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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의 변화에 따라 드리블을 수행하는 팔
관절의 협응구조와 정확성 및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이다. 농구 경험에 따라 숙련자(8명)와 초보자(7명)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정적인 드리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메트로
놈으로 드리블링 속도를 청각 가이던스를 활용하여 제공하였으며, 과제
난이도는 선호하는 속도(0%), 중간 속도(40%), 빠른 속도(80%) 3가지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드리블 정확성에서는 숙련도와 과제
i

난이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드리블 일관성에서는 효과를
보였다. 초보자는 모든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 숙련자 보다 일관성이 낮
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좌우(ML)방향보다 전후(AP)방향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초보자 집단에서는 과제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
라 일관성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팔 관절 간 협응구조의 경우,
초보자 집단은 팔꿈치-손목 관절(EW) 협응구조에서 In-phase에 가까운 패
턴을 보였으며, 반대로 손목-중수지절 관절(WF)과 팔꿈치-중수지절 관절
(EF) 협응구조에서는 Anti-phase에 가까운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숙련자
집단은 모든 관절 간의 협응구조가 In-phase에 근접한 패턴을 보였으며,
과제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In-phase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과제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일
관적으로 드리블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상지 내 협응구조의 Time lag
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숙련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협응 전략의 차이를 밝혀냈다.

주요어 : 사지내 협응, 숙련도, 과제 난이도, cophsae, 드리블 정확성, 드리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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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구기 스포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 가지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물체조작 능력, 이동운동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에 따라 스포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농구는 모든 신체 동원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요구되는 난이도
가 높은 기술 증 하나이다(Gentile, 2000). 농구 운동기술로써 슛,
패스, 리바운드, 드리블 등이 있으며, 이 중 드리블이란 유일하
게 공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동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드리블
은 팀원의 도움 없이 독단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기
술이며, 이로 인해 드리블을 개인기라 불릴 만큼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Krause, Meyer, & Meyer, 2008).
농구 드리블 기술은 방향을 전환하는 크로스오버 드리블
(crossover dribble),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이겨 내기 위해 수비
수 중심으로 돌면서 드리블 하는 스핀 드리블(spin dribble), 수
비수의 스틸(steal)을 피하기 위한 비하인드 백 드리블(behind
back dribble), 풋워크(foot-walk)를 활용하여 공격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 후 슛찬스를 만들 수 있는 스텝백 드리블(stepback dribble)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동
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처럼 동적인 기술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수행하는 정적인 드리블 기술 또한 존재하
며, 동적인 기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정적인 드리블 기술
이다(방열, 2006; Krause et al., 2008).
제자리에서 수행하는 정적인 드리블 기술은 높은 드리블(high

1

dribble)과 낮은 드리블(low dribble)로 나눠진다(방열, 2006). 높
은 드리블은 공을 바닥에 튕겨 허리높이까지 올라오게 하는 운
동기술인 반면 낮은 드리블은 공을 바닥에 튕겨 무릎높이까지
올라오게 하는 운동기술이다(방열, 2006; Krause et al., 2008). 정
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쉽게 수행 할 수 있는 기
술이지만 최상의 수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 눈-손의 협응(eye-hand coordination), 중력과 공의 탄성을
고려한 팔의 움직임 등 수 많은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해야만 성공
적인 수행이 가능한 운동기술이다(Broderick & Newell, 1999; Fitts,
1954; Mohamed, Nicolas, & Denis, 2005). 이러한 정적인 드리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어 왔다(Broderick & Newell,
1999; Caterino, 1991; Katsuhara, Fujii, Kametani, & Oda, 2010;
Mohamed et al., 2005; Steinberg, Pixa, & Doppelmayr,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을 튕기는 과제 수행 시 수행자의 숙련
도에 따라 공, 손가락(finger), 손등(knuckle), 손목(wrist), 팔꿈
치(elbow), 어깨(shoulder) 등 공과 팔 관절 간의 협응구조가 다
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Broderick & Newell, 1999). 특히 숙
련도가 높을수록 공 튕기는 과제 수행 시 원위부위에 있는 손
가락과 공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위부위에 있는
팔꿈치와 어깨 관절 간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Broderick
& Newell, 1999). 즉, 신체 말단일수록 가변성을 더 줄여 과제를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비
슷한 다른 선행연구는 숙련도에 따른 권총 사격 과제 수행을
비교 분석하였다. 숙련자의 경우 권총 끝부분의 움직임을 최소
화하고 몸을 초보자 보다 많이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숙련자는 초보자 보다 더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다(Arutyunya, Gurfinkwl, & Mirskii, 1968; Arutyunyan,
Gurfinkel, & Mirskii, 1969). 이러한 맥락에서 농구 공을 튕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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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도 권총사격 숙련자와 농구 숙련자 간에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한 전략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초보자의 경우 공을 튕기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각
팔 관절에서 가변성이 큰 반면, 숙련자는 가변성이 작은 양상을
보였다(Broderick & Newell, 1999).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을 정
확하고 효과적으로 튕기기 위해 숙련도에 따른 집단 간에 다른
협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ohamed et al.(2005)은

