을 

경우(1개)보다 많았는데, 이는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사전평가 점수보다 사후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방적인 피드백은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길 강요하는 피드백 방법으로 학습자는 외압으로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DeCharms, 1968; Deci & Ry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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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고 권리를 빼앗긴듯한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Deci et al., 1982). 또한 일방적인 피드백을 주는 지도자는 

피드백을 더 자주 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학습자의 요구와 

수행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망각할 수 있다(Grolnick & 

Apostoleris, 2002). 

자율-지원 피드백의 점수차이가 음수로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습단계의 차이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 Fits 등(1967)은 운동기술의 

학습과정을 인지단계, 연합단계, 자동화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기승자가 인지단계에 해당할 경우 학습자는 다양한 감각정보가 필요하므로 

지도자의 피드백이 유용하지만 연합단계에서는 지도자의 피드백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피험자 중 일부가 운동기술 학습의 연합 단계를 겪고 있는 경우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각 인마조합마다 

자동화된 운동기술이 다르므로 기승경력과는 상관없이 각 운동기술 별로 

학습단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험자1의 경우 

기승경력이 짧지만 어떤 운동기술의 경우 인지단계를 넘어 연합단계를 

겪고 있기에 피드백의 효과가 줄어들어 점수차이가 음수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개인의 어트랙터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어트랙터는 시스템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협응 상태를 

의미한다(Kelso, 1984). 이러한 어트랙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방해를 

받기 전까지는 다시 안정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다. 어트랙터는 

신경구조 속에 강한 연결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수행으로 변화된 

기억구조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강화시키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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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구조로 돌아가게 된다(Tallet, Kostrubiec & Zanone, 2008). 이러한 

개념에서 살펴보면, 코치에게 레슨을 받은 경력(기승경력)보다 이전의 

승마 경력이 더 긴 학습자의 경우 이미 이전에 형성된 어트랙터로 인해 

새로운 협응 상태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방적인 

피드백에서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온 피험자2와 피험자3의 

경우, 309회의 레슨 경력 이전에 10여년의 기승경력을 가진 기승자들로, 

각자의 여러 가지 고정된 어트랙터 상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레슨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험자4의 경우 또한 309회의 레슨 경력 이전에 10여년의 기승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피험자의 시계열도를 보면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가 일방적인 피드백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어트랙터의 영향도 있지만 해당피험자의 사전, 사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둘 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피험자에게는 너무 쉬운 난이도의 코스를 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피험자가 기승한 마필4는 마필수준이 낮은 온순한 말로써 사전과 

사후 평가 모두에서 환경 영향 없이 코스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며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 실험이 진행되었던 

승마장의 실내마장은 가건물 형태로 천막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상당한 소음이 일어났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말들이 놀란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 점수차이가 음수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야외 마장과 연결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야외에서 장애물 

연습을 하거나 마필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면 움직이는 모습이나 소리 

등으로 인해 마필이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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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도 불구하고 마필수준 평가에서 2수준을 받은 마필들의 경우 대부분 

놀라지 않고 과목을 잘 이행하였다. 하지만 마필수준 평가에서 1수준을 

받은 마필들의 경우 기승자가 잘 제어하면 무탈하게 지나가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실수를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이행과목과 보법에 따른 피드백 효과 

이행과목에 따른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난이도와 관련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속보 

후 정지 과목에서 가장 낮은 평균과 가장 큰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정지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는 

모든 난이도의 마장마술 테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과목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기초 과목이며, 마필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Herbermann, 1999). 때문에 모든 기술 

수준의 피험자가 정지 과목을 어려워하고, 낮은 수행점수를 보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속보 후 정지 과목 다음으로 평균이 낮았던 과목은 속보 후 

구보, 평보 후 구보 과목으로 모두 구보로 이행하는 과목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확한 부조를 넣지 않고서는 구보로 출발하지 않는 유럽산 마필의 

특성상, 부조 학습이 덜 이루어진 상태의 참여자들로 인해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법에 따른 분석에서는 이행과목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지에서 가장 낮은 평균과 가장 높은 편차를 보였고, 

