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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골키퍼의 자세와 위치에 따른 

방어 범위에 대한 연구

양 종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두 가지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핸드볼 경기 중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실제 골키퍼

의 동작을 통해 산출된 방어 가능 범위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고,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핸

드볼 남자 일반부 예선 4경기와 준준결승 5경기를 촬영하였다. 4대의 디

지털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온전한 골키퍼 동작이 포함된 78개의 전방 9

m 점프 슛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 영상을 통해 전방 9 m 점프 슛의 공 

속도, 공의 릴리즈 포인트, 골키퍼의 방어 자세, 방어 위치 등을 산출하였

다. 골키퍼의 방어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78개의 동영상 중 골을 허용

하거나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온 영상 29개를 따로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 

핸드볼 경기에서 슈터가 전방 9 m 점프 슛을 하는 순간(공이 슈터의 손

에서 릴리즈 되는 순간) 골키퍼의 양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의 약 2.5배



이며, 손은 허리 높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머리의 높이가 신장의 약 

84%정도가 되도록 자세를 낮추었다.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할 때 골

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는 1.10±0.37 m이며, 골키퍼의 동작을 통해 산출

된 이상적인 방어 위치는 골라인으로부터 1.45 m 지점이다.

다음으로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슈터와

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의 두 가지 손의 높이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방어 자세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학축구리그 선수 중 

경력이 10년이 넘은 골키퍼 1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ED 전광

판을 보고 10방향의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골키퍼의 동작을 3차원 영상 

분석 시스템과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을 통해 획득하였다. 그 결과 골키퍼

와 가까운 상단 지점은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유리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목표 지점에서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골키퍼, 방어 범위, 방어 자세, 방어 위치, 최적화

학  번 : 201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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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각지대는 그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난 막을 수 있다.(Lev Yashin, 1929~1990)’

핸드볼, 축구,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라크로스, 수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는 상대방의 득점을 저지하는 최후방 수비수인 골키퍼가 있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필드플레이어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골키퍼의 뒤에는 아무도 없어 골키퍼의 

실수는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며 경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골키퍼는 다른 선수들보다 책임감이 강해야 하며 완벽해야 

하는 점에서 다른 위치의 선수들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

골키퍼의 방어율이 경기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추건이와 

김영년, 1984; 윤성원, 2008. 이러한 골키퍼의 방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골키퍼의 판단과 예측능력, 민첩성과 반응시간을 결정하는 신경과 근육의

협응, 하지와 동체를 연결하는 허리 근력, 유연성, 수비와 골키퍼의 수비

전술 등이 있다(추건이 외, 1984; 스포츠과학연구소, 1984; 권순찬, 1985;

이대택, 이동우, 윤성원과 이명천, 2007; 류동현, 2007). 이 외에도 골키퍼의

신장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각성 수준과 불안요소 등의 심리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골키퍼의 방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신장과 

같은 선천적인 부분은 개선하기 어렵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은

다양한 골키퍼 훈련과 경기 경험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다.

골키퍼가 높은 방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어 자세, 이상적인

방어 위치와 뛰어난 능력과 기술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그림 1). 기존에 

진행된 골키퍼의 방어력 향상을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골키퍼의 훈련에 

관련된 연구(Baranda, Ortega & Palao, 2008; 윤성원, 2008; 윤성원, 2009;

윤혜선, 황대호와 박영수, 2012), 골키퍼의 경기력에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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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tanovs, Zidens & Licis, 2011; 김성기, 1993), 골키퍼의 부상에 관련

된 연구(Akgun, Karahan, Tiryaki, Erol & Engebretsen, 2008), 골키퍼의 예

측행동에 관련된 연구(Savelsbergh, Williams,Kamp & Ward, 2002; 김선진

과 이승민, 2005; Savelsbergh, Kamp, Williams & Ward, 2005; 류동현,

2007; Gutierrez-Davila, Rojas, Ortega, Campos & Parraga, 2011; Rojas,

Gutierrez-Davila, Ortega, Campos & Parraga, 2012), 그리고 가상현실에서의 

골키퍼 움직임에 관련된 연구(Bideau, Multon, Kulpa, Fradet, Arnaldi &

Delamarche, 2004; Vignais, Bideau, Craig, Brault, Multon, Delamarche &

Kulpa, 2009)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골키퍼의 골키핑 능력과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으며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도자와 선수의 경험에 의해 

방어 자세와 위치를 결정하고 연습한다. 상황 따라 그리고 개인의 신체 

조건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다양한 상황에

서의 해법은 오로지 선수들의 경험에 의해서만 학습되고 발전되었다.

그림 1. 골키퍼가 높은 방어율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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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의 방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키퍼의 능력과 기술에 해당하는

예측 능력과 반응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골키퍼들의 방어 위치와 자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골키퍼가 한걸음 앞으로 

또는 한걸음 뒤로 이동하여 방어를 하였을 때, 또는 골키퍼가 손을 더 

높이 들고 또는 낮게 들고 방어를 하였을 때 방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다면 더 좋은 방어 자세와 위치를 찾고 골키퍼의 방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현(1990)은 핸드볼에서 공이 골대에 도달하는 시간(7m 전방, 약 

0.31 sec)은 골키퍼의 방어 동작이 완료되는 시간(약 0.87 sec)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골키퍼는 슈터의 자세를 보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Gutierrez-Davila 등(2011)과 Rojas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핸드볼 20년 경력의 엘리트 골키퍼의 경우 슈터의 손에서 

공이 릴리즈 되기 약 0.19 sec전에 반응을 하고 비 선수 골키퍼는 약 

0.21 sec 전에 반응을 한다고 하였다. 비 선수 골키퍼가 약 0.02초 빠르게 

반응을 하였지만 엘리트 골키퍼의 방향 예측률은 약 85%로 비 선수 골키퍼의 

방향 예측률 약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골키퍼의 방향 예측 

능력이 높아지면 방향 예측률은 상승하나 슈터의 손에서 공이 릴리즈 되기

이전에 미리 반응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이 골라인에 도달하는 시간과 골키퍼가 미리 반응을 하는 시간의 

합(약 0.5 sec)이 골키퍼의 방어 동작이 완료되는 시간(약 0.87 sec)보다 

빠르므로 골키퍼는 공이 사각지대로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격수들은 항상 골키퍼가 방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슛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공격수의 이동 방향과 속도, 자세, 수비수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슛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그림 2). 그래서 골키퍼는 골키퍼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능력/기술에 

따라서 공을 막거나 막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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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핸드볼경기에서 슛의 방향

(2013년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경기, 9 m 전방 점프 슛 상황)

기존 핸드볼 교재에서 핸드볼 골키퍼는 항상 슈터의 던지는 공과 골

포스트가 이루는 각의 이분등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슛의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골라인에서 한 발짝 정도 앞에서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체육과학연구원, 2010; 스포츠과학연구소, 1984; Clanton & Qwight,

1996). 골키퍼의 좌·우 반응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골키퍼가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방어 범위의 가운데 위치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골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나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된 연구도 전무하다. 현 핸드볼 국가대표

한경태 골키퍼 코치에 의하면 현재 선수들의 수비 위치는 지도자와 선수들의

경험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한다. 골키퍼의 방어 위치가 방어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라 방어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방어율이 높아지는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 또한 지도자와 선배들이 가르쳐준 자세를 

기본으로 훈련을 한다(한경태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 핸드볼 교재를

찾아보면 핸드볼 골키퍼의 자세는 ‘어떠한 슛 코스라도 순간적으로 판단

하여 민첩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자세’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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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이 세운 후 손은 어깨 위에 위치하라고 하였다(스포츠과학연구소,

1984; Clanton et al., 1996; 체육과학연구원,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2).

실제 핸드볼 선수들의 방어 자세를 살펴보면 한 가지 방어 자세가 아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며,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방어

자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 핸드볼 골키

퍼들이 취하는 방어 자세를 알아보면 각 상황에 적합한 골키퍼의 방어 

자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핸드볼 슛의 위치는 일반적로 공격수의 포지션에 따라 센터 백(Center

back)의 9 m 전방 슛, 레프트 백(left back)의 9 m 좌측 슛, 라이트 백

(Right back)의 9 m 우측 슛, 피벗(Pivot)의 6 m 전방 슛, 레프트 윙(left

wing)의 6 m 좌측 슛, 라이트 윙(right wing)의 6 m 우측 슛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SK Handball Korea League 남자부 경기를 분석한 결과 총 

2183회의 슈팅 중에서 약 25%의 슈팅이 전방 9 m에서 나왔다(그림 3). 전방

9 m 슛은 다른 9 m 슛이나 6 m 슛에 비하여 슛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말해 골키퍼의 방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대한

핸드볼협회, 2012).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방 9 m는 가장 많은 슛이 

이루어지지만 골키퍼가 공을 보고서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는 전방 

9 m 점프슛의 상황으로 제한을 하였다.

그림 3. 핸드볼 슈팅 위치에 따른 슈팅 비율(좌)과 슛 성공률(우)
(2012 SK Handball Korea League 남자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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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축구 골키퍼는 핸드볼 골키퍼에 비해서 위치 선정 시 고려

해야 할 변수가 더 많다. 핸드볼 골키퍼의 경우 위치 선정 시 공을 소유

하고 있는 공격수와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만을 고려하지만 축구 골키퍼는

공을 소유하고 있는 공격수 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수와 수비수들의 위치

까지 고려를 하여야 한다(윤혜선 등, 2102). 하지만 공격수와의 1:1 상황

에서는 핸드볼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골키퍼는 공과 골포스트가 이루는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곳에 위치를 해야 한다(그림 4).

그림 4. 축구 골키퍼의 수비 위치(박영수, 2010)

신동성(2005)은 축구 경기에서 슈팅은 패널티에어리어 지역에서 

52.6%(슛 성공률 19.0%), 골에어리어 지역에서 9.4%(슛 성공률 33.0%) 그리고

아크서클주변에서 28.0%(슛 성공률 6.0%)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실제 

슛 성공률은 골에어리어 지역이 가장 높지만 골 성공 회수는 페널티에어리어

지역이 가장 높았다. 이는 실제 슈팅 회수가 페널티에어리어 지역이 골에어리어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실제 축구경기에서 가장 

슈팅이 많이 나오는 위치는 페널티에어리어 지역이며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페널티에어리어 지역이다.

페널티에어리어지역에서 슛을 할 경우 페널티에어리어 모서리에서 슛을

하면 골키퍼의 방어 폭은 4.19 m가 되며, 골키퍼가 최종 방어 라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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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앞으로 나올 경우 방어 폭은 4 m가 된다. 만약에 슈터가 골라인에서 약 

11.5 m 떨어진 지점에서 슛을 하고 골키퍼가 최종 방어 라인에서 1 m

앞으로 나와서 방어를 할 경우 골키퍼의 방어 폭은 3 m로 줄게 된다(그림 5).