드리블

수행하는

동안

손가락의

Dynamic pattern을 분석하였다. 드리블 수행 시 손가락 움직임의
패턴을 Phase plane(손가락의 위치-속도 위상)과 Hooke plane(손
가락의 위치-가속도 위상)의 차원에서 W-method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Stiffness function과 Damping function의 원
리로 드리블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세부적
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공의 힘을 적절한 속도와
위치 변화로 상쇄시키는 Van der Pol damping(VP) 모델과 스프링
과 유사한 탄성력을 지닌 Negative Duffing stiffness(D) 모델의 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팔 관절의 연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농구
숙련자는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숙련도에 따라 다른 협응전략과 팔의 Dynamic
pattern은 중력과 공의 탄성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적합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정확한 위치에 공을 튕기기 위함
이다(Mohamed et al., 2005). 이러한 숙련도 간의 다른 팔의 협응
구조는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공과 손
의 접촉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Katsuhara et al., 2010).
Katsuhara et al.(2010)은 드리블 구간을 3 가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각 구간은 공이 튕겨 오르는 동안 손과 공이 접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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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까지의 구간(noncontact time during upward motion of the ball),
손과 공이 접촉하는 구간(contact time), 공이 손에서 떨어져 바
닥으로 튕기기 전까지의 구간(noncontact time during downward
motion of the ball) 등이 있다(Katsuhara et al., 2010). 숙련자 집단
의 경우 초보자 집단에 비해 공이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접촉하
기 전까지의 시간은 더 짧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공과 손이 접
촉하는 시간은 더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숙련자 집단이 초보자
집단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더 정확히, 그리고 더 일관
적으로 공을 튕겼다(Katsuhara et al., 2010). 즉, 숙련자는 튕긴
공을 초보자 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접촉하며, 더 천천히 공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접촉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
다. 이러한 결과로 숙련자는 초보자 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적으
로 드리블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Katsuhara et al.,
2010; Mohamed et al., 2005).
그러므로 숙련자 집단은 드리블을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손가락의 특정한 패턴을 보이며, 그리고 공과 손의
접촉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Broderick & Newell, 1999; Katsuhara et al., 2010; Mohamed et al., 2005).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팔 관절의 특정 협응구조에 의해 나타나
는 것이며, 관절 간의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 손가락의 VP+D
모델과 길어진 접촉 시간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
는 발달관점에서만 팔을 협응구조를 비교하였거나, 드리블의 정
확성 혹은 일관성과 같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
로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드리블을 수행하기 위한 팔의 협응구
조가 일반인과 숙련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효과적이며 정확한 드리블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
힌 농구 드리블 전략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농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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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속도 혹은 특정한 속도로만 공을
튕기며 드리블할 수 없다. 드리블이란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
으로 정의 되어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수비수의
압박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수비를 돌파하는데 있다(방열,
2006; Krause et al., 2008). 그러므로 드리블 수행 시 다양한 속도
로 공을 튕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부분 인간의 움직임은 제한요소(constraint)가 변화함에 따라 안정적
인 협응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현상
이 일어난다(Kelso, Scholz, & Schöner, 1986). 이러한 변화는 제한
요소의 변화가 특정 조건에 도달하였을 때 인간의 협응구조는
다른 형태의 패턴으로 변화하며, 이를 상변이(phase transition 또
는 bifurcation) 현상이라고 한다(김선진, 2009). 상변이 현상은
단순한 과제 뿐만 아니라(Kelso, 1984), 스포츠 상황에서의 복잡
한 운동기술에서도 발견되었다(Seifert, Chollet, & Bardy, 2004).
Kelso(1984)는 인간의 움직임이 특정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협응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양쪽 검지 손가락을 동시에 굽혔다
펴는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한쪽의 검지
손가락을 굽힐 때, 반대쪽 검지 손가락을 펴는 Anti-phase 조건
과 양쪽 검지 손가락이 동시에 굽혔다 펴는 In-phase 조건, 이
두 가지 과제를 요구하였다. 두 조건 모두 선호하는 속도 조건
에서는 위상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 짐에
따라 특정 속도(critical point;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Anti-phase
으로 움직이는 과제에서는 손가락의 협응구조의 가변성이 급격
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In-phase로 상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반면에 In-phase로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서는 변
화가 없었으며, Anti-phase에서 In-phase로 변화한 과제에서 제어
변수(control parameter)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더라도 질서 변수
(order parameter; collective variable)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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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과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나타나
는 복잡한 운동기술에서도 나타났다. Seifiert et al.(2004)은 숙련자
를 대상으로 자유형 과제를 통해 두 팔 간의 협응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m를 완주하는 속도에서 두 팔의 협응
구조가 상대적으로 반대 형태를 보였다. 이는 증가한 속도에 적
응하기 위해 신체 구조상 안정적인 협응구조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움직임 혹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복잡한 움직임에서도
인간은 움직임을 최대한 효율적 혹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협응구조로 변
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lso, 1984; Seifert et al., 2004).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간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동작
이라도 다른 협응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응구조는 특정 제한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체를 활용한 팔의 움직임
비교 연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물체 조작능력과 제한요소의 변
화를 통해 질서 변수의 변화를 동시에 관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초보자와 숙련자 간의 농구 드리블 연구는 다
양한 연령을 대표하는 9명(4.5세~22)의 피험자로만 연구 진행하
였으며(Broderick & Newell, 1999), 숙련도에 따라 농구 드리블을
비교한 선행연구 또한 팔의 움직임은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Katsuhara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농구 드리블 과제의 속도 증가
함에 따라 농구 경험이 많은 숙련자와 경험이 없는 초보자 간
에 팔의 협응구조 그리고 공을 튕기는 위치에 대한 정확성 및
일관성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선행연구에서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숙련도에 따른 다른
속도 과제 수행 동안 팔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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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수로 인해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구를 배우는 학습자
혹은 가르치는 코치 등 현장에 필요한 학습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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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과 드리블 수행 시 팔의 협응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제２절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숙련도가 높을수록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은 높게 나
타날 것이다.
2) 과제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초보자 집단 보다 숙련자 집
단에서 더 높은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일 것이다.

2.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팔의 협응구조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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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농구 기술 중 드리블 기술은 정적인 기술 뿐만 아니라
동적인 기술 또한 드비블 기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의 협응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드리블 과제는 정적인 높은 드리블 기술로 한정하였다.
둘째, 본 실험은 공을 튕기는 위치와 3차원 공간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동작분석장치, 지면반력기 등의 실험장
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험실 상황연구로 한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 중 팔의 협응구조를 측정 및 분석
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과제인 정적인 높은 드리블은 중수지절
과 손목, 팔꿈치 움직임만 사용할 뿐 아니라 어깨와 몸통 심지
어 하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
수지절과 손목, 팔꿈치 움직임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
서 농구 드리블 과제 중 어깨를 제외한 공과 중수지절, 손목,
팔꿈치의 관절 등이 가장 상관 높게 나타났으며, 어깨 관절이
숙련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oderick &
Newell,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수지절, 손목, 팔꿈치
관절의 협응구조로 변인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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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된 용어와 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높은 드리블(high dribble)
농구는 대표적으로 패스(pass) 드리블(dribble), 슛(shot) 등 3
가지 기술이 있으며, 이 기술 중 드리블은 크게 높은 드리블
(high dribble)과 낮은 드리블(low dribble)로 나뉜다. 본 실험에서
는 실험 과제를 높은 드리블로 설정하였으며, 높은 드리블의 정
의는 드리블 수행자의 몸 중심에서 15도 대각선 앞 위치에 공
을 튕기며, 공은 허리 높이까지 튀어오르게 하는 것이다(방열,
2006).