구보 보법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정지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수행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구보 또한 정확한 부조의 습득이 어렵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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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마 연구에 대한 평가 및 통계방법 

 

1) 승마 연구에 대한 원평가와 핵심평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심사지의 모든 과목별 점수를 활용한 

원평가(Original test)와 여기서 핵심적인 공통 과목만을 추려내어 만든 

핵심평가(Core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원평가와 핵심평가 모두 

피드백의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핵심평가의 정규성 검정 결과, 원평가보다 훨씬 안정적인 분포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핵심평가가 원평가에 비해 모집단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피드백 효과 도출에 더욱 적합한 형태의 

평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장마술 시합에서는 제일 낮은 종목에서부터 제일 높은 종목에 

이르기까지 항상 코스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단일 과목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를 어떻게 운영해나가는가 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반부에는 성공적으로 과목들을 

수행해 내다가 어느 순간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후반부에 코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실험뿐 아닌, 실제 시합 상황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승마협회 심사규정에서는 기승자의 실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코스의 전개가 

어려울 경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바로 다음 과목부터 시행하도록 

하거나, 기수의 선택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코스를 수행하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은 코스가 중지되었던 해당 과목부터 시작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코스 전개가 어려웠던 경우를 살펴보면 기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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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제어 가능한 

상황들이었기에 기승자의 실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코스가 

중단된 해당 데이터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코스가 중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양한 지점에서 

환경요인(바람, 다른 마필의 방해 등)으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경우 피드백 이외의 영향이 들어간 데이터이기에 실수를 하지 않은 

데이터와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모든 과목의 전체 점수를 수집하여 코스의 전체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했던 

원평가와 달리, 과목마다 단일 테스트처럼 구분된 점수를 수집하여 마치 

반복테스트인 것처럼 평가하는 핵심평가를 만들었다. 핵심평가의 경우 

추려낸 과목은 모두 핵심적인 이행과목으로써 인마조합에 따라 느끼는 

난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장 평준화된 평가과목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반복테스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5번의 시행 중 실수를 

범하였다 할 지라도 확률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잡음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반복측정으로 인해 생겨난 무수한 시행 수에 묻힐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마장마술에서 훈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점일 것이다. 국내 및 국제 시합을 살펴보면 아주 

낮은 단계의 테스트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테스트에까지 심사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행과목이다. 그만큼 이행과목은 

마장마술의 기본이며 이제 막 배운 초보자들은 물론, 경력이 오래된 엘리트 

선수들도 심혈을 기울이며 연습하는 것이 이행과목이다. 유럽의 한 

마장마술 국제심사위원은 국제경기수준의 선수들이 가장 실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행과목이며, 숄더인, 하프패스 등의 고급기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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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연습하다가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이행과목인 정지, 평보 등에서 

점수를 많이 잃는다고 말하고 있다. 항상 상위권을 지키는 선수들은 이 

기본적인 이행과목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고급기술뿐 아니라 이러한 

기초적인 이행과목에도 분명 점수가 배점되어 있다는 것을 심사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핵심평가 방법은 

이러한 기초적인 핵심 이행과목으로 구성됨으로써, 마장마술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승마기술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핵심평가방법은 과제수준의 규준화 또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평가에서 난이도에 따라 각기 다른 코스를 부여했던 

것에 비해 핵심평가는 모든 기승자가 같은 난이도의 과목과 평가요소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과제수준을 평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각기 다른 

학습 이력과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승자들을 서로 비교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승마 연구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말의 특성과 기승자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는 승마 종목의 특성상 일원분산분석과 

함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통계분석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참가자에 대하여 측정된 

값이 서로 연관될 때 쓰이는 방법으로 측정값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차이검정 방법 이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할 경우 측정값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 실험의 경우 규준화 과정을 

통하여 각 실험의 측정값이 서로 독립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에 

진행하였지만, 승마의 특성상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 하고 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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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예로 본 실험에 참여한 A라는 인마조합이 일방적인 피드백과 자율-