위와 같이 골키퍼가 좌우로 1.5 m 이내로만 움직이면 되는 상황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고 골키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박영수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

그림 5. 페널티에어리어에서 골키퍼의 방어 폭이 3m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축구 골키퍼의 방어 자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지만 위에서 제시된

상황과 같이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고 골키핑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정확하게 방어 위치를 잡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게 된다. 박영수 축구 국가

대표 골키퍼 코치에 의하면 축구 지도자들 사이에서 골키핑시 골키퍼의 

손의 높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일부 지도자들은 골키퍼가 

방어를 해야 하는 범위의 중간 높이(허리 높이)에 골키퍼의 손이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지도자들은 하단으로 오는 공이 더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손을 무릎 높이까지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였다. 두 가지

자세에서 손이 높은 자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을 방어하기 유리 할 것

이고, 손이 낮은 자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오는 공을 방어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어 자세만을 취해야 하므로

두 가지의 자세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한다면 골키퍼에게 더욱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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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높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Matsukura와 Asai(2013)는 골키퍼가

최단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방어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골키퍼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 중 더 많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자세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어 자세가 될 것이다.

기존 골키퍼 연구들은 골키퍼의 능력/기술에 관련된 교육/훈련, 부상,

예측능력, 가상현실 등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기존 교재와 지도자들의 경험

만으로도 명확하게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와 합리적인 방

어 자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1) 핸드볼 경기 중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실제 골키퍼의

동작을 통해 산출된 방어 가능 범위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는다. 그리고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실제 골키퍼의 방어 자세를

분석하여 기존 핸드볼 교재에서 제시된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비교

한다.

2)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슈터와의 1:1

상황을 가정하여 LED로 제공된 자극에 대한 골키퍼의 두 가지 손의 

높이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를 산출하고 골키퍼 동작의 차이를 규명

하여 합리적인 방어 자세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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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핸드볼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는 연구에서 골키퍼의 

동작은 실제 경기 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외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2) 핸드볼 경기 영상에서 획득한 골키핑 동작의 목표 지점은 골대의 

끝부분이 아닌 실제 공이 날아오는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골키핑

동작의 목표 지점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중 골키퍼의

최대 퍼포먼스가 발휘된 동작을 선별하기 위하여 슛을 한 공이 골대를

맞거나 골이 된 경우의 골키핑 동작만을 따로 선별하여 분석을 하였다.

3) 축구 골키퍼의 두 가지 손이 높이에 따른 차이를 구하는 연구는 

실험실에서 골키핑 동작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골키핑 동작

과는 차이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키퍼 방어 자세(Goalkeeper Defense Posture): 골키퍼가 어떠한 슛 

코스라도 민첩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세다. 공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다양한 방어 자세가 나타나며, 양 발의 너비, 손의 높이와 인체 

중심 높이 등에 의해 정의를 할 수 있다(그림 6). 본 연구에서는 축구

골키퍼의 기본 자세에서 손의 높이만을 다르게 한 자세를 취하였다.

축구 엘리트 골키퍼 선수가 본인이 평소 1:1 상황에서 취하는 자세

에서 손의 높이를 무릎 높이와 허리 높이로 변경한 두 가지 자세를 

취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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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방어 라인(End of Defense Line): 슛을 한 공과 골포스트 중앙과

연결한 선과 직교하며 공과 가까운 골포스트를 지나는 선이다(그림 7).

슛이 정면에서 오는 경우 최종 방어 라인은 골라인과 일치하게 된다.

그림 6. 골키퍼의 방어 자세(Defense Position)

그림 7. 최종 방어 라인(End of defense line)



- 11 -

3) 골키퍼 방어 위치(Goalkeeper Defense Position): 골키퍼가 슛을 막기 

위하여 방어 자세를 취하는 위치다. 기본적으로 슛을 한 공과 골대의

이등분선상에 위치를 하며, 최종 방어 라인 중앙과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대한 거리로 표현을 한다(그림 8).

4) 골키퍼 방어 면적(Goalkeeper Ideal Defense Area): 슛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라 골키퍼가 실제로 방어를 해야 

하는 범위의 면적이다. 최종 방어 라인을 기준으로 공 방향으로 다가

갈수록 방어 범위의 너비는 감소를 한다. 슛을 한 공이 골대 높이를 

기준으로 아래에 위치해 있을 경우 골키퍼가 공 방향으로 다가갈수록

방어 높이가 감소를 하나, 슛을 한 공이 골대 높이를 기준으로 위에 

위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어 높이가 증가한다. 이러한 방어 범위의 

폭과 너비를 통해 방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슛이 골대의 전방이 

아닌 측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좌·우 골포스트와 공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므로 골키퍼의 방어 범위도 직사각형이 아닌 양 변의 높이가

다른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그림 9).

그림 8. 공과 골키퍼의 위치에 따른 방어 위치(Defense Position),

방어 면적(Ideal Defense Area), 방어 가능 면적(Actual Defen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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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슛의 위치(거리, 높이)와 방향 그리고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범위

(골대 폭: 3 m, 높이: 2 m, 좌: 전방 9 m, 높이 3 m, 방어 위치 0 m,

우: 우측 45° 9 m, 높이 3 m, 방어위치 0 m)

5) 골키퍼 방어 가능 면적(Goalkeeper Actual Defense Area): 슛을 한 공이

골키퍼에게 도달하는 시간동안 골키퍼가 사지를 움직여서 공을 막을

수 있는 범위의 면적으로 골키퍼의 실제 움직임을 통해 산출 할 수 

있다. 방어 가능 범위는 슛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방어 범위에서 공이 도달하는 시간동안 골키퍼의 

움직임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그림 10).

다시 말해 공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어 가능 범위는 일정한 시간(공이 골키퍼의 좌우면(frontal plane)상에 

도달하는 시간)동안 골키퍼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말단 분절

(머리, 손, 다리)이 도달한 각각의 위치를 선으로 이어서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어 가능 면적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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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키퍼 방어 가능 면적 비율(Goalkeeper Actual Defense Area Ratio):

골키퍼가 실제로 막아야 하는 방어 범위 중 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비율로 방어 면적에 대한 방어 가능 면적의 비율로 나타낸다.

슛을 한 공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속도가 정해졌을 때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에 따라서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은 변하며,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을 때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가 좋은 자세와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0. 방어 가능 면적

(A 부분: 일정한 시간동안 골키퍼가 움직였을 때 공을 막을 수 없는 범위,

B 부분: 방어 가능 면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골키퍼가 움직였을 때 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

7) 손의 도달 시간: 골키퍼에게 사전에 약속된 신호가 주어진 후 골키퍼가

최대한 신속하게 목표 지점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신호를 준 시점부터 목표 지점에 손이 도달한 시점까지 총 소요 

시간을 의미한다.

8) 손의 이동 속도: 골키퍼에게 사전에 약속된 신호가 주어진 후 골키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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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신속하게 목표 지점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손이 움직인 시간동안의 손의 속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의 평균 이동 속도와 최대 이동 속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9) 절대 속도: 정지된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로 본 연구에서는 핸드

볼 골키퍼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골키퍼의 좌우면상에서 움

직이는 머리, 어깨, 팔꿈치, 손, 무릎, 발의 절대 속도를 구하였다.

10) 상대 속도: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 두 물체 사이의 속도차를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핸드볼 골키퍼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머리

에 대한 어깨의 상대속도, 어깨에 대한 팔꿈치의 상대 속도, 팔꿈치

에 대한 손의 상대 속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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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연구들을 골키퍼의 훈련에 관련된 선행 연구, 골키퍼의 경기력에 관련된 

선행 연구, 골키퍼의 부상에 관련된 선행 연구, 골키퍼의 예측행동에 관련

된 선행 연구, 가상현실에서의 골키퍼의 움직임에 관련된 선행 연구, 효율

적인 자세에 대한 선행 연구 순으로 구성하고 요약하였다.

1. 골키퍼 훈련에 관련된 선행 연구

윤성원(2008)은 한국 여자 대표 핸드볼팀이 베이징 올림픽 출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가한 2008년 IHF 프랑스대회의 경기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골키퍼의 낮은 방어율이 경기에 패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으로 하였다. 이에 윤성원(2009)은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율 향상을 

위해 한국 골키퍼에게 적합한 방어 동작 기술 및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Baranda 등(2008)은 2002 한·일 월드컵의 54경기를 분석하여 골키퍼 

훈련을 위한 경기 특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슈팅이 발생하는

지역, 슈터의 행동과 골키퍼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슛은 측면 보다 골대 

정면에서 많이 이루어 졌으며, 골대 근방보다는 페널티에어리어 전후에서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슈팅 방향은 하단으로 45%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골키퍼가 방어를 위한 기술적인 동작으로는 

세이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풋 컨트롤, 걷어내기 순으로 나타났다.

윤혜선 등(2012)은 축구 골키퍼의 교육 방법 및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메이저대회와 K-리그 대회에 출전한 축구 골키퍼의

크로스 방어 가능 위치를 스포츠코드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골키퍼는 크로스가 시작되는 위치뿐만 아니라 수비 및 다른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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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까지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메이저대회의 골키퍼들은 각각의 크로스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위치선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리그 선수들은

위치 선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골키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2. 골키퍼의 경기력에 관련된 선행 연구

김성기(1993)는 축구 골키퍼의 체력요인과 전신반응시간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내 중등 축구 골키퍼 30명을 대상으로 체력요인

(각근력, 배근력, 체전굴, 체후굴,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과 전신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근력과 민첩성은 전신반응시간과 약간의 상관을 

보였지만 다른 체력요인들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Molotanovs et al.(2011)은 핸드볼 골키퍼의 기능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2010년 Kalev Cup 6경기를 치룬 Latvian handball team과 

HK LSPA 골키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 1시간 전에 

OMEGA-M을 사용하여 골키퍼의 기초 기능을 측정하였으며, 골키퍼의 

경기력은 경기 결과를 토대로 얻었다. 그 결과 핸드볼 골키퍼의 기초 기능과

경기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골키퍼 부상에 관련된 선행 연구

Akgun 등(2008)은 핸드볼 골키퍼의 팔꿈치 부상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평균 6.5년의 경력을 가진 여성 골키퍼 10명과 남성 골키퍼

5명을 대상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골키퍼에게는 사전에 실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평소 스타일대로 골키핑을 하도록 하여 국가대표팀 선수가

골키퍼의 우측 방향으로 슈팅을 할 때 골키퍼가 막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였다. 그 결과 골키핑 과정에서 77%는 팔꿈치 외반 부하

(valgus-load)가 발생하였으며, 23%는 팔꿈치의 과신전 부하(hyper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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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가 발생하였다.