과제 난이도
본 실험에서는 과제 난이도에 따라 팔의 협응구조와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과제 난이도를 3가지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난이도는 가장 느린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인 ‘중간 속도’, 가장 빠른 속도인 ‘빠른 속도 ’
등 이 3가지로 구성하였다.
① 선호하는 속도: 본 실험의 사전 검사를 통해 피험자의
선호하는 속도를 측정한 후 이 속도를 참고하여 과제 난
이도를 설정하였다.
② 중간 속도: 사전 검사에서 측정한 두 가지 속도(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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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도, 피험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속도) 사이 값을
100%으로 환산하여 그 중 40%의 속도를 말한다.
③ 빠른 속도: 사전 검사에서 측정한 두 가지 속도(선호하
는 속도, 피험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속도) 사이 값을
100%으로 환산하여 그 중 80%의 속도를 말한다.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
본 연구에서 각 통제조건 하에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을 측
정하였다. 드리블 정확성(accuracy)은 본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
는 표적과 수행한 지점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관성(consistency)은 과제 수행한 지점들 간의 편차를 의미한다.

팔의 협응구조
본 연구에서 드리블 과제 수행 시 각 조건에 따라 팔의 움직
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팔의 협응구조를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팔의 협응구조는 팔꿈치(elbow)와 손목(wrist)
관절, 손목과 중수지절 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 팔꿈치와
중수지절 관절 간에 Cophase로 비교하였으며, Cophase 위상이
0 ° 에 가까울수록 In-phase인 두 관절 간의 협응구조를 나타내
며, 180°에 가까울수록 Anti-phase인 두 관절의 협응구조를 말
한다. 그리고 Cophase값이 + 인 경우 신체를 기준으로 위상면
(phase space)상에서 원위관절(distal segment)이 근위관절(proximal
segment)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 인 경우
는 근위관절이 앞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팔꿈치 – 손목 관절 간의(EW) 협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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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목 – 중수지절 관절 간의(WF) 협응구조
③ 팔꿈치 – 중수지절 관절 간의(EF) 협응구조

중수지절 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
본 연구에서는 드리블 과제 수행 시 손가락의 움직임과 팔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관절의 협응구조를 비교하고자 손가락의
각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손가락은 3가지의 손가락뼈(phalanges)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뼈의 첫마디뼈
(proximal phalanx)와 손허리뼈(metacarpal)가 만나는 중수지절 관절
(metacarpophalangeal joint) 각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프리퀀시(frequency; Hz)
본 연구에서는 메트로놈(Metronome)에서 제공되는 박자에 맞
추어 농구 드리블을 수행을 관찰한다. 이때 각 관절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각 속도 조건 혹은 특정 빈도를
가진 움직임의 속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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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농구 드리블
의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의 협응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를 알아보기 위해 농구 드리블의 특성, 운동 숙련의 이해, 운동
협응의 이해, 정확성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１절 농구 드리블의 특징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운동기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과 과제에 대한 적응능력이 필요하며, 이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생리학적(neurophysiological),

근골격계가

(musculoskeletal) 갖고 있는 수많은 자유도를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운동기술이
다(김선진, 2009; Gentile, 2000). 이 중에서도 특히 농구는 난이
도가

높은

운동기술을

요하는

종목이며(Gentile,

2000;

Kamandulis et al., 2013; Stöckel, Weigelt, & Krug, 2011), 10명의 선
수들의 움직임과 같은 환경적 제한요소를 지각 혹은 인지적으
로 적응해야 하며, 공의 궤적을 예측하는 물체 조작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 요인을 요하는 농구는 패스, 슛,
리바운드, 드리블 등 다양한 운동기술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
은 농구경기에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선수는 공
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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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 이다. 이때 동료선수들이 수비수에 막혀 있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드리블 기술이다(Krause et al., 2008). 드리블 기술은 유일하게
공을 소지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며, 공을 튕기는
높이에 따라 높은 드리블(high dribble)과 낮은 드리블(low
dribble)로 나뉜다(방열, 2006). 낮은 드리블은 무릎 아래까지 튀
어 오르게 하는 기술이며, 반면에 높은 드리블 기술은 허리 높
이까지 튀어 오르게 하는 기술이다(방열, 2006). 이를 더 세분화
하면 낮은 드리블은 컨트롤 드리블(control dribble)과 크로스오
버 드리블(crossover dribble)이 있으며, 높은 드리블은 스피드 드
리블(speed dribble)과 오프 핸드 드리블(off hand dribble)로 나뉜
다(방열, 2006).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드리블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동작이 필
요한 것은 아니다. 드리블 기술은 공을 땅으로 던지고 다시 받
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력과 공
의 탄성력을 고려한 적당한 양의 힘으로 공을 튕겨야 한다. 드
리블을 수행하기 위해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관절 등을 굽히고
(flexion) 펴는(extension)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 가능해야 하
며, 중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과 튀어 오르는 공에 대한 에너
지를 보완 및 유지를 위해 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
어야한다(Broderick & Newell, 1999; Krause et al., 2008). 또한 공
과 손의 접촉시간은 드리블 정확도와 관련이 깊으며, 팔 관절의
컨트롤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atsuhara et al., 2010;
Krause et al., 2008). 이러한 팔 관절 효과적인 움직임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협응구조가 보일 경우
공과

손의

접촉시간과

드리블의

안정성은

증가하게

된다

(Broderick & Newell, 1999; Katsuhara et al., 2010; Mohamed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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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을 컨트롤하는 손 이외에 반대손은 상대 수비수로부
터 공을 보호하고 공을 튕기는 구역 전방에 두어야 한다(Krause
et al., 2008). 또한 시선은 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수비수 혹은 동료 선수의 위치 파악을 하기위해 전방을 바라보
아야 한다(Krause et al., 2008).
결국 농구 드리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손
가락의 움직임이 Limit cycle model과 같은 움직임을 유지해야한
다(Mohamed et al., 2005). Limit cycle model은 움직임의 위치와 속
도로 만들어진 위상에서 반복적으로 원과 같은 위상에서의 움
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Hasse & Bekker, 2016). 특히 농구 드
리블에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공의
에너지에 대한 팔의 적절한 협응구조를 통해 이를 상충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야 한다. 즉, 튕겨 오르는 공의 에너지를 흡
수할 수 있는 팔의 협응구조와 다시 튕겨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팔의 협응구조가 필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구
드리블을 수행함에 있어 숙련도가 높아 질수록 팔의 움직임 가
변성은 줄어들고(Broderick & Newell, 1999), 드리블 정확성과 일
관성 향상 된다고 제시하였다(Katsuhara et al., 2010). 그리고 시선
을 공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드리블을 수행할 수
있다.