지원 교정피드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또 다른 B라는 인마조합이 

실시한 두 가지 피드백 실험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속성을 보일 것이다. 이 

때 A 인마조합의 일방적인 피드백 결과와 B 인마조합의 일방적인 피드백 

결과가 뒤섞인다면 비가역성 원리에 따라 잡음인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마조합별로 각 피드백의 결과를 묶어서 

관찰한다면 적어도 한 인마조합의 실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일원분산분석 결과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는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승마 학습 연구로의 적용 방안 

 

승마 종목의 실험에서는 말과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승마 연구는 여러 종류의 말에 통일되지 

않은 기승경력과 신체구조, 성별 등을 가진 기승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Munz, Eckardt & Witte, 2014; Viry et al., 

2013; Wolframm, Bosga & Meulenbroek, 2013). 때문에 하나의 말과 

하나의 피험자로 이루어진 실험방법(Lagarde, 2005)이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는 단일 대상이기에 또 다른 

인마조합에서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문제를 겪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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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 한 명의 기승자가 여러 마리의 말을 탔을 때의 말의 

움직임과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의 말의 움직임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지만(Peham et al., 2004), 연구에서는 말의 움직임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타고 

지도자와 학습자가 시합에 나간다면 결과는 당연히 상이할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말과 사람을 하나의 조합으로 취급하고, 이 인마조합에서 

나오는 결과점수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습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변화를 이야기 

하는 만큼 수행결과로써 유추해 내야 하는데(Coker, 2013), 이는 오랜 

기간의 관찰을 요하는 만큼 승마에서는 그 관찰값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다. 실험실 안에서 통제된 실험을 하기 어려운 승마의 경우 굉장히 

많은 변수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각 승마장의 시설에 따른 변수, 

그 날의 날씨에 따른 변수, 그 날의 기수의 신체 상태, 그 날의 마필의 상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지기에 일관적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실험실 상황 안에서 통제된 승마 연구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말 전용 트레드밀 위에서의 실험이다. 많은 연구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실험하는 것의 유효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에 

비해 장비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위에서 이야기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차단된다는 이점이 있다(Greve & Dyson, 2012). 하지만 트레드밀을 

사용한 여러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제 현장으로 대입할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arrey et al., 2008; Barrey et al., 1993; Buchner et al., 

1994; Savelberg et al., 1994). 또한 트레드밀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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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같은 피드백의 효과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마장 전체를 활용한 이행 

및 이제적 과목의 평가가 어렵고 대부분 기수의 자세 부분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승마 기술습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조 

습득을 살펴보는 것이었기에 현장연구가 불가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승마 연구의 변수를 최대한 고려하고 보다 정확하게 모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규준화, 대응표본 t-검정, 핵심평가 

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점으로 두고 있는 규준화는 각기 다른 과거 이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서로 비교 가능한 상태로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으로, ‘0점 조절’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인마조합이라도 그 날의 날씨와 같은 환경조건, 혹은 그 날의 말이나 

사람의 컨디션과 개인에 따른 학습능력 차이 같은 개인조건에 따라서도 

운동수행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 환경, 개인 

수준에서 규준화를 이루었는데, 앞서 논의하였듯 핵심평가를 통하여 과제 

수준의 규준화를 이루고, 사전규준화평가와 백분율점수로써 환경, 개인 

수준의 규준화를 이루었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은 환경, 과제, 개인의 3가지 

제한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적절한 운동행동을 생성한다고 

하였다(Newell, 1986). 이 때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은 

탐색전략을 통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들과 과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여 지각-운동 활동영역(perceptual-motor 

work-space)내에서 최적의 협응 형태를 이루게 된다(Newell, 1989).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보완적인 연결체계 속에서 수많은 신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자유도를 효율적인 기능구조로 조직하며 운동기술을 학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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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승마의 경우 인간이라는 복잡한 자유도를 가진 시스템에 

말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더해져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많은 변수를 가지며 예민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나타내는 스포츠라 할 