4. 골키퍼 예측행동에 관련된 선행 연구

Savelsbergh 등(2002)은 숙련된 골키퍼와 비숙련된 골키퍼의 페널티 킥 동안

시각 탐색 기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네덜란드 2부 리그 골키퍼 7명과 평소 여가를 위해 축구를 하는 골키퍼 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PSV Eindhoven Football club의 10명의 청소년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용 페널티 킥 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숙련된 골키퍼와

비숙련된 골키퍼가 안구 탐색기를 착용하고 페널티킥 영상을 보면서 공의

위치를 조이스틱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과제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숙련된 골키퍼는 킥 방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나 더 

많은 준비 시간을 가졌다. 숙련자는 공과 지지 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고,

비숙련자는 몸통, 팔, 엉덩이 등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하지만 시각 탐색의

동작과 페널티킥 성공 실패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진 등(2005)은 숙련된 축구 골키퍼의 지각 기술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숙련자와 초보자의 골키퍼 예측 능력과 사전시각 단서를 획득하는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숙련자는 대학 축구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주전 골키퍼 6명, 초보자는 대학 축구 교양수업을 들은 골키퍼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구 측정기를 사용

하여 키커의 페널티킥 동영상을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방향 예측 버튼을 

누르는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예측 정확성은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구간에서 초보자는 키킹다리 영역에,

숙련자는 지지다리 영역에 높은 비율로 시선을 고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자는 접근 구간과 임팩트 구간 모두 공의 오른쪽 영역에 시선고정시간

비율이 높았으나 초보자의 경우 공의 중앙 영역에 시선 고정 시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velsbergh 등(2005)은 축구 골키퍼의 페널티킥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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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시선행동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16명의 골키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PSV Eindhoven Football club의 10명의 청소년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용 페널티 킥 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골키퍼가 안구 탐색기를

착용하고 페널티킥 영상을 보면서 공의 위치를 조이스틱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공그룹의 경우 

페널티킥의 높이와 방향에 대해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랜 시간동안 지지다리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동현(2007)은 지각 기술 훈련이 축구 골키퍼의 페널티킥 예측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축구 골키퍼 경험이 없는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지각기술 훈련 집단, 비디오 

테스트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스크린에 제시되는 영상을 관찰하여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페널키 킥의 방향을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 기술 훈련은 예측 정확성과 예측 타이밍 시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예측 타이밍 일관성은 세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Gutierrez-Davila 등(2011)은 불확실성이 골키퍼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숙련된 핸드볼 골키퍼 7명과 슈터 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슈터는 골대의 각각의 코너로 슛을 하는 상황과 골대 우측의

코너로만 슛을 하는 상황으로 나뉘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골키퍼는 공이 

릴리즈 되기 193±67  이전에 최초 움직임을 보였으면 불확실성이 감소된

상황에서는 349±71  이전에 최초의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골키퍼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감소된 상황에서 측면으로 더 빠르게 움직였다.

Rojas et al.(2012)은 숙련된 핸드볼 골키퍼와 비숙련된 핸드볼 골키퍼의

생체역학적인 분석을 위해 10 m 전방에서 스텝 슛을 막는 과제를 선정

하여 7명의 숙련된 골키퍼와 7명의 비숙련된 골키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숙련된 골키퍼는 67%의 방어율을 보였으며 공이 

릴리즈 되기 193±67  이전에 최초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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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는 24%만 방어에 성공하였고 209±127  이전에 최초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5. 가상현실에서의 골키퍼 움직임에 관련된 선행 연구

Bideau 등(2004)은 실제 슈터에 의한 골키퍼의 반응과 가상현실에서 

골키퍼의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랑스 네셔널리그 1, 2부에서 

활동하는 골키퍼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상현실에 

의한 골키퍼의 반응은 현실에서의 반응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Vignais 등(2009)은 슈터의 영상 수준이 골키퍼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슈터의 영상을 5 수준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의 Top National League에서 활동하는 10명의 골키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 수준의 영상을 보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공의

방향으로 골키핑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골키퍼의 동작을 영상으로 촬영

하여 공의 방향과 골키퍼의 인체와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5 수준의

영상에 따른 골키퍼의 반응시간, 골키핑 성공률, 공과 가장 가까운 분절

까지의 거리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효율적인 자세에 대한 선행 연구

이창섭과 홍성표(1985)는 축구 골키퍼의 방어자세 중 두 발의 간격이 

방어를 위한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골키퍼 3명을 대상으로 어깨너비, 어깨보다 발바닥만큼 넓게 또는 

좁게 선 자세로 페널티킥을 방어하도록 하여 전신반응시간 및 동작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양발이 어깨보다 발바닥만큼 넓었을 때 전신반응시간이

가장 빨랐지만 첫발이 이지 후 3.6m 거리의 공에 도달시간과 전체 소요

시간에서는 양발이 어깨너비일 때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성희(2000)는 스포츠 상황에서 민첩한 반응을 위한 준비동작을 알아

보기 위하여 준비 동작의 형태(open stance & cross stance)를 변화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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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좌·우·전 방향 이동시에는 cross stance가 

신체중심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지면반력을 분석한 결과도 

cross stance가 open stance에 비해 양 발에 균형을 적절히 분산 시켰다고 

하였다.

강동훈(2009)은 스텐스 유형에 따라 각 방향으로 이동시 전신반응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스쿼시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open stance가

cross stance에 비해서 전신반응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고, 하지근의 활동

전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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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방 9 m 점프슛을 방어하는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를 

알아보고 골키퍼의 움직임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를 찾기 위한 연구와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슈터와의 1:1 상황을 가정하여 LED로 제공된 자극에 

대한 골키퍼의 두 가지 손의 높이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를 산출하고 골키퍼

동작의 차이를 규명하여 합리적인 방어 자세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 방법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핸드볼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와 방어

가능성이 더 높은 방어 위치를 찾기 위하여 연구 대상, 실험 도구, 실험 

절차 및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연구 대상

핸드볼 골키퍼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제 9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한 각

시도 남자 일반부 핸드볼 대표팀 주전 골키퍼 선수 13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경기는 핸드볼 남자 일반부 예선 4경기와 준준결승 5경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24.5±5.2세, 키는 185.7±2.7 cm, 체중은 

83.3±7.5kg 이다(표 1).

인원수 나이 신장 체중

13명 24.5±5.2세 185.7±2.7 83.3±7.5

표 1. 연구 대상의 신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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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 과제를 측정 및 분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 분석 도구는 영상 촬영 장비와 자료 분석 

도구로 나뉜다.

(1) 영상 촬영 장비

영상 촬영은 4대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Sony HDR-CX560, Japan)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1440×1080 해상도로 6Mega pixels로 

초당 60 frames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촬영속도는 30

frames/sec(60 fields/sec)로 설정하였으며, 셔터스피드는 1/250 sec으로 설정

하였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카메라 고정용 클램프(Manfrotto 035

Super clamp, Italy)와 볼 헤드(Manfrotto 488 RC4 MIDI ball head, Italy)를 

사용하여 경기장 관중석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견고하게 고정을 하였으며,

실공간 좌표 설정을 위하여 1 m × 1 m × 3 m 크기의 통제점틀(Control

object)을 사용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영상 촬영 장비 (좌: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중: 카메라 고정용 클램프, 우: 볼 헤드)

(2) 자료 분석 도구

영상 촬영 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 분석을 위해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Sony Vegas pro 9.0, Japan)과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Kwom 3D 3.01,

Korea)을 사용하였다. 비디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3차원 좌표값은

Excel 2010(Microsoft Inc.,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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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핸드볼 경기를 촬영하여

분석을 한 것으로 핸드볼 경기 장소인 인천 K체육관에서 집행부(대한핸드볼

협회)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였다.

(1) 영상 장비 설치

4대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약 15m 높이의 관중석 난간에서 약 45도

각도로 골키퍼를 바라볼 수 있게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화각은 골키퍼와 골키퍼 전방 11m까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그림 12).

그림 12.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배치도

(2) 통제점틀 설치 및 촬영

각각의 코트에서 통제점틀을 설치 후 각 코트를 바라보고 있는 2대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 실제 슈팅과 골키핑 공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넓이 3m 길이 10m 높이 3m 공간에 1×1×3m 크기의 

통제점틀 4개를 설치하였다(그림 13).

(3) 동영상 분류

촬영한 경기 영상 중 슈터가 전방 9 m 점프 슛을 한 영상을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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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장을 하였다. 골키퍼의 골키핑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이 

골키퍼의 몸 쪽이나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영상을 선별하였으며, 슈터가

슈팅 이전에 수비수와 부딪히거나 공이 수비수의 손에 맞은 경우도 제외를

하였다. 위 조건에 부합한 전방 9 m 점프 슛 영상 총 78개가 선별되었으며

이 영상을 통해 전방 9 m 점프 슛의 공 속도, 공의 릴리즈 포인트, 골키퍼의

방어 자세, 방어 위치 등을 산출하였다. 골키퍼의 방어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78개의 동영상 중 골을 허용하거나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온 영상 

29개를 따로 선별하였다.

그림 13. 통제점틀(Control object) 설치 위치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영상 촬영 장비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Walton(1981)의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를 통해 3차원 좌표를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변인들을 산출하였다. Kwon 3D와 MS Excel 등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과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1) 통제점 및 인체 좌표점의 좌표화

실공간의 좌표 설정을 위해 실험 공간을 포함하도록 설치된 4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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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틀 속에 동일한 간격으로 표시된 40개의 통제점을 좌표화 했다. 이 때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통제점을 5번 좌표화 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실 공간의 전역 좌표계(global referance)는 골대를 바라본 지점에서 우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여 좌측 방향을 X축, 수직 방향을 Z 축으로 각각 설정

하고 Y축은 두 벡터의 외적(cross product)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키퍼의 말단 분절을 정의하기 위해 손, 팔꿈치, 어깨,

머리, 무릎, 발 등 11지점, 골대 모서리 4지점, 공 등 총 16지점을 디지타이징

하여 좌표화 하였다.

(2) 동조

각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영상 자료는 슈터가 슛을 할 때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조를 하였다.

(3) 3차원 좌표의 계산

3차원 좌표의 계산은 DLT방법을 이용하였다(Abdel-Aziz & Karara,

1971; Walton, 1981). 우선 각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통제점의 2차원 좌표값과

이들의 실제 공간상의 위치 정보로부터 16개의 DLT계수를 산출하여 3차원

공간의 공간좌표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인체 관절점, 골대, 공의

3차원 좌표를 계산하였다. 3차원 좌표를 계산할 때 디지타이징 에러와 

피부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noise)를 

제거하기 위해 저역 통과 필터(Butterworth 2nd low-pass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는 로 하여 평활화(smoothing)하였다.

(4) 주요 변인 산출 방법

영상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말단 분절, 골대, 공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슛 위치, 골키퍼의 방어 위치, 공의 속도,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막아야

하는 방어 범위의 면적과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그리고 두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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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9 m 점프 슛의 위치와 골키퍼의 방어 위치를 통해 방어 면적을

산출한다.

-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떨어지는 지점부터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범위의 높이에 따른 직선거리를 산출하고, 슛의 

속도를 통해 공이 방어 범위의 각 지점(상단, 증단, 하단)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한다.

-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동작과 위에서 산출한 공의 

이동 시간을 통해 골키퍼가 일정한 방어 위치에 있을 때 방어 가능한

방어 범위의 면적, 즉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을 구한다.

- 위에서 산출한 골키퍼의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과 방어 가능 면적을

비교하여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는다.

그림 14.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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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도

공과 말단 분절의 위치에 대하여, 3차 스플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s)를 이용해 시간에 대한 변위 함수 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변위 함수를 일차 미분하여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속도 

함수 ′를 구하여 공의 속도를 산출하였다.

  ·
 ·

 ·

′  · ·
(여기서, 는 변위, 는 시간,  ,  ,  , s는 스플라인 함수)

②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범위의 면적(Ideal Defense Area)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면적은 공과 골대에 대한 골키퍼의 상대적인

방어 위치에 따라 변한다.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면적은

     ×


,   ×

 

( : 골키퍼의 수비 위치, : 공 높이, : 골대중앙으로부터 공까지의 거리,

: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의 폭, :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의 높이)

로 구할 수 있다(그림 15).