제２절 운동 숙련 연구

제１항 운동 숙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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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숙련이란 특정한 과제를 변화하는 환경적 조건과 인간
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 많은 자유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일관적인 우수성
(the consistent superior athletic performance)이라고 말한다(김선진,
2009). 이와 같이 특정 스포츠종목에서 숙련단계까지 이르기 위
해서는

신체적

특징(physical

attributes),

재능(talent),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직관(intuition), 동기(motivation) 등 다
양한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숙련의 단계에 오르기 위
해서는 특정 과제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습을 통한 학습이 필요
하다(김선진, 2009).
숙련이라는 것은 근육의 형태, 무산소성 순발력과 유산소성
능력, 신체의 구조 등에 대한 생리적(physiological)요인과 감각
정보와 운동계획 및 수행을 체계적 혹은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적(technical) 요인, 스포츠에서 전술적인 기술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받는 인지적(cognitive) 요인 그리고 최상의 운동
수행에 필요한 정서적 조절과 심리적 기술에 영향을 받는 정서
적(emotional) 요인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
나게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며(김선진, 2009),
이러한 요인에 따라 숙련의 단계가 나뉜다(Ericsson, 2014).
Ericsson(1996)은 숙련에는 위계성(hierarchical organization)을
가지며, 이러한 위계 구조는 동호회 수준(club level), 지역 수준
(district level), 국가 수준(national level), 국제 수준(international
level), 세계 수준(world class level)으로 구분 짓는다. 어떠한 종
목이든 국제적 수준과 세계적 수준의 숙련단계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개인적 특성에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10년 정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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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농구 드리블 숙련자의 특성

인간의 신체는 수많은 신경, 근육, 관절 등을 통해 신체를 움
직이고 고유수용감각,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시스템으
로부터 환경정보를 받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생성
해낸다. 이러한 원리와 같이 농구에서도 수없이 변화하는 코트
의 상황, 선수, 공 등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야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농구에서 사용하는 공은 둘레
가 749~780mm 사이, 무게는 567~650g 사이 정도 되는 탄성력
이 높은 물체로써 상대적으로 축구, 테니스, 핸드볼 등에서 사
용하는 공에 비해 크고 높은 탄성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을 바닥으로 튕겨 움직이는 드리블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에 대한 궤적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적당한 양의 힘으로 드리
블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드리블 동작 수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농구 드리블을 숙련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의 궤적에 대한 적합한 속도와 정확한 위치, 정확한 타이밍
등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드리블을 수행하는
팔과 공에 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Mohamed et al., 2005).
농구 드리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팔과 공의 협응이 중요하
며, 이러한 협응 상태를 만들기 위해 숙련도에 따라 나타나는
팔의 협응구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Broderick과 Newell(1999)은
공을 튕기는 동작이 숙련도에 따라 상지 관절을 움직이는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 손가락
(finger),

손등(knuckle),

손목(wrist),

팔뚝(forearm),

팔꿈치

(elbow), 상완(brachial), 어깨(shoulder) 등 위치 좌표 값과 각
관절각(angular displacement)의 값을 활용하여 숙련도에 따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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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협응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팔의 협응구조는
두 관절 간의 결합(coupling)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숙련자의
경우 모든 관절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초보자
는 전반적으로 숙련자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팔 관절 간의 협응구조는 In-phase에 가까운 움직임
을 보인 반면에 초보자는 Anti-phase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각 관절의 가변성 또한 숙련도가 높음에 따라 원위부위의 움직
임을 최소화하여 공을 안정적으로 튕기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련도가 높음에 따라 팔 관절 간의 상관
관계가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드리블 기술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Broderick & Newell,
1999).
숙련자의 체계적인 팔의 협응구조는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
성과 공과 손의 접촉시간(ball-hand contact time)에 영향을 미친다
(Katsuhara et al., 2010). Katsuhara와 동료(2010)는 공을 튕기는
구간을 공이 튀어 오르는 동안 손과 공이 접촉하기 직전까지의
접촉하지 않은 구간(noncontact time during upward motion of the
ball), 손과 공이 접촉하는 구간(contact time), 공이 손에서 떨어
져

바닥으로

튕기기전까지의

구간(noncontact

time

during

downward motion of the ball) 등으로 구분하여 숙련도에 따라 공
과 손의 접촉시간과 공을 튕기는 정확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숙련자 집단에서 공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구간
이 초보자 집단보다 더 짧았고, 공과 손의 접촉시간 또한 더 길
게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초보자 집단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지점에 공을 튕기는 양상을 보였
다.
숙련도에 따른 드리블 기술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숙련도가 높을 수록 공의 궤도를 적절하게 예측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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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위치에 공을 튀길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
합한 팔의 협응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３절 협응의 이해

제１항 협응의 개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운동기술(motor skill)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육과 관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운동기술들 마다 근육과 관절 단위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Magill, 2011). 테니스의 서브를
넣거나 공을 던지기와 같은 대근운동기술(gross motor skill)은 다
리, 허리, 팔을 구성하고 있는 각 관절과 근육을 순차적으로 사
용하여 적합한 조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공을
던지거나 테니스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 반면에 펜을 들어올리
거나 기타 치기, 키보드 타이핑과 같은 소근운동기술(fine motor
skill)에서는 팔, 손, 손가락 등의 작은 근육과 관절을 순차적으
로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운동기술은 신체의 관절과 근육을 얼마나 조화
롭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적합한 목표에 달성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적절한 신체 요소의 형태를 협응(coordination)이라고 한다
(김선진, 2009; Magill, 2011).
Turvey(1990)는 이러한 협응의 정의를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머리, 몸, 사지의 상대적인 형태라고 하였으며, 이 정의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째, 협응은 머리, 몸 그리고 사지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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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형태의 특징을 말한다. 하지만 협응이라는 말은 숙련자의
특성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수행자의 머리, 몸 그리고 사지의
체계적인 움직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Magill, 2011). 신체의
체계적인 움직임 특성은 가장 목표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중시되며, 운동기술을 학습 과정 중 새로운 협응
형태가 나타난다(김선진, 2009).
둘째, 협응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변화하는 환경
에 따라 운동기술을 수행할 목표가 달라지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머리와 몸, 사지의 협응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김
선진, 2009). 예를 들어, 농구에서 접근하는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라 드리블 하고 있는 공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공의 높이를
다르게 수행하며, 이때 순간적으로 손목, 팔꿈치, 어깨, 머리,
다리 등의 부위에서 다른 협응 형태로 변하게 된다(Mohamed et
al., 2005).
이러한 협응 형태는 운동기술 숙련도와 역학적, 해부학적, 생
리학적