수 있다(Uchiyama, Ohtani & Ohta, 2011). 때문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수치로써 측정해야 하는 실험연구 상황에서는 이러한 승마의 특성이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승마연구는 제한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적인 승마, 특히 

학습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실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의거하여 개인, 환경, 과제의 3가지 제한요소를 

고려한 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승마의 현장연구 접근을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인마조합의 서로 다른 특성에 맞는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통된 백분율 점수로 서로 비교함으로써 ‘대답’의 규준화를 

이루고, 여러 가지 코스의 핵심과목을 뽑아 공통의 평가지를 만듦으로써 

‘질문’의 규준화를 이루었다. 

 환경, 개인 수준의 규준화는 서로 비교 가능한 백분율 수치로 점수를 

규준화 함으로써 각기 다른 기승경력과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독립되어 

비교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각 인마조합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여 난이도를 그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규준화 과정에서 5개월이상의 기승경력을 가진 

지도자의 사전 평가를 통하여 난이도 배정을 하였는데, 3가지 수준 중 

O(대부분 성공 가능한 난이도)와 X(대부분 실패하는 난이도)가 아닌 

중간의 난이도(때때로 성공 혹은 실패)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비선형성 원리에 따라(Kelso, Scholz & Schoner, 1986) 학습자가 

임계점에 다다라 상변이를 일으키는 지점을 찾음으로써 실험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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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고원현상으로 인해 계단식으로 보여지는 

학습 곡선에서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직전의 순간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Frank & Wilberg, 1982). 이로써 학습자는 고난이도와 

저난이도일 때보다 피드백의 효과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 하루, 한 시간의 레슨 시간 안에 피드백의 효과를 검정해야 하는 본 

실험상황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준화 과정은 사실 일상의 레슨 상황에서 지도자에 의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학습자를 가르칠 때 그날의 

학습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Coker, 

2013), 이 때 지도자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면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너무 쉬운 과제를 선정한다면 학습자의 운동기술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지도자가 5개월 이상의 레슨경력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레슨경력으로 인해 그 동안 지켜본 학습자의 성향과 

말의 성향, 그리고 이전의 레슨의 경험과 학습자의 개인적인 학습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도자가 학습자를 레슨한 경험이 

너무 적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정확한 난이도 

배정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레슨 경력은 각 기승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실험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앞서 주효과도를 

통해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승마 종목의 현장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론에만 머물지 않는 실제적인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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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을 받은 그룹의 경우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은 그룹에 비해 우수한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원평가와 

핵심평가, 그리고 다양한 통계분석 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기술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각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둘째, 핵심평가의 경우 원평가에 비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마 기술 중 핵심과목인 이행의 경우 모든 

난이도를 통틀어 평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핵심평가에서 기승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학습단계의 차이에 의한 영향, 

오랜 레슨 경험으로 상호간의 신뢰가 쌓인 것을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마의 특성상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규준화와 대응표본 t-검정, 핵심평가 등을 사용하여 환경, 개인, 

과제 요건을 비교 가능하도록 평준화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실 상황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승마 연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행과목을 통해 말과의 상호작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조의 습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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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원 교정피드백으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촉각정보에 의존적이고 다이나믹한 변수를 가진 승마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을 중시한 피드백으로 상황파악에 불충분했던 감각정보를 

언어적으로 서로 제공받으며 일어나는 수행능력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운동학습 방면으로의 실질적인 적용에 좀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승마연구는 주로 자세를 주축으로 어떠한 피드백 없이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피드백의 효과를 

알아본 최초의 승마학습연구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행의 변화 양상만을 살펴보는 연구로 장기적인 

학습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을 가진다. 규준화를 통하여 기승시간 동안 

피드백으로 인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지만,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인마조합의 당일 컨디션과 여러 가지 

환경차이로 인해 온전히 피드백의 효과를 담지 못한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 수행의 변화를 관찰하고, 시행 수를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학습이 일어났는지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각기 다른 연령과 경력을 가진 

일반인들로 개인에 의한 요인들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규준화를 통하여 당일의 난이도를 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인 

변수들을 배제하고자 하였지만, 난이도 배정 시 지도자의 판단력 부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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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상황들을 제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기승경력을 가진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규준화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도자 또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힌 기승자 경력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피드백의 

효과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면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못한 결과값을 보였던 

회귀분석 등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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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실험에 대한 추가 설문지 – 피험자 

 

1. 승마 시작한 시기와 주 몇 회 기승했는지? 