③ 공부터 방어범위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달 시간

슈터의 손에서 출발한 공과 방어 범위의 상단·중단·하단까지의 직선

거리는 

_ 

 

 


 _ 



_ 




 


 _ 





- 28 -

_ 


 


 _ 



(_는 상단까지의 거리, _은 중단까지의 거리, _은 하단까지의 거리,

은 공과 골대의 거리, 은 공의 높이, _는 골키퍼의 방어 위치, 는 골키퍼가 

_에 있을 때 방어 범위의 폭, 는 골키퍼가 _에 있을 때 방어 범위의 높이)

로 구할 수 있다. 위에서 구한 공의 속도와 공과 방어 범위까지의 직선

거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이 방어 범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그림 16).

_ 

_ , _ 

_ , _ 

_

(_는 공이 방어 범위의 상단까지의 도달하는 시간, _는 공이 방어 범위의 

중단까지의 도달하는 시간, _는 공이 방어 범위의 하단까지의 도달하는 시간,

_는 상단까지의 거리, _은 중단까지의 거리, _은 하단까지의 거리,

은 공의 속도)

그림 15.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면적 산출을 위한 도해

( : 골키퍼의 수비 위치, : 공 높이, : 골대중앙으로부터 공까지의 거리,

: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의 폭, :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의 높이)

④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Actual Defense Area)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 17)과 같이 6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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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좌측 상단/중단/하단, 우측 상단/중단/하단)에서 말단 분절의 종점들을

모두 연결하여 생긴 다면체의 면적을 구하였다.

그림 16. 공부터 방어범위까지의 직선거리를 위한 도해

(_ : 상단까지의 거리, _ : 중단까지의 거리, _ : 하단까지의 거리, : 공과

골대의 거리, 은 공의 높이, _는 골키퍼의 방어 위치, 는 골키퍼가 _에 있을 때

방어 범위의 폭, 는 골키퍼가 _에 있을 때 방어 범위의 높이)

그림 17. 방어 가능 면적 산출을 위한 기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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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을 

이은 다각형의 면적은

 
······················

(: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로 구할 수 있다.

2. 축구 골키퍼의 방어 자세에 대한 연구 방법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적절한 손의 위치를 찾기 위해 연구 대상, 실험 

도구, 실험 절차 및 방법, 자료 분석 방법, 통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1) 연구 대상

축구 골키퍼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대학축구리그 선수 중 골키퍼 1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상·하지 근·골격계에 병적인 이상이 없고 부상으로

인한 골키핑에 문제가 없는 선수로 선정을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참여를 하였다(표 2).

인원수 나이 신장 체중 골키퍼 경력

11명 19.9±2.1세 186±5.6 79.6±7.8 9.7±2.3년

표 2. 연구 대상의 경력 및 신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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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상 분석 시스템,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자체 제작한 

LED 전광판을 사용하였으며, A/D 보드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장비를

동조(synchronization)하고 자료를 수집 하였다.

(1) 영상 분석 시스템

본 실험에서는 8대의 적외선 카메라(Qualisys Oqus 500, Sweden)를 포함한

실시간 영상 동작 분석기(Qualisys Motion Capture System)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는 2048×2048의 해상도로 4Mega pixels로 초당 180 frames

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1 Mega pixel로 초당 360 frames까지 촬영이 가능

하다. 본 실험에서는 촬영속도를 100 로 설정하였다. 모든 카메라는 

data cable을 통해 동조되어 있으며 마스터 카메라에서 랜선을 통해 측정용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L-shape reference와 T-shape calibration

wand(길이: 60  , 폭: 45 )는 실공간 좌표 설정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18).

그림 18. (좌) Qualisys 적외선 카메라, (우) L-shape reference와 T-shape calibration wand

(2)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지면 반력을 측정하기 위해 2대의 스트레인 게이지형의 지면반력기

(AMTI OR 6-7, USA)를 사용하였다(그림 19). 각 장치는 6채널이 구성되어

있으며 x축, y축, z축의 힘 성분과, x축, y축, z축의 모멘트 성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수직, 전후, 좌우 방향의 지면반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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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좌우 방향의 압력중심점 위치 그리고 수직 방향의 자유 토크(free

moment) 정보를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0 로 

sampling rate를 설정하였다.

그림 19.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3) LED 전광판

피험자에게 시각 자극을 주기 위하여 외부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이하 LED)를 9방향으로 설치한 전광판을 제작하였다(그림 20, 그림 21).

LED 전광판은 각각의 스위치를 통해 9방향으로 LED가 점등되며 동시에 자료

수집 장치에 TTL 신호를 보내어 영상 분석 시스템과 동조를 가능케 하였다.

그림 20. LED 전광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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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장치

지면반력기와 LED 전광판의 신호는 A/D 보드(Qualisys USB analog

acquisition interface, Sweden)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 동작 분석기는 랜선

으로 직접 컴퓨터(HP Pavilion media center PC m8000, USA)에 연결되었다

(그림 22). Qualisys Track Manager 2.4(Build 546)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영상 동작 분석기와 지면반력기가 동조되었으며,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그림 21. LED 전광판 외형

그림 22. 자료 수집 장치(좌: HP computer, 우: Qualisys A/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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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도구

Qualisys Track Manager(QTM)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영상 동작 분석기와

지면반력기 그리고 동조 장치에서 추출된 각 마커의 3차원 공간 좌표값,

지면반력 데이터와 TTL 신호를 C3D 방식의 파일로 변환하였고,

Visual3D(C-Motion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종 변인들을 산출·분석

하였다. 그리고 기타 자료처리들은 Excel 2010(Microsoft Inc.,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방법

실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 도구 배치 및 3차원 공간 설정

실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 도구를 배치

하였다. 3차원 영상 분석을 위해 8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과제 수행 공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배치를 하였고 지면반력기는 10 의 간격을 두고 배치

하였으며, 수평을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면에 고정을 하였다(그림 23).

3차원 공간 좌표 설정을 위해 마커가 붙어있는 L-shape reference를 전역

좌표계의 원점에 위치시킨 후 마커가 60 간격으로 붙어있는 T-shape

calibration wand를 30 sec동안 실험 공간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움직여 실시간

영상 동작 분석기를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지면반력기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면반력기의 모서리에 반사마커를 올려놓고 촬영하였다.

지면반력기 각모서리의 3차원 공간 좌표 값을 이용하여 Qualisys Track

Manager(QTM) 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 공간상의 지면반력기의 위치를 설정을

하였다.

(2) 복장 및 반사마커 부착

모든 연구 대상은 스판 재질로 되어 있는 전신 수트를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였으며, 주요 관절과 분절을 규정하기 위하여 직경 15 의 반사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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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를 전신(머리, 어깨, 손, 허리, 무릎, 발)에 부착하였다(그림 24).

그림 23. 실험장비 배치도

그림 24. 전신 수트 착용 및 반사마커 부착 위치(좌: 정면, 중: 측면, 우: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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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수행

실험 과제는 골키퍼가 손 높이가 다른 두 가지 방어 자세를 취한 상태

에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 지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손의 높이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와 손이 허리 높이

에 위치한 방어 자세를 취하였다(그림 24).

그림 25. 골키퍼의 방어 자세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목표 지점은 우측 먼 상단, 우측 먼 중단, 우측 먼 하단, 우측 가까운 상

단, 우측 가까운 하단, 좌측 가까운 상단, 좌측 가운 하단, 좌측 먼 상단,

좌측 먼 중단, 좌측 먼 하단으로 총 10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5).

그림 26. 과제 수행을 위한 10군데 목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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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높이는 2 m, 중단의 높이는 1 m, 하단의 높이는 지면으로 하였

으며, 가까운 목표 지점은 거리는 중앙으로부터 0.75 m, 먼 목표 지점의 

폭은 중앙으로부터 1.5 m다. 실험은 가까운 목표 지점 4방향(우측 가까운

상단, 우측 가까운 하단, 좌측 가까운 상단, 좌측 가까운 하단)과 먼 목표 

지점 6방향(우측 먼 상단, 우측 먼 중단, 우측 먼 하단, 좌측 먼 상단, 좌

측 먼 중단, 좌측 먼 하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출발 신호는 

전방에 있는 LED 전광판에 있는 각 방향의 LED를 점등하는 것으로 하

였으며 과제 수행 시 피험자의 예측 행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방

향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방향이 지정되지 않은 LED를 과제 수행 사이에 

무작위로 점등하였다. 실험 과제를 두 가지 손의 높이와 두 가지 공의 

폭에 따라 총 네 번 수행되었으며,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과제 수행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영상 분석 시스템,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LED 전광판 과

자료 수집 장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는 Vidual3D 프로그램과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노이즈 제거

인체에 부착된 마커의 3차원 좌표값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Butterworth 4th order lowpass filter방식으로 필터링 하였으며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는 6 로 설정하였다.

(2) 이벤트 설정

1000 로 얻어진 지면반력 값과 LED 전광판의 신호 그리고 영상 

분석 시스템을 사용해 얻어진 손의 좌표값과 목표 지점과의 거리를 계산

하여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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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LED 전광판에 불이 들어온 시점

End: 과제 수행이 완료된 시점

End20: 과제 수행이 완료된 시점(손에 부착된 마커와 목표 지점과의 

거리가20 cm 이내가 되는 시점)

End40: 과제 수행이 완료된 시점(손에 부착된 마커와 목표 지점과의 

거리가 40 cm 이내가 되는 시점)

손(손에 부착된 마커)과 묙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 손에 부착된 마커와 목표 지점과의 거리,    : 손의   좌표 값,

   : 목표 지점의   좌표 값)

로 구할 수 있다.

(3) 주요 변인 산출 방법

① 시간 변인

본 연구에서는 Signal 부터 End까지, Signal 부터 End20까지, Signal 부터

End40까지의 시간을 산출했다. 시간은 영상 분석 시스템의 3차원 좌표값을

통해 산출하였기 때문에 1/100 sec단위로 측정이 되었다.

② 속도 변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속도 변인은 손에 부착한 마커의 속도이다. 찾고자

하는 말단 분절의 위치에 대하여, 3차 스플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s)를 이용해 시간에 대한 변위 함수 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변위 함수를 일차 미분하여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속도 

함수 ′를 구하여 공의 속도를 산출하였다. 변위 함수 와 속도 함수

′의 공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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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여기서,  : 변위, : 시간,  ,  ,  , s는 스플라인 함수)

로 구할 수 있다.

③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Goalkeeper Actual Defense Area)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각 목표 지점으로의 동작

에서 말단 분절의 종점들을 모두 연결하여 생긴 다면체의 면적을 구하였다.

그림 27. 방어 가능 면적 산출을 위한 기준 점

(그림 27)에서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을 이은 다각형의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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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로 구할 수 있다.