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Bernstein(1967)은 이러한 협응의 관점을 자유도 문제(degree of
freedom problem)와 맥락조건 가변성(context conditioned variability)
문제로 설명하였다. 인간은 다양한 운동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1014 개의 신경단위, 103 개의 근육, 102 개
의 관절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운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bernstein(1967)은 자유
도(degree of freedo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자
유도는 시스템의 독립적인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
해 최소한의 운동학적 좌표의 수이며,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의 움직임을 관절 수
준에서 자유도를 살펴보면, 팔은 어깨, 팔꿈치, 아래팔(fore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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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어깨는 3차원 평면, 팔꿈치는 1
차원 평면, 아래팔은 1차원 평면, 손목은 2차원 평면에서 움직
임 가능하다. 이를 합산해 보면 팔의 자유도는 총 7개로 알 수
있다. Bernstein(1967)은 이러한 자유도를 수행자의 숙련도에 따
라 자유롭게 변화 가능하며, 학습 초기에는 각 분절의 자유도를
활용할 수 없어 그 수를 고정시키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고정
되어 있던 자유도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학습과정을 동안
새로운 협응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２항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dynamic system
theory)

운동제어 분야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
구가 되어 왔다. 인간은 수많은 신경과 근육, 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시스템의 조화(harmony)를 통해 움직임을 만들
어 낸다. 이러한 복잡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 인간의 움직임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불수의적인 움직
임을 통해 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반사이론(Sherrington,
1906)부터 정보처리관점에서 피드백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폐쇄회로 이론(closed-loop theory; Adams, 1971), 폐
쇄회로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빠른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방회로 이론(open-loop theory),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
회로 이론의 장점을 통합한 도식이론(schema theory; Schmidt,
1975) 등의 이론을 제기하였으나, 복잡한 인간의 움직임을 설명
하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선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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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론은 인간의 수많은 자유도를 통해 나타나는 복잡
한 운동을 인가의 기억표상(representation)만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Bernstein(1967)은 인간
의 복잡한 운동을 CNS(central nervous system)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신경, 근육, 관절 수준에서의 자유도 문제(degree of
freedom problem)를 주장하였다. Bernstein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스템 중 관절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
며, 수많은 자유도의 조화로 만들어진 Redundant 움직임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학습 수준에 따
라 Dynamical 자유도의 수는 변화하며, 숙련도가 높을수록
Dynamical 자유도의 수를 늘려 과제 움직임의 가변성을 증가시
킨다. 이러한 원인은 많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며, 이
와 같은 많은 해결책은 신체의 자유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Bernstein은 이를 ‘자유도의 풀림(releasing degree of
freedom)’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초보자의 경우 신체의 수많
은 Mechanical 자유도를 컨트롤하지 못하여 Dynamical 자유도를
줄이는 전력을 사용한다. 이는 가변성은 줄어들지만 과제 수행
에 대한 정확성 및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를 ‘자유도의 고정
(freezing all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만 중요시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제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ewell(1986)
은 인간의 움직임을 환경(environment), 유기체(organism), 과제
(task)인 3가지 제한요소(constraint)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기
조직(self-organiztion)의 원리와 비선형성(non-linearity)의 원리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인간행동은 선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하는 비선형적인 움직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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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이를 다이나믹 관점에서의 비선형성의 원리 이라고 한
다(Magill, 2011). 예를 들어, 물이 끓는 시점은 특정 온도의 조
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제한요소(constraint)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선형적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안정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성이 있으며 만
약 이 깨트릴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형태를 변화시켜 자신
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이를 운동제어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의 주관심사가
되었다. 그 중 비선형적인 움직임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는 Kelso의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Kelso(1984)는 비선형적 움
직임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양 손의 검지손가락을 연속적으로
굽히고 펴는 과제를 활용하여 속도에 따라 양쪽 손가락 협응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실험에서 두 손가락 움직임이 반
대방향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특정한 속도에서 안정적
인 상태를 보였으며, 이 중 두 손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
는 협응 형태를 Anti-phase(한쪽 손가락이 펴지면 반대쪽 손가
락은 굽혀지는 동작)이라고 하며, 반면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는 협응 형태를 In-phase(두 손가락 모두 굽히고 펴짐이 동
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한다. 두 위상 모두 특정 속도에서
안정적인 협응 형태를 보이지만, 두 손가락이 180 ° 의 Antiphase으로 움직이는 과제 수행 중, 속도가 점차 빨라 짐에 따라
비선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두 손가락의 위상차가 0 ° 혹은
360°인 In-phase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Kelso, 1984).
이러한 현상을 상변이(phase transition) 현상이라고 한다(김선진,
2009; Magill, 2011).
협응 형태의 상변이 현상은 실험실 상황에서 수행하는 과제
뿐만 아니라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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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수영에서 자유형 할 때 속도
가 변화함에 따라 팔의 협응 형태에서도 상변이 현상이 나타났
으며(Seifert et al., 2004), 이 외에도 걷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달
리기 동작으로 변화하는 상변이 현상 또한 발견되었다. 이러한
협응 형태의 상변이 현상은 변화하는 환경속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제４절 정확성 및 일관성 연구 방법

제１항 정확성 및 일관성의 개념

스포츠의 운동수행력을 평가하기 위해 운동 협응구조 평가와
같은 신체 분절의 움직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수행력에 있어 정확성
(accuracy)과 일관성(consistency)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
요하다(김선진, 2009). 이러한 정확성과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운동제어 학문에서는 다양한 오차점수(error score)를 사용한
다. 오차점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목표점수와 실제점수의
차이를 계산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이때 표준편차를 수행 오차라고 한다.
운동제어 학문에서 보통 과제의 특성에 따라 1차원 과제의 오
차점수 혹은 2차원 과제의 오차 점수로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
는 1차원 혹은 2차원 과제의 각 특성은 정확성 혹은 일관성을
측정해야 하는 과제의 목표가 한 축만 존재하는 1차원 과제인
지, 반면에, 두개의 축으로 되어있는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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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
구공을 지면반력기 위에 튕기는 과제로서 x, y축의 위치 값이
필요한 2차원과제에 대한 오차 점수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로 인해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방식은 2차원 오차 점수
인 평균반경오차(mean radial error: MRE)와 평균표준편차(mean
standard deviation)를 사용하였다.

제２항 정확성(accuracy)의 측정

2차원 과제의 정확성은 2차원 공간상의 과제에서 제시한 목
표 점수와 실제 시행의 점수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통
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총 사격에서 정확성를 평가할
경우, 표적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부분인 정중앙의 흑색 조준
구역에 ‘얼마나 근접하게 맞추었는가?’를 평가한다. 이때 사
격에서는 1점부터 10점까지 득점원을 나누어 평가하며, 정중앙
의 흑색 조준구역에 다 맞출 경우 가장 정확하게 수행한 것이
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X, Y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평
면에서의 정확성은 목표지점을 (0,0) 기준으로 과제 시행 시 목
표와 과제 시행 시 간의 떨어진 거리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확
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반경오차(radial error; 공식 1-1)로 평가
한다(김선진, 2009).
RE = √𝑥 2 + 𝑦 2 (공식 1-1)
MRE =

𝛴𝑅𝐸𝑖
𝑛

(공식 1-2)

(𝒙𝒊 , 𝒚𝒊 : 𝒊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좌표 값, n: 총 시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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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오차는 각 축의 값에 제곱을 하여 더한 후 루트(root)를
이용하여 제곱을 상쇄시켜준다. 이러한 값은 목표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값으로 떨어진 정
도는 측정할 수 있다. 이 평가 방법은 한번의 시행을 평가하는
것이며, 2회 이상 시행 시 평균반경오차(mean radial error; 공식
1-2)를 사용한다. 평균반경오차는 총 시행 수의 반경오차를 합
산한 뒤 시행수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 수행
에 있어 목표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측정
할 수 있다(김선진, 2009).