2. 승마가 어려운 스포츠라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 

3. 레슨을 받을 때 답답했던 점? (내가 못해낸 점이 아닌 레슨 상황 자체에서) 

4. 내 느낌, 생각과 코치가 이야기하는 느낌, 생각이 다를 때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때였는지? 

5. 위 4 번에서 달랐던 경우 그 날 운동이 잘됐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6. 실험 시 마이크를 끌 때와 킬 때의 차이를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꼈는지? 

7. 실험기간 중 질문에 답하거나 나의 의견, 느낌 등을 이야기할 때 

운동내용이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8. 마이크를 키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레슨에서 나의 만족감과 

기분이 어떠했는지? 

9. 그 동안 배워온 지식, 감이 오늘의 레슨에서 방해될 때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는지? (혹은 습관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습득에 

방해를 받는 경우) 

10.  앞으로의 레슨에서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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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에 대한 추가 설문지 – 지도자 

 

1. 승마경력 및 레슨경력? 

2. 실험기간 중 가장 실력이 개선된 사람 1,2 위? 예상되는 이유? 

3. 실험기간 중 가장 실력이 개선되지 않은 사람 1,2 위? 예상되는 이유? 

4.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1,2 위? 그 이유? 

5. 실험기간 중 실력의 편차가 컸던 사람 1,2 위? 예상되는 이유? 

6. 레슨 시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것? 

7. 현재 우리나라 코치들의 레슨방식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8. 레슨 중 의사소통 측면에서 힘들었던 점?  

9. 자율-지원 교정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 중 어떤 피드백을 주었을 때 

기승자가 효과를 보였나? 그 이유가 무엇일지? 

10.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은지? 

11. 경력이 오래된 사람과 경력이 짧은 사람 간에 레슨의 효과 차이가 있었나? 

12.  위의 각각의 경우에 자율-지원 교정 피드백과 일방적인 피드백 중 어떤 

것이 더 잘 맞는 것 같은지? 

13.  마필이 예민할수록 자율-지원 교정피드백의 레슨효과가 더 높거나 

낮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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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us Controlling Feedback on Performance Changes of 

Horse Rid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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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autonomy-supporting corrective 

feedback (ASF) versus the Controlling feedback (CF) on performance changes of horse riding 

skills. The study included 7 participants aged from 24 to 54 (mean age= 40.28 years) who had 

no problem in the performance of horse riding skills. The mean age of the horses used for the 

present experiment was 13.66 years (range = 8–17 years). These horses were well-trained 

Warm-blood horses. The feedback was given by a qualified instructor who had been training 

the subject for more than 5 months. 

The instructor assigned a dressage competition course depending on the different difficulty 

level through the ‘Prior normalizing test’ to find out the right level of the horse and rider's 

condition. The feedback was given to the participant for 30 minutes. Before and after the 

feedback, a pre-test and post-test were taken. CF was given without communic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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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off the walkie-talkie mic. ASF was provided with communication by turning on the 

mic. The riding performance was evaluated with objective evaluation items set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questrian (FEI). After the experiment, an essa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and the participants and the instructor were required to submit their estimation. 

Evaluation was divided into two kinds, one is the ‘Original-test’, the other one is the ‘Core-

test’. This is made by picking out the 5 core transition items. To analyze the data, analysis of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with Gain Scores,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ASF showed better riding 

performances than those who received CF. The various statistic results showed the same 

trend. Core-test was better than the Original-test for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population and the effect of ASF was higher when the rider’s experience was longer in the 

Co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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