5) 통계 처리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의 두 가지 손의 높이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을 산출하여 효과적인 방어 자세를 선정하는 것이다. 두 자세에

대한 시간, 속도와 방어 가능 면적에 대한 비교와 시간에 따른 상단과 

하반의 반응 시간에 대한 비교 모두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p< .05). 통계적 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 41 -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핸드볼 

골키퍼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 결과, 축구 골키퍼의 자세에 대한 연구 

결과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1.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 결과

핸드볼 골키퍼가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할 때 취하는 실제 방어 자세를

확인하고 실제 골키핑 동작을 통해 방어 가능 범위를 산출하여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기 위하여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동작을

촬영한 78개의 영상을 분석하여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를 확인하고 슛의

높이에 따른 골키퍼의 움직임을 분석 하였으며, 전방 9 m 점프 슛의 공 

속도, 공의 릴리즈 지점 골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를 구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 1/60 sec 마다 공과 골라인의 거리를 구하고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공의 도달 시간을 구하였다.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공의 도달 시간을 통해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을 구하였으며,

재 선별된 28개의 영상의 골키퍼 동작을 통해 얻은 방어 가능 면적과 비교하여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았으며

추가적으로 골키퍼의 신장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과 방어 가능 면적의 

비율을 추정하여 신장에 따른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

전방 9 m 점프 슛 영상 78개를 분석하여 슈터의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를 알아보았다. 머리의 높이는 155.8±10.04

cm로 골키퍼의 평균 신장(185.7 cm) 대비 약 83.9%의 높이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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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손의 높이는 87.0±34.3 cm, 왼손의 높이는 

100.6±33.0 cm로 평균 93.8 cm의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골키퍼 신장

의 약 50%의 높이에 해당하며 골키퍼가 방어 자세를 취하였을 때 허리 

높이 정도가 된다. 양 발의 너비는 113.4 cm로 어깨 너비(44.6 cm)의 약 

2.5배를 벌려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28).

지점 좌우 전후 높이

Head 154.9±40.3 122.8±35.9 155.8±10.4

L.Shoulder 132.7±38.3 123.0±34.5 123.0±9.9

L.Elbow 117.3±39.4 116.4±35.6 102.1±15.4

L.Hand 107.3±45.2 131.1±37.6 100.6±33.0

L.Knee 116.6±41.0 129.4±37.9 46.8±3.4

L.Toe 96.0±40.5 127.2±37.9 0.0±0.0

R.Shoulder 177.3±39.5 103.3±35.9 122.2±10.6

R.Elbow 186.6±38.8 95.2±36.2 96.9±16.9

R.Hand 195.2±42.9 111.2±38.2 87.0±34.3

R.Knee 189.3±39.5 109.7±37.0 45.6±4.7

R.Toe 209.4±38.9 106.5±37.2 0.0±0.0

(단위: cm)

좌표 원점: 좌측 골대 하단

시점: 슈터의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시점

표 3.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자세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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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연구소(1984) Clanton et al(1996) 체육과학연구원(2010) 교육과학기술부(2012)

그림 28. 기존 교재에서 제시하는 골키퍼의 방어 자세(상)와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실제 골키퍼의 방어 자세(좌하: 정면, 우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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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방 9 m 점프 슛의 높이에 따른 골키퍼의 움직임 분석

1) 상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하는 팔의 움직임

전방 9 m 점프 슛이 골대의 좌측 또는 우측 상단으로 날아올 때, 골키퍼

팔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팔의 각 지점(어깨, 팔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살펴보면 준비 자세에서는 위에서부터 어깨-팔꿈치-손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공이 슈터의 손에서 릴리즈 되고 0.1 sec 후에는 손이 어깨 

높이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 후 어깨를 들고 팔꿈치를 펴서 손이 목표 

지점(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그림 29). 각 지점(머리, 어깨,

팔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상대 속도와 절대 속도를 살펴보면 손은 시작

부터 끝까지 높은 절대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팔

꿈치를 접는 동작으로 인하여, 중반에는 어깨로 팔을 드는 동작으로 그리

고 후반에는 머리(몸 전체)의 이동으로 인하여 움직임으로 인하여 손의 절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상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할 때 골키퍼는 최초 팔꿈치를 접어 관성모멘트를

최소화 하였고, 손이 일정 높이에 도달한 이후 신속하게 팔꿈치를 폄과 

동시에 팔을 들어서 목표 지점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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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상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의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좌: 우측 상지. 우: 좌측 상지, 상: 절대속도, 하: 머리의 절대 속도, 머리에 대한 어깨의 상대 속도, 어깨에 대한 팔꿈치의 상대 속도, 팔꿈치에

대한 손의 상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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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하는 팔의 움직임

전방 9 m 점프 슛이 골대의 좌측 또는 우측 중단으로 날아올 때, 골

키퍼 팔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팔의 각 지점(어깨, 팔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살펴보면 준비 자세에서는 위에서부터 어깨-팔꿈치-손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공이 슈터의 손에서 릴리즈 되고 0.2 sec 후에는 손이

어깨 높이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 후 팔꿈치를 펴서 손이 목표 지점(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그림 31). 각 지점(머리, 어깨, 팔

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상대 속도와 절대 속도를 살펴보면 손은 중반에만

높은 절대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팔꿈치를 접는 동작

으로 인하여, 중반에는 어깨로 팔을 드는 동작과 팔꿈치를 펴는 동작으로 

인하여 손의 절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중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할 때 골키퍼는 최초 팔꿈치를 접어 관성모멘트를 최

소화 하였고, 손이 일정 높이에 도달한 이후 신속하게 팔꿈치를 폄과 동

시에 팔을 들어서 목표 지점으로 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단을 방어할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이동거리가 짧아 초반과 후반에

손의 절대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손을 목표 지점에 미리 위치시켜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그림 31. 중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팔의 위치(골키퍼의 좌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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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의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좌: 우측 상지. 우: 좌측 상지, 상: 절대속도, 하: 머리의 절대 속도, 머리에 대한 어깨의 상대 속도, 어깨에 대한 팔꿈치의 상대 속도, 팔꿈치에

대한 손의 상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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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하는 팔의 움직임

전방 9 m 점프 슛이 골대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으로 날아올 때, 골키퍼

팔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팔의 각 지점(어깨, 팔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살펴보면 공이 슈터의 손을 떠나는 시점에서 0.2 sec 까지 골키퍼의

손은 공이 날아오는 하단의 반대 방향을 이동을 하였다. 즉, 준비 자세에서

팔을 곧바로 펴지 않고 팔꿈치를 살짝 굽힌 후 최대한 신전을 시켰다(그림 33).

각 지점(머리, 어깨, 팔꿈치, 손)의 시간에 따른 상대 속도와 절대 속도를 

살펴보면 손은 중반 이후에 높은 절대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팔꿈치에 

대한 손의 상대속도가 손의 절대 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하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할 때 골키퍼가 초반에 팔꿈치를 약간 접는 

동작은 사전 스트레치 효과(Stretch shortening cycle)를 얻기 위함으로 사료

되며, 전반적으로 어깨의 회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팔꿈치의 신전 

동작만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33. 하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팔의 위치(골키퍼의 좌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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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하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의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좌: 우측 상지. 우: 좌측 상지, 상: 절대속도, 하: 머리의 절대 속도, 머리에 대한 어깨의 상대 속도, 어깨에 대한 팔꿈치의 상대 속도, 팔꿈치에

대한 손의 상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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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단으로 오는 공을 방어하는 다리의 움직임

전방 9 m 점프 슛이 골대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으로 날아올 때, 골키퍼

다리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발은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떨어진 시점에서 

0.1 sec ~ 0.2 sec 후에 지면에서 떨어졌다(그림 35). 초반에 몸이 목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퇴와 지면이 이루는 예각의 각도가 약간 증가를 하지만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예각의 각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다리를 드는 동작과 무릎을 펴는 동작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35. 하단으로 향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하퇴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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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의 위치와 속도

1)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의 공의 위치

78개의 전방 9 m 점프 슛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공이 슈터의 손을 떠나는

시점에서 공은 골라인 중앙을 기준으로 전방 8.41±0.9 m, 골라인 중앙에서

좌측으로 0.04±2.0 m, 높이 2.36±0.28 m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그림 36).

전후 좌우 높이

공 8.41±0.90 -0.04±2.00 2.36±0.28

(단위: m)

전후: 골라인을 기준으로 슈터의 방향이 양의 방향

좌우: 골라인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이 양의 방향

높이: 지면을 기준으로 윗방향이 양의 방향

표 4.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공의 위치

그림 36.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의 공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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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의 초기 속도와 평균 속도

전방 9 m 점프 슛을 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공의 속도는 

87.63(±6.47) km/h이며 공이 골키퍼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84.71(±6.87) km/h로 나타났다(표 5, 그림 37).

초기 속도 평균 속도

87.63±6.47 84.71±6.87

(단위: km/h)

초기 속도: 슈터의 손에서 공이 떠난 순간 공의 속도,

평균 속도: 슈터의 손에서 공이 떠난 후 골키퍼에게 도달할 때 까지의 공의 평균 속도

표 5. 전방 9 m 점프 슛의 공속도

그림 37. 전방 9 m 점프 슛에서의 공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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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방 9 m 점프 슛에서 시간에 따른 공과 골라인의 직선 거리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공이 슈터의 손을 떠나는 위치는 골라인

으로부터 8.41 m 높이 2.36 m 이며, 슛을 한 공의 평균 속도는 84.71

km/h(수평 속도 81.56 km/h)였다. 이 정보를 기초로 공이 슈터의 손을 떠나는

시점부터 매 1/60 sec①마다 공과 골라인과의 거리를 구하였다. 공이 슈터

의 손을 떠난 후 0.1 sec 후에는 골라인으로부터 6.14 m 전방에 위치했으

며, 0.2 sec 후에는 3.88 m 그리고 0.3 sec 후에는 1.611 m 까지 공이 도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가 최대한 앞으로(슈터 방향으로)

전진하여 방어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골키퍼의 방어 위치는 최대 3 m

전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슛을 한 공이 골라인에서 3.12 m가 되는 시점

(릴리즈 이후 0.233 sec)부터 0.10 m가 되는 시점(릴리즈 이후 0.367 sec)

까지의 골키퍼의 동작을 분석하였다.

4)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와 공의 높이에 따른 공의 

직선거리와 도달 시간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와 공의 높이에 따른 

공과의 직선거리와 공의 도달 시간을 구하였다. 전방 9 m 점프 슛이 골대

상단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36초 하단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38초 소요

된다. 골키퍼가 골라인을 기준으로 3.12m 앞으로 나왔을 때 골키퍼의 좌우면

상의 상단으로 오는 공은 0.23초, 하단으로 오는 공은 0.25초가 소요된다

(표 7, 그림 38).