제３항 일관성(consistency)의 측정

사격, 양궁, 다트 던지기와 같은 조준하는 스포츠에서는 목표
점수에 근접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행마다의 편
차를 낮게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하게는
던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구질의 공을 일관적으로 던지지 못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러한 일관성
은 목표와 수행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정확성과 반대로 각 시
행 간의 차이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며, 2차원 과제의 경우 중앙
반경오차(subject-centroid radial error; 공식 2-1) 공식을 활용하
여 평가한다(김선진, 2009).
𝛴𝑥𝑖 2
)
𝑛

SRE = √(

𝛴𝑦𝑖 2
)
𝑛

+(

(2-1)

𝛴[(𝑥𝑖 −𝑥𝑐 )2 +(𝑦𝑖 −𝑦𝑐 )2 ]
𝑛

B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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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𝒙𝒊 , 𝒚𝒊 :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좌표 값, n: 총 시행 수)

중앙반경오차는 2차원 과제에서 얻어진 X, Y 두 축의 좌표
값을 통해 각 축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그리고 각 축 평균에 제
곱하여 더한 다음 루트(root)를 이용하여 제곱을 상쇄시켜 매
시행 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다
음 시행 간에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축의 중앙점수와 각
시행 점수 간의 차이를 산출한 뒤 이를 제곱하여 합산하였다. 그
리고 합산된 점수를 수행 수로 나누었고, 이를 루트를 활용하여
제곱을 상쇄시켜 이원변량 가변오차(bivariate variable error; 2-2)
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이원변량 가변오차는 한 피험자의 수행
간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에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간에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중앙반경오차
(goup-centroid radial error; 3)를 사용한다(김선진, 2009).
𝛴𝑥𝑐𝑖 2
𝑝

GRE = √

+

𝛴𝑦𝑐𝑖 2
𝑝

(3)

(𝒙𝒄𝒊 , 𝒚𝒄𝒊 : 수행자 개개인 중앙 점수의 좌표값, 𝒑: 총 수행수)

집단의 중앙반경오차는 공식(3)으로 평가한다. 개인별 중앙
점수에 전체의 중앙점수를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중앙 값을
바탕으로 중앙반경오차와 같은 집단의 중앙반경오차 공식에 대
입하여 산출한다(김선진, 2009). 이를 바탕으로 2차원 조준과제
에서의 일관성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일관
성을 평가할 시 한가지 단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최종 수행의
위치인 x, y를 결합하기 때문에 일관성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연구에서 x축은 좌우측을 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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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면에 y축은 위아래 혹은 전방 및 후방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과제를 분석할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선행연구에서는 x축과 y축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각 축에 대한 표준편차를 따로 분석하며, 총 수행의 표준편차
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한다. 이를 통해 과제
수행 간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
로 활용되고 있다.

28

제３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숙련도에 따른 농구 드리블의 정확성 및 일관
성과 팔 관절 간의 협응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차이를 규
명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속도와 중간 속도, 빠른 속도인 3가지
조건에서 정적인 높은 드리블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１절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숙련도에 따라 숙련자와 초보자 두 집단으로 구
분하여, 숙련자 집단 9명과 초보자 집단 8명씩 총 17명의 피험
자를 모집하였다. 17명 중 숙련자 1명은 자료수집 중 지면반력
기에서 추출한 원자료의 문제로 인해 제외하였고, 초보자 1명은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숙련자 집단은
2년이상 대학 농구팀소속으로 대한농구협회에 선수 등록되어
있으며, 아마추어 농구대회를 매년 참여하는 S대학 농구부 선수
로 구성하였다. 초보자 집단은 농구동아리 활동 혹은 농구 수업
을 수강한 경험이 없으며, 월 2회 이하의 농구 경험이 있는 일
반 S대학 학생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 비슷한 팔길이를 가지
고 있는(P = 0.355) 우세손이 오른손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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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 대한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집단

인원(명)

우세손

연령(년)

팔 길이(cm)

신장(cm)

숙련자

8

오른손

26.8±2.86

75.9±4.65

180.6±5.17

초보자

7

오른손

23.1±2.76

74±3.00

175.8±3.23

제２절 실험 도구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농구 드리블 과제의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 관
절 간의 협응구조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험 도구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１항 실험도구

영상 분석 시스템
농구 드리블 과제 동안 다른 속도 조건에 따라 두 집단의 중
수지절-손목, 손목-팔꿈치, 중수지절-팔꿈치 간의 협응구조
차이를 분석하고자 동작 분석 시스템(3D motion capture camera:
Qualysis, Savebalden, Sweden)을 사용하였다. 실시간으로 각 관절
이 움직이는 각도(angular displacement)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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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대의 적외선 카메라(Qualisys Oqus 500, Sweden)로 피험자의
상지에 부착되어 있는 직경 15mm 구형 반사마커 4개, 20mm 구
형 반사마커 3개인 총 7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본 추출
비율(sampling rate)은 100Hz로 설정하였으며, L-shape reference와
T-shape calibration wand(길이: 60cm, 폭: 45cm)는 실공간 좌표
설정을 위해 사용하였다<그림 1>.

그림 1 (좌) L-shape reference와 T-shape calibration wand, (우)
Qualisys 적외선 카메라

지면반력 측정시스템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형인 지면반력기(AMTI OR6-7, USA, 1대)를 사
용하였다<그림 2>. 이 장치는 x축, y축, z축의 힘과 각 축의 모멘트
(moment) 성분을 동시에 측정하여, 전후(AP; anteroposterior), 좌
우(ML; mediolateral) 방향에서의 공이 튕기는 좌표 값(COP;
center of pressure)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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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농구공(basketball)
과제에서 사용하는 공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7호
공(FIBA, 2014)을 사용하였다<그림 3>. 본 측정에 사용된 공은
어두운 오렌지색 계열의 공으로써, 둘레는 749~780mm, 무게는
567~650g 정도인 공이다. 공의 밑부분 기준으로 1,800mm에서
떨어뜨렸을 때 공의 윗부분이 1,200~1400mm 높이까지 튀어 오
르는 공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 성인용 농구공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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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카메라
과제 난이도 조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피험자가 선호하
는 드리블 속도와 가장 빠른 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로써
비디오 카메라(SONY, HD AVCHD; 그림 4)를 사용하였다.