① 시간에 따른 골키퍼의 움직임을 분석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한 시

간 간격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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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ec)
골라인으로부터

수평거리()
시간(sec)

골라인으로부터

수평거리()

0 8.41 0.200 3.88

0.017 8.03 0.217 3.50

0.033 7.65 0.233 3.12

0.050 7.28 0.250 2.75

0.067 6.90 0.267 2.37

0.083 6.52 0.283 1.99

0.100 6.14 0.300 1.61

0.117 5.77 0.317 1.24

0.133 5.39 0.333 0.86

0.150 5.01 0.350 0.48

0.167 4.63 0.367 0.10

0.183 4.26

전방 9 m 점프 슛 위치: 골라인 중앙으로부터 8.41 m

전방 9 m 점프 슛 공의 수평 속도: 81.56 km/h

표 6.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시간에 따른 공의 위치

방어 위치()
공과의 직선 거리() 　 공의 도달 시간(sec)

상단 중단 하단 　 상단 중단 하단

0.00 8.55 8.65 8.86 　 0.36 0.37 0.38

0.10 8.45 8.55 8.76 　 0.36 0.36 0.37

0.48 8.06 8.17 8.39 　 0.34 0.35 0.36

0.86 7.68 7.79 8.03 　 0.33 0.33 0.34

1.24 7.29 7.41 7.66 　 0.31 0.31 0.33

1.61 6.91 7.03 7.30 　 0.29 0.30 0.31

1.99 6.53 6.65 6.93 　 0.28 0.28 0.29

2.37 6.14 6.27 6.57 　 0.26 0.27 0.28

2.75 5.76 5.90 6.22 　 0.24 0.25 0.26

3.12 5.37 5.52 5.87 　 0.23 0.23 0.25

방어 위치: 골라인으로부터 골키퍼까지의 거리

전방 9 m 점프 슛 위치: 골라인 중앙으로부터 8.41 m, 높이 2.36 m

전방 9 m 점프 슛 공속도: 84.71 km/h

표 7.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와 공의 높이에 따른 공의 직선거리와 도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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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방 9 m 전방 점프 슛에서 공이 손을 떠나는 시점부터 시간에 따른 공의 위치(간격: 1/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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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

78개의 전방 9 m 점프 슛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골키퍼의 방어 위치는 

골라인 중앙을 기준으로 전방 1.10±0.37 m, 좌측으로 0.01±0.39 m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39).

전후 좌우

골키퍼 1.10±0.37 -0.01±0.39

(단위: m)

전후: 골라인을 기준으로 슈터의 방향이 양의 방향

좌우: 골라인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이 양의 방향

표 8. 전방 9 m 점프 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골키퍼의 방어 위치

그림 39. 전방 9m 점프슛에서 공이 슈터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공과 골키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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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 방어 가능 면적,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을 구하였다.

(1)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라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면적은 다음과 같다. 골키퍼가 골라인을 기준으로 0.1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 방어 면적은 5.940 이며, 3.12 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의 방어 면적은 4.024 로 나타났다(표 9, 그림 40). 이는 골키퍼가 방어를 

할 때 슈터 방향으로 나오면 각을 줄인다고 표현을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골라인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나올수록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범위는 감소한다.

방어 위치()
방어 영역

방어 면적(
)

폭() 높이()

0.0 3.000 2.000 6.000

0.10 2.963 2.004 5.940

0.48 2.829 2.021 5.715

0.86 2.694 2.037 5.487

1.24 2.559 2.053 5.254

1.61 2.424 2.069 5.016

1.99 2.290 2.085 4.775

2.37 2.155 2.101 4.529

2.75 2.020 2.118 4.278

3.12 1.886 2.134 4.024

표 9.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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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 따라 골키퍼가 막을 

가능성이 있는 방어 가능 면적은 다음과 같다. 골키퍼가 골라인을 기준

으로 0.1 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 방어 가능 면적은 3.151 이며, 3.12 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의 방어 가능 면적은 2.188 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41). 이는 골키퍼가 방어를 할 때 슈터 방향으로 전진 할수록 실제 

슛을 한 공에 반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키퍼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방어 

위치가 3.12 m와 0.48 m사이에서는 방어 위치가 증가할수록 방어 가능 

면적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방어 위치가 0.48 m에서 0.10 m가 될 때 방어 

가능 면적은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골키퍼의 

동작을 경기 상황에서의 동작을 얻었고 이 때 골키퍼의 동작은 실제 방어

위치(1.10 m)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방어 위치() 방어 면적(
) 방어 가능 면적(

)

0.10 5.940 3.151

0.48 5.715 3.276

0.86 5.487 3.222

1.24 5.254 3.145

1.61 5.016 3.019

1.99 4.775 2.834

2.37 4.529 2.630

2.75 4.278 2.411

3.12 4.024 2.188

표 10.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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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전방 9 m 점프 슛(거리: 8.41 m, 높이: 2.46 m)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면적

그림 41. 전방 9 m 점프 슛(거리: 8.41 m, 높이: 2.46 m)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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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비율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골키퍼의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골키퍼의 방어 위치가 골라인 기준 0.1 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은 53% 이며, 3.12m 전방에 

위치해 있을 때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표 11, 그림 42).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방어 위치는 골라인으로부터 1.61 m 지

점이었으며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은 60.2%로 나타났다.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바엉 가능 면적 비율에 대한 3차 

선형 추세선 공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는 방어 위치, 는 방어 가능 면적 비율,   )

방어 위치() 방어 면적(
) 방어 가능면적(

) 방어 가능 면적 비율(%)

0.10 5.940 3.151 53.0

0.48 5.715 3.276 57.3

0.86 5.487 3.222 58.7

1.24 5.254 3.145 59.9

1.61 5.016 3.019 60.2

1.99 4.775 2.834 59.3

2.37 4.529 2.630 58.1

2.75 4.278 2.411 56.4

3.12 4.024 2.188 54.4

표 11.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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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으로 구한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의 최대값은 60.2%이었으며 이 때의

방어 위치는 골라인으로부터 1.45 m로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에서 찾고자

하는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가 골라인을

기준으로 1.45 m 인 것을 의미한다. 핸드볼 골키퍼들은 현재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인 1.10 m 보다 슈터 방향

으로 0.35 m 더 전진하여 방어를 해야 한다.

그림 42. 전방 9 m 점프 슛(거리: 8.41 m, 높이: 2.46 m)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비율

6) 골키퍼의 신장에 따른 이상적인 방어 가능 위치 추정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골키퍼의 신장은 185.7±2.7 cm이다. 골키퍼의 평균

신장에서 2 표준편차의 차이를 지닌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가능 위치를

찾기 위해 반응 속도는 동일하고 팔의 길이가 신장에 비례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5.7 cm의 골키퍼의 경우 방어 위치 1.45 m에서 

60.2%의 방어 가능 범위 비율을 보였다. 191.9 cm의 골키퍼의 경우 방어 

위치 1.46 m에서 63.1%의 방어 가능 범위를 보였으며, 180.3 cm의 골키퍼의

경우 방어 위치 1.43 m에서 57.3%의 방어 가능 범위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기에서 전방 9 m 점프 슛의 높이는 2.36 m로 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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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 m보다 0.36 m만 높다(표 12, 그림 43). 만약 슛의 높이가 더 높을 

경우 골키퍼가 방어를 해야 하는 방어 범위기 증가를 하게 될 것이며,

신장이 큰 골키퍼의 이상적인 방어 위치는 전방으로, 신장이 작은 골키퍼는

후방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방어 위치()
방어 가능 면적 비율

180.3  185.7  191.1 

0.10 51.8 53.0 57.1

0.48 53.6 57.3 59.1

0.86 55.3 58.7 60.9

1.24 56.5 59.9 62.3

1.61 57.3 60.2 63.1

1.99 57.0 59.3 62.8

2.37 56.0 58.1 61.5

2.75 54.7 56.4 60.1

3.12 50.4 54.4 55.8

방어 위치: 골라인으로부터 골키퍼까지의 거리

9 m 전방 점프 슛 위치: 골라인 중앙으로부터 8.41 m, 높이 2.36 m

표 12.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신장과 방어 위치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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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 골키퍼의 방어 자세에 대한 연구 결과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의 손의 높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ED 신호에 반응하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통해 골키퍼의 반응 시간, 골키퍼의

반응 속도, 시간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그리고 목표 지점의 높이에

따른 도달 시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손의 도달 시간

(1) 목표 지점까지 손이 도달 시간

손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 시간(Signal ~ End)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목표 지점까지 손이 도달한 시간에서 두 자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좌측 상단(LHN)을 방어할 때 B posture 소요 시간(56±.08

sec)은 A posture의 소요시간(.61±.08 sec)에 비해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그림 44).

(2) 목표 지점에서 20 cm 이전까지 손이 도달한 시간

손이 목표 지점에서 20 cm 이전까지 도달한 시간(Signal ~ End20)을 

산출한 결과 가까운 좌측 상단(LHN)을 방어할 때 B posture(.50±.06 sec)의

소요 시간은 A posture(.54±.07 sec)의 소요시간에 비해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그림 45).

(3) 목표 지점에서 40 cm 이전까지 손이 도달한 시간

손이 목표 지점에서 40 cm 이전까지 도달한 시간(Signal ~ End40)을 

산출한 결과 가까운 좌측 상단(LHN)을 방어할 때 B posture의 도달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좌측 하단(LLN)을 방어할 때에는

A posture의 도달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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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direction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간
목표 지점 20 cm 이전까지

도달 시간

목표 지점 40 cm 이전까지

도달 시간

A posture B posture p A posture B posture p A posture B posture

RHF .82±.06 .81±.06 .772 .73±.05 .72±.04 .465 .65±.05 .65±.04

RHN .63±.11 .61±.08 .461 .55±.08 .53±.06 .333 .50±.08 .48±.06

LHN .61±.08 .56±.08 .040* .54±.07 .50±.06 .013* .49±.06 .45±.05

LHF .84±.05 .86±.06 .153 .74±.05 .76±.04 .097 .66±.05 .68±.04

RMF .76±.04 .75±.05 .670 .67±.05 .67±.06 .816 .60±.06 .61±.06

LMF .77±.06 .78±.05 .386 .68±.06 .69±.04 .499 .62±.06 .63±.05

RLF .94±.11 .92±.06 .734 .81±.10 .80±.04 .692 .75±.10 .73±.06

RLN .64±.06 .64±.07 .795 .49±.04 .50±.03 .671 .37±.05 .42±.04

LLN .61±.07 .63±.08 .134 .47±.05 .51±.07 .057 .37±.05 .44±.07

LLF .89±.06 .90±.06 .418 .78±.05 .79±.05 .368 .70±.05 .72±.05

(단위: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표 13. 목표 지점까지 손이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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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 RHN LHN LHF

LMF LMF

RLF RLN LLN LLF

그림 44. 손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 시간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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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 RHN LHN LHF

LMF LMF

RLF RLN LLN LLF

그림 45. 손이 목표 지점 20 cm 이전까지 도달한 시간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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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 RHN LHN LHF

LMF LMF

RLF RLN LLN LLF

그림 46. 손이 목표 지점 40 cm 이전까지 도달한 시간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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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평균 및 최대 속도

(1) 각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평균 속도 

각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평균 속도를 구한 결과 RHN 지점과 

LHN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평균 속도는 B posture가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RHN 지점과 LHN 지점으로 슛이 날아올 때 B posture가 

A posture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슈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RMF, LMF, RLF, RLN, LLN, LLF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는 A

posture가 B posture에 비해서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다(표 14, 그림 47).