그림 4 비디오 카메라

메트로놈(Metronome)
독립변인 중 과제 난이도 조건인 드리블 속도를 조절하기 위
해 메트로놈(Metronome, panoramic software inc.)을 사용하였다.
드리블 속도는 각 피험자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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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측정방법

드리블 정확성 측정
높은 드리블 과제 시 드리블 능력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측정하
기 위해 지면반력기 위에서 과제를 수행하였고, 공을 튕기는
AP, ML 방향에 대한 COP의 좌표 값(ML: COPx, AP: COPy)과 지
면반력기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표적에 대한 좌표 값을 바탕으
로 측정하였다. 지면반력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표본 추
출 비율(sampling rate)은 100Hz로 설정하였다.

팔 관절 간의 협응구조
팔의 협응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팔꿈치-손목(EW), 손목-중
수지절(WF), 팔꿈치-중수지절(EF)관절 간의 움직임을 프리퀀
시 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위상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중수지절 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과 손목(wrist), 팔꿈치(elbow)의 관절각도를 측정하였으며,
자신의 우세손(dominant hand)인 오른팔의 관절 각도 값은 <그
림 5>와 같이 측정하였다. 관절 주변 3부분의 마커 위치를 활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착한 오른팔 마커의 위치는 <그림 5>
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실험을 측정하기 전 적외선 카메라와 반사마커 간에 오차
범위를 교정(calibration)하고 마커의 기준이 되는 3차원 좌표 설
정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Qualisys Track
Manager(QTM, Swede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커의 3차원 공
간 좌표 값을 산출하였고 QTM에서 제공하는 각도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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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그림 5 팔 관절의 협응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오른팔의 마커
위치(해부학적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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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실험 절차

숙련도에 따라 드리블의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 관절 간의 협응
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１항 사전검사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 독립변인인 과제 난이도에 대해 기준
을 설정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
른 속도와 가장 선호하는 속도의 높은 드리블 과제를 측정하였
다. 이때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20초의 영상 중 5초에서 15초
까지 총 10초 동안의 영상을 분석하였다. 10초 동안의 선호하는
속도와 가장 빠른 속도를 Hz 또는 BPM단위로 계산하였다. 계
산 방법은 10초 동안 공이 몇 번 튕겼는지를 측정하였고 가장
빠른 속도와 선호하는 속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과제
난이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가장 빠른 속도와 선호하는 속도
의 차이의 일정 비율을 통해 선호하는 속도(0%), 중간 속도
(40%), 빠른 속도(80%)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산출하는 공식(4)
은 다음과 같다.

과제 난이도𝑖 = (𝑀 − 𝑃) × 𝑥𝑖 + 𝑃 (4)
(M: 가장 빠른 속도; P: 선호하는 속도; 𝒙𝒊 : M과 P 차이의 특
정 비율)
공식(4)에서 M은 10초 동안 촬영한 가장 빠른 속도로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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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수행한 과제를 바탕으로 60초 동안의 드리블 횟수를 추정한
값이다. 60초 동안 드리블 횟수를 추정하기 위해 10초 동안 드
리블 횟수에 6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P 또한 M과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촬영한 선호하는 속도의 드리블을 60초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을 의미한다. 𝑥𝑖 는 각 과제 난이도 선정에 대한 척도
비율을 의미하며, 선호하는 속도의 𝑥𝑝 는 0; 중간 속도의 𝑥𝑚 은
0.4; 빠른 속도의 𝑥ℎ 는 0.8의 값을 의미한다. M과 P의 차이에 𝑥𝑖
를 곱하여 그 비율을 선호하는 속도에 더해 난이도를 조정하였
다. 위와 같이 난이도를 선정한 이유는 선호하는 속도를 고려하
지 않고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속도로 과제 난이도를 제공
하였을 때, 느린 속도에서 다른 속도 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며,
반대로 빠른 속도에서 과제 난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속도를 가장 낮은 난이도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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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실험도구 배치 및 3차원 공간 설정

본 실험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
도구를 배치하였다. 3차원 공간 분석을 위해 8대의 적외선 카메
라를 과제 수행 공간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지
면반력기는 8대의 적외선 카메라의 촬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
록 중앙에 배치하였다<그림 6>.

그림 6 실험 도구 배치

3차원 영상 분석을 위해 마커가 붙어 있는 L-shape reference
를 지면반력기를 기준으로 위치시킨 후 600.8mm 간격으로 마커
가 붙어 있는 T-shape wand를 30초 동안 실험과제를 수행할 공
간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움직였다. 영상 분석기의 실시간 평균
오차는 0.4~0.6mm 사이로 교정하였다. 또한 지면반력기의 위치
를 정의하기 위해 지면반력기 모서리에 마커를 부착하였고 이
를 Qualisys Track Manager(QTM) 프로그램을 통해 지면반력기
위치를 설정하였다. 지면반력기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이 (0, 0)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지점으로부터 위 혹은 우측으로 이동할
수록 양의 수로 증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숙련도에 따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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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면반력기
중앙에 4𝑐𝑚2 인 정사각형의 표적을 부착하였다. 본 실험을 측정
하기 전 지면반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을 지면반력기 중앙에 10번 튕긴 후 측정하였다.

제３항 복장 및 반사마커 부착

실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반사마커의 위치는 <그림 7>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7 팔의 협응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팔과 손의
반사마커 위치

모든 피험자는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각 팔 관절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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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직경 15mm 그리고 20mm의 반
사마커를 오른 팔 피부에 직접 부착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측정
하지 않는 하반신은 반사마커를 부착하지 않고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측정에 임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총 7개의 반사마커들
중 4개는 2번째 손가락의 손허리뼈(metacarpus) 양 끝, 손가락뼈
(phalanges)의 첫마디뼈(proximal phalanx)와 중간마디뼈(middle phalanx)
가 만나는 쪽의 첫마디뼈 끝 쪽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5번째 손가락 손
허리뼈 끝에 부착하였으며(Braido & Zhang, 2004; Fernandes & de Barros,
2012), 나머지 3개의 마커는 손목(wrist)과 팔꿈치(elbow) 관절의 외측
(lateral)에 부착하였고, 어깨(shoulder)는 견봉(acromion)위에 부착하였
다(Chiang & Yeou Teh Liu, 2007).