즉, RMF, LMF, RLF, RLN, LLN, LLF 지점에서는 A posture가 B posture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슈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rget direction A posture B posture p

RHF 1.97±0.26 1.96±0.16 .888

RHN 1.96±0.36 1.70±0.20 .006*

LHN 2.00±0.26 1.82±0.19 .020*

LHF 1.98±0.14 1.92±0.20 .239

RMF 1.61±0.17 1.75±0.19 .003*

LMF 1.64±0.16 1.74±0.18 .042*

RLF 1.43±0.18 1.63±0.20 .002*

RLN 0.87±0.11 1.32±0.15 .001*

LLN 0.88±0.13 1.30±0.22 .001*

LLF 1.48±0.21 1.64±0.14 .009*

(단위: m/s)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표 14. 각 목표 지점으로의 손의 평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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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 RHN LHN LHF

LMF LMF

RLF RLN LLN LLF

그림 47. 각 목표방향으로의 손의 평균 속도

(* p <.05, A posture: The knee-height hand posture, B posture: The waist-height hand posture,

RHF: Right high far, RHN: Right high near, LHN: Left high near, LHF: Left high far, RMF: Right middle far,

LMF: Left middle far, RLF: Right low far, RLN: Right low near, LLN: Left low near, LLF: Left low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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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최대 속도 

각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최대 속도를 구한 결과 RHN 지점과 

LHN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최대 속도는 B posture가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RHN 지점과 LHN 지점으로 슛이 날아올 때 B posture가 

A posture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슈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RLN, LLN, LLF 지점에서의 최대 속도는 A posture가 B posture에 

비해서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다(표 15, 그림 48). 즉, RLN, LLN, LLF 지

점에서는 A posture가 B posture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슈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rget direction A posture B posture p

RHF 10.76±1.14 10.82±1.16 .854

RHN 11.61±1.50 10.37±1.12 .003*

LHN 5.77±0.57 5.25±0.80 .033*

LHF 5.27±0.47 5.17±0.51 .627

RMF 8.36±1.14 8.80±1.36 .218

LMF 4.30±0.41 4.53±0.56 .236

RLF 6.83±0.81 7.25±1.04 .216

RLN 4.64±0.73 7.59±1.74 .001*

LLN 2.55±0.51 4.00±0.89 .001*

LLF 3.40±0.50 3.67±0.63 .025*

(단위: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RHF: 먼 우측 상단, RHN: 가까운 우측 상단, LHN: 가까운 좌측 상단, LHF: 먼 좌측 상단,

RMF: 먼 우측 중단, LMF: 먼 좌측 중단, RLF: 먼 우측 하단, RLN: 가까운 우측 하단,

LLN: 가까운 좌측 하단, LLF: 먼 좌측 하단

표 15. 각 목표 지점으로의 손의 최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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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 RHN LHN LHF

LMF LMF

RLF RLN LLN LLF

그림 48. 각 목표방향으로의 손의 최대 속도

(* p <.05, A posture: The knee-height hand posture, B posture: The waist-height hand posture,

RHF: Right high far, RHN: Right high near, LHN: Left high near, LHF: Left high far, RMF: Right middle far,

LMF: Left middle far, RLF: Right low far, RLN: Right low near, LLN: Left low near, LLF: Left low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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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에 따른 방어 가능 면적

Signal 시점에서부터 0.1초 간격으로 두 가지 자세의 방어 가능 면적을 

구한 결과 Signal ~ 0.2 sec 구간에서는 방어 가능 면적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0.3 sec 이후로 방어 가능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0.4 sec

~ 0.5 sec 구간에서는 두 가지 자세의 방어 가능 면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 posture의 방어 가능 범위는 B posture 방어 가능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단에, B posture의 방어 가능 범위는 A posture 방어 

가능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7 sec

~ 0.8 sec 구간에서는 A posture의 방어 가능 면적이 B posture의 방어 가능

면적에 비해서 유의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그림 49).

정리하면 약 0.3 sec 이내에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0.3 sec ~ 0.5 sec 구간에서는 손의 위치에 따라 방어 가능 범위가 상단 

또는 하단으로 치우쳐 있었으나 면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0.7 sec

~ 0.8 sec 구간에서는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ime (sec)
Defense Area (㎡)

p
A posture B posture

0.0 0.02 ± .01 0.02 ± .01 .432

0.1 0.02 ± .01 0.03 ± .01 .458

0.2 0.02 ± .01 0.03 ± .01 .437

0.3 0.05 ± .06 0.05 ± .05 .773

0.4 0.48 ± .34 0.43 ± .32 .108

0.5 1.43 ± .44 1.40 ± .41 .653

0.6 2.49 ± .33 2.47 ± .34 .427

0.7 3.39 ± .26 3.33 ± .26 .043*

0.8 3.94 ± .14 3.89 ± .13 .038*

0.9 4.10 ± .08 4.09 ± .07 .583

표 16. 시간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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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 0.3sec signal + 0.7sec

signal + 0.4sec signal + 0.8sec

signal + 0.5sec signal + 0.9sec

B posture defense area

A posture defense area

signal + 0.6sec

그림 49. 시간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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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지점의 높이 따른 손의 도달 시간

(1) 우측 먼 방향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우측 먼 방향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한 총 시간은 두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우측 먼 방향 상단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과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의 차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자세 모두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0.11 sec ~ 0.12 sec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그림 50). 즉, 두 자세 모두 우측 먼 방향을 방어할 때 하단을 방어하는데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A posture B posture p

Sum 1.75±.094 1.74±.084 .685

Gap -.12±.159 -.11±.089 .793

(단위 :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RHF time + RLF time, Gap: RHF time - RLF time

표 17. 우측 먼 방향(중심에서 1.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Su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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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가까운 방향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우측 가까운 방향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한 총 시간은 두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우측 가까운 방향 상단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과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의 차도 차이가 없었다(표 18, 그림 51).

A posture B posture p

Sum 1.27±.128 1.25±.099 .398

Gap -.01±.118 -.02±.113 .651

(단위 :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RHN time + RLN time, Gap: RHN time - RLN time

표 18. 우측 가까운 방향(중심에서 0.7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Sum Gap

그림 51. 우측 가까운 방향(중심에서 0.7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RHN time + RLN time, Gap: RHN time - RLN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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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측 먼 방향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좌측 먼 방향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한 총 시간은 두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좌측 먼 방향 상단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과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의 차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자세 모두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0.04 sec ~ 0.05 sec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그림 52). 즉, 두 자세 모두 좌측 먼 방향을 방어할 때 하단을 방어하는데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A posture B posture p

Sum 1.73±.101 1.76±.100 .170

Gap -.05±.052 -.04±.062 .578

(단위 :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LHF time + LLF time, Gap: LHF time - LLF time

표 19. 좌측 먼 방향(중심에서 1.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Sum Gap

그림 52. 좌측 먼 방향(중심에서 1.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LHF time + LLF time, Gap: LHF time - LLF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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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측 가까운 방향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좌측 가까운 방향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한 총 시간은 두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좌측 가까운 방향 상단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과 

하단으로 도달한 시간의 차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 posture의 경우 

좌측 가까운 상단과 하단을 방어 하는데 소요시간의 차이가 .00±.067 sec

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B posture의 경우 좌측 가까운 상단을 방어

하는 시간이 하단을 방어하는 시간보다 .073±.089 sec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그림 53).

A posture B posture p

Sum 1.21±.130 1.19±.132 .502

Gap .00±.067 -.073±.089 .014*

(단위 : sec)
* p <.05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Sum: LHN time + LLN time, Gap: LHN time - LLN time

표 20. 좌측 가까운 방향(중심에서 0.75 m)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과 차

Su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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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두 가지 방어 자세에 대해 대부분의

목표 지점으로 손의 도달시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가까운 좌측 상단에서만 B posture의 소요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가지 방어 자세에 대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손의 평균 속도와 최대 속도를 비교한 결과는 RHN, LHN 지점을 방어할 

때에는 B posture가 RMF, LMF, RLF, RLN, LLN, LLF 지점을 방어 할 때에는

A posture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몸 쪽 상단으로 공이 오는 

경우가 빈번할 경우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anda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슈팅의 약 45%가량이 하단으로 향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방어 자세에서 손의 높이는 무릎 높이어야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방어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signal 이후 0.3 sec 까지는 손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며, 0.4 sec ~ 0.5 sec 구간에서는 각 방어자세의 손의 높이에 

따라서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은 차이가 없었으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0.4 sec ~ 0.5 sec 구간에서는 손이 높을 경우 높은 공에 유리하며 손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공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에 가까운 

목표 지점으로 손의 도달시간은 약 signal + 0.6 sec 전후에 분포되었다.

즉, signal + 0.6 sec 이후의 방어 가능 면적은 몸에서 먼 곳의 위치한 목표

지점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방어 자세에 대한 결과를 의미한다. 0.7 sec ~

0.8 sec 구간에서는 A posture가 B posture에 비해서 더 넓은 방어 가능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두 가지 자세에 유리한 목표 지점을 확인해 

보면 몸에 가깝고(0.75 m 이내) 높은 지역은 손이 허리 높이인 자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손이 무릎 높이인 자세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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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손의 높이에 따라 유리한 방어 지역

(A posture: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 B posture: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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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개념을 통해 골키퍼의 

적절한 방어 위치와 자세를 찾는 것이다. 그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 축구 골키퍼의 방어 자세에 대한

연구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1.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위치에 대한 연구

핸드볼 골키퍼가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할 때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고 실제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94회 전국

체육대회 핸드볼 남자 일반부 예선전 4경기와 준준결승 5경기를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자세,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자세

체육과학연구원(2010) 핸드볼 키퍼는 어떠한 슛 코스라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민첩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에 의하면 핸드볼 골키퍼 선수들의 자세는 기본에 선배들이 배운 자세를

그대로 배우며, 본인과 지도자의 경험에 의해 자세가 결정이 된다고 하였다.

기존 핸드볼 교재에서는 핸드볼 골키퍼는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꼿꼿이 세운 후 손은 어깨 위에 위치’하라고 서술되어 있다(스포츠

과학연구소, 1984; Clanton et al, 1996; 체육과학연구원,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실제 선수들은 경기 상황에서 교재에서 제시한

자세와는 다른 자세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손의 높이는 어깨 위가 아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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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위치하였으며, 보폭의 경우 어깨 너비가 아닌 어깨 너비의 약 2.5배 

정도로 넓게 벌려서 자세를 취했다. 머리의 높이는 본인 키의 약 84%의 

높이 정도에 위치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핸드볼 골키퍼 자세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자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방어 위치

기존 핸드볼 교재에 의하면 핸드볼 골키퍼의 방어 위치는 골라인에서 한 

발짝 정도 앞에서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Clanton et al, 1996;

체육과학연구원, 2010). Perry(2010)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활보장(stride

length)은 1.46 m라고 하였으므로 한 걸음(step)은 약 0.73 m 이다. 즉, 핸드볼

교재에서는 골키퍼의 방어 위치는 골라인으로부터 약 75 cm 정도에 위치

해야 한다는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는 실제 방어 위치는 골라인에서 1.10±0.37 m 전방에 위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교재에서 요구하는 방어 위치에서 

35 cm 나 더 앞으로 나와 방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핸드볼 골키퍼 선수들의 방어 위치는 선배와 지도자들의 조언과 

선수의 경험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한다(한경태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코치). 만약 골키퍼가 골라인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혹은 더 먼 위치에서

방어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슛과 골키퍼의 방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방어 면적’과 슛과 골키퍼의 

방어 위치 그리고 슛 속도와 골키퍼의 동작에 의해서 변하는 ‘방어 가능 

면적’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핸드볼 골키퍼는 이상적인 방어 위치는 

1.45 m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재에서 제시하는 ‘한 걸음’에 2배에 해당하는

거리이며, 경기 영상을 통해 산출된 골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인 1.10 m에

비해서도 슈터 방향으로 0.35 m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키퍼가

골라인에서 1.45 m에서 방어를 하게 되면 실제 방어 위치인 1.10 m에서 

방어를 할 때 보다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이 약 0.5%② 상승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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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교재에서 제시한 0.75 m에서 방어를 할 때 보다 방어 가능 

면적 비율이 약 1.7%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축구 골키퍼의 방어 자세에 대한 연구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의 골키퍼의 손의 높이가 시간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LED 신호에 반응하는 골키퍼의 방어 동작을 분석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 손의 도달 시간과 

속도, 방어 자세에 따른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 방어 자세와 목표지점의

높이에 따른 손의 도달 시간 순서로 제시하였다.

1)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 도달 시간과 속도

본 연구에서 지정한 10 방향의 목표 지점 중 몸에 가까운 좌측 상단을

제외한 다른 목표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은 두 자세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 도달 시간만을 본다면 

손의 높이는 방어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츠의 법칙(Fitts’ Law)은 속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감소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면 운동 동작이 빨라지면 정확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 도달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다면,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의 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RHN, LHN 지점은 B

posture가 느리게 나타났고, RMF, LMF, RLF, RLN, LLN, LLF 지점은 A

posture가 느리게 나타났다. 결국 RHN, LHN 2곳의 경우 손이 허리 높이인

방어 자세가 더 정확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RMF,

② 방어 가능 면적 비율 0.5%는 골라인에서 방어를 할 경우 핸드볼 1개의 단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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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F, RLF, RLN, LLN, LLF 지점의 경우는 손이 무릎 높이인 방어 자세가

더 정확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어 자세에 따른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

방어 가능 범위를 통해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 방어 가능 범위의 위치

그리고 방어 가능 범위의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먼저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은 Signal + 0.7sec ~ signal + 0.8sec 구간에서 A posture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이 B posture의 방어 가능 범위의 면적보다 유의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signal+0.7sec 이전의 상황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Signal+0.3sec ~ signal+0.5sec 구간에서는 두 자세의 방어 가능

범위의 위치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는

높은 공에,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는 낮은 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표 지점의 높이와 방어 자세에 따른 손의 도달시간

슛을 한 공이 상단과 하단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하는 시간의 합이 적은 자세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으로 손이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없는 자세가 상단 

또는 하단을 방어하는데 치우침이 없고 안정적으로 방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나왔던 방어 자세에 따른 목표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은 대부

분의 목표 지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단 

목표 지점과 하단 목표 지점으로 손이 도달한 시간의 합은 두 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손이 상단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걸

리는 시간과 하단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

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자세 모두 상단보다 하단으로 손이 이동하

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실제 손의 위치는 상단보다 하단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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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있지만 실제로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반대로 상단이 작게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리로 지면을 밀어 몸을 

일으키는 힘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손이 상단

으로 향할 때는 공을 제외한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손이 하단으로 

향할 때는 지면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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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골키퍼는 상대방의 득점을 저지하는 최후방 수비수다. 골키퍼의 실수는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골키퍼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

해야하며 다른 위치의 선수들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골키퍼의 

방어율은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골키퍼의 방어율은

골키퍼의 뛰어난 능력/기술, 합리적인 방어 자세, 이상적인 방어 위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골키퍼의 능력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골키퍼의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골키퍼의 동작을 분석하여 골키퍼에게 이상적인 방어

위치와 합리적인 방어 자세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핸드볼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핸드볼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를 알아보고, 골키퍼의 동작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산출

하였다. 또한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을 가정하여 LED 신호를 보고 반응하는 골키퍼의 동작을 

통해 골키퍼의 손의 높이에 따른 방어 자세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였다.

핸드볼 전방 9 m 점프 슛 상황에서 골키퍼의 실제 방어 자세와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찾기 위하여 제 94회 전국체육대회 핸드볼 남자 일반부 예선전

4경기와 준준결승 5경기를 디지털 카메라 4대로 촬영하였다. 경기에 참여한 

골키퍼 13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으며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경기 

영상 중 제대로 된 골키핑 동작 영상 78개를 선정하였다. 영상 촬영 장비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Kwon 3D와 MS Excel 등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과

자료처리를 하였다.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적절한 손의 위치를 찾기 위해

대학축구리그 선수 중 골키퍼 1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영상 분석 

시스템,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LED 전광판, A/D 보드 등의 장비가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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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의 동작을 측정하였다. 골키퍼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와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LED 신호를 보고 10가지 목표 방향으로 신속하게 손을 이동시키는 과제를

수행 하였다. 자료 수집 장치를 통해 얻는 자료는 Vidual3D 프로그램과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는 두 가지 손의 

높이에 따른 시간, 속도, 방어 가능 면적에 대한 비교와 상단과 하단의 

반응 시간에 대하 비교 모두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p< .05).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핸드볼 경기에서 전방 9 m 점프 슛을 하는 순간

(공이 슈터의 손에서 릴리즈 되는 순간) 골키퍼의 양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의 

약 2.5배이며, 손은 허리 높이에 위치하고 머리의 높이가 신장의 약 84%정도가

되도록 자세를 낮추게 된다.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할 때 골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는 1.10±0.39 m이며, 골키퍼의 동작을 통해 산출된 이상적인 방어

위치는 골라인으로부터 1.45 m에 위치한다.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와 가까운 상단 

지점은 손이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유리하였으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목표 지점에서는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유리하였다.

핸드볼 골키퍼의 경우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할 때 방어 자세는 기존

교재에서 제시하였던 자세와 상이하였다. 기존 교재에서 골키퍼 방어 자세에서

양 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하라고 하였지만 실제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양 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의 약 2.5배가 되었다.

손의 위치도 기본 교재는 골키퍼의 어깨 높이에 위치하라고 하였지만 실제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손은 허리 높이에 위치에 있었다.

머리의 높이도 신장의 약 84%로 기존 교재에서 상체를 꼿꼿이 세운다는 

자세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전방 9 m 점프 슛을 방어하는 골키퍼의 실제 

방어 위치는 1.10±0.39 m 로 나왔으나 골키퍼의 방어 가능 범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골라인에서 1.45 m 지점으로 실제 방어 위치보다 앞으로

더 나와야 했다. 기존 교재에서는 골라인에서 한걸음 앞에서 방어를 하라고

하였다. 이는 골라인에서 약 75 cm 정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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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m 지점에서 방어를 할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방어 가능 범위 비율이 

약 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라인에서 방어를 할 때 핸드볼

공 약 3.5개의 단면적의 차이를 보이는 비율이다. 만약에 골키퍼가 1.45 m

보다 한걸음 전방으로 전진한다면 방어 위치는 2.2 m 가 되며 방어 가능 

범위 비율이 약 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키퍼의 신장에 따른 

방어 가능 범위 비율을 추정해 보았지만 골키퍼 신장 5.4 cm 차이는 이상적인

방어 가능 위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방 9 m 점프 슛의

공 높이가 더 높을 경우, 그리고 골키퍼의 신장이 월등히 클 경우 골키퍼는

더 앞으로 전진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며, 슛의 공 높이가 낮거나 신장이 

작을 경우 1.45 m 보다 뒤로 이동하여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더 유리한 방어 자세를 

찾으면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가 허리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골포스트의 높이를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와 골키퍼의 1:1 상황’은 슈터가 페널티에어리어 사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골라인에서 11.50 m 이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즉 골키퍼의 

방어 폭이 3 m 이내에 들어오는 상황으로 제한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골키퍼가 막아야 하는 방어 범위의 높이는 슈터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되며 좌우의 높이가 다르게 된다. 만약 슈터가(공이) 골라인에서 11.50 m

떨어진 페널티에어리어 사이드라인 선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골키퍼가

방어해야 하는 범위의 높이는 먼 골포스트 쪽은 2.32 m, 가까운 골포스트 쪽은 

1.76 m로 나타난다. 만약 슈터가 먼 골포스트 방향으로 슛을 할 경우 방어 높이

때문에 손이 무릎 높이에 있는 방어 자세보다는 손이 무릎 높이에 있는 

방어 자세가 유리 할 것이다. 반대로 슈터가 가까운 골포스트 방향으로 슛을

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높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손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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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있는 방어 자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골포스트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골키퍼의 손의 높이는 양손을 다르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슈터와 골키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골키퍼의 방어

해야 하는 범위의 높이가 낮아지므로 먼 골포스트 방향도 손이 무릎 높이에

위치한 방어 자세로 방어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골키퍼는 중요하다. 특히 팀의 전력이 비슷할 경우 골키퍼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골키퍼의 선방은 팀원의 사기를 충전시켜주며, 팀을 

승리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다양한 골키퍼 훈련을 통해 골키퍼의 

최대 퍼포먼스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자세와 방어 위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자라나는 수많은 골키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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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goalkeeper’s defense range

according to the posture an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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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optimal defense position and

posture of goalkeeper through the concept of ‘actual defense area’ of

goalkeeper. Two detailed studi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First, four qualifying matches and five quarter-final matches were captured

during the 94th National Sports Festival Men's Handball Competition in

order to find an optimal defense position and to find the actual defense

posture utilizing the ‘actual defense area’ calculated through the movements

of goalkeeper in the frontal 9 m jump shot during a handball game. Using

4 digital video cameras, 78 frontal 9 m jump shot images including the

whole movements of goalkeeper was obtained and through these images, the

speed of the ball for frontal 9 m jump shot, the release point of the shot,

the defense posture of goalkeeper and the actual defense position were

calculated. In order to analyze the defensive movements of goalkeeper, 29

separate images for the cases of allowing the goal and the ball hitting the

goalpost were selected among 78 imag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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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th of both feet of goalkeeper that defend the frontal 9 m jump shot

in the handball game was approximately 2.5 times the width of the

shoulders and the hands were located in the waist-high. And the height of

the head was located to be approximately 84% of the total height. When

defending against the frontal 9 m jump shot, the actual defense position of

goalkeeper was 1.10±0.37 m and the ideal defense position calculated

through the movements of goalkeeper was 1.45 m from the goal line.

Next,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defense posture by calculating the

‘actual defense area’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hand of goalkeeper in

1:1 situation with the shooter during a soccer game where the goal keeper

does not have to dive. 11 goalkeepers having 10 years or more experience

among the players of the college soccer league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s. The movements of goalkeepers moving towards the ten targets by

looking at the LED display were obtained through 3D analysis system and

the force platform. As a result, for the upper point near the goalkeeper, the

defense posture of positioning the hands at waist height was shown to be

advantageous, and for the most of the other targets, the hands positioned at

the knee height was shown to be advantageous.

Keywords: Goalkeeper, defense area, defense posture, defens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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