제４항 드리블 과제

본 실험의 과제는 정적인 드리블 기술 중 높은 드리블(방열,
2006) 과제를 통해 분석하였다. 높은 드리블은 농구공을 수행자
의 허리 높이만큼 공을 튕기는 기술이며, 이때 피험자는 드리블
을 수행하는 손의 반대발을 오른발을 기준으로 전방 45° 위치
시킨 후 양다리의 무릎을 살짝 굽혀준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드리블을 수행하는 손을 기준으로 반대손은 드리블을 하고 있
는 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몸 앞쪽에 두며, 드리블을 수행하는
손의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여 공을 튀긴다. 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피험자는 공을 보지 않은 채 전방 2m 앞에 있는 목표
물에 시선을 고정시킨 뒤 공을 지면반력기 위로 드리블하였다.
이때 피험자는 지면반력기 위에 표시되어 있는 가로, 세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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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cm인 정사각형 목표점에 공을 튀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
하게 과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팔
의 협응구조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피험자들은 몸통과
하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였고 최대한 팔을 사용하여 본 과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메트로놈에서 제
공하는 리드미컬한 청각 피드백에 따라 최대한 메트로놈의 박자
와 동일한 속도로 40초 동안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2 농구 드리블 과제 시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수행 횟수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수행(횟수)

과제
수행 팔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

총 수행

오른팔

2

2

2

6

드리블 과제는 오른손으로 3가지 드리블 속도 조건 당 2번씩
총 6번 실시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10
초 동안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어 연습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피
험자가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 조건 하에 메트로
놈의 박자에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수행 마
다 쉬는 시간은 1분씩 제공하였고, 난이도 조건 마다 3분의 쉬
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드리블 속도 기준은 3
절 1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확한 자료분석을
위해 본 실험과제 수행 중 공이 지면반력기 밖으로 나가거나
과도한 몸통 및 하체의 움직임 또는 시선을 공에 집중하는 등의
수행은 자료분석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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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실험 설계

농구 드리블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 3>과 같이 독립
변인은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은 드리
블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 관절 간의 협응구조로 선정하였다.
표 3 실험설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숙련도

드리블

숙련자

초보자

정확성 및 일관성

과제 난이도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

팔의 협응구조

제５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상 분석 시스템과 지면반력기를 통해 얻은
자료를 MATLAB 프로그램(Mathworks, Inc., Natick, MA, USA)과
MS Excel 프로그램(Microsoft,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１항 노이즈 제거

드리블 과제 수행 시 팔의 협응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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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3차원 자료는 버터워스저역 필터(4th order double pass
Butterworth

filter)로

필터링

하였다.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에 대한 설정은 인간의 움직임이 10Hz 이상으로 움직
일

수

없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Lanshammar,

1982;

Larivière, Arsenault, Gravel, Gagnon, & Loisel, 2001), 본 실험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프리퀀시에 대한 상한점을 알아보기 고속푸
리에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s)을 이용하였다. 그 결
과 5Hz 이상의 자료의 Power는 0에 가까웠으며, 이를 노이즈
(noise)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본 연구 과제 수행 시 드리블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분석하
기 위해 300N 이상의 COPx와 COPy 값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300N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공이 지면반력기에 튕긴 위치를
찾기

위함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400N으로

연구했으나

(Katsuhara, Fujii, Kametani, & Oda, 2010) 본 연구에서는 초보자 집
단에서 400N을 넘는 드리블 횟수가 30미만인 피험자도 존재하
여 300N으로 낮추었다. 그러므로 300N미만에서의 드리블 수행
은 노이즈로 간주하였으며, 300N이상의 자료 중 30개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２항 주요변인 산출방법

1) 드리블 정확성(accuracy)
본 연구는 드리블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면반력기에서
표본 추출 비율은 100Hz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40초 동안 4000
개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공이 튀긴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
서 QTM에서 제공하는 Force z값을 참고했으며, Force z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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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N이상되는 시점을 드리블이라 정의하였다(Katsuhara et al.,
2010). 300N이상 되는 30회의 바운드 위치를 산출하였으며,
COPx, COPy값을 통해 과제에서 제시된 표적에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블 수행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드리블 정확성은 지면반
력기에 부착되어 있는 넓이가 4cm2 정사각형인 위치를 측정하
고 이를 통해 목표지점을 (0, 0)으로 영점을 이동시켰다. 수행
오차의 절대적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반경오차(radial error; RE)
를 산출하였으며(5-1), 이는 공식(5-2)와 같은 평균반경오차
(mean radial error; MRE)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RE = √𝑥 2 + 𝑦 2 (5-1)
MRE =

𝛴𝑅𝐸𝑖
𝑛

(5-2)

공식(5-1), (5-2)는 반경오차(RE)와 평균반경오차(MRE)를
말하는 것이며, 공식(5-1)에서의 x는 지변반력기에서 추출한
COPx(ML방향), y는 COPy(AP방향)의 좌표 값을 의미한다. 그리
고 공식(5-2)의 i는 과제를 시행한 차례를 의미하며, MRE는 각
시행의 반경오차 합을 구하여 총 시행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 드리블 일관성(consistency)
본 연구에서는 드리블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드리블 정확
성과 마찬가지로 Force z값이 300N이상되는 수행을 드리블로 정
의하였다. 지면반력기에서 100Hz로 얻어진 공의 COPx, COPy값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행 간의 편차를 확인하였다. 드리블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visual 3D에서 제공된 COPx와 COPy를
추출하고, 각각의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40초 동안의 드
리블 과제 중 드리블 30회만 추출하였으며, 해당되는 COP 값의
표준편차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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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의 협응구조 변인
3차원 동작 촬영장비를 통해 팔의 각 관절에 대한 위치 자료
를 100Hz로 받았으며, 각 관절의 각도는 연속되는 3개의 관절
에 대한 위치 값을 참고로 QTM에서 제공하는 각도 값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 관절의 각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중수지절 관절 각도: 근위지절간 관절 – 중수지절 관
절 – 손목 관절의 위치 값
② 손목 관절 각도: 중수지절 관절 – 손목 – 팔꿈치 관
절의 위치 값
③ 팔꿈치 관절 각도: 손목 – 팔꿈치 – 어깨 관절의 위
치 값

본 실험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된 팔 관절 각도 값을 통
해 협응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Cophase 분석방법을 통해 팔
의 협응구조를 비교하였다.
−𝑖𝑚𝑎𝑔(𝑝𝑥𝑦 )

cophase = arc tan (

𝑟𝑒𝑎𝑙(𝑝𝑥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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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𝜋

)×(

(6)

공식(6)에서 𝑝𝑥𝑦 는 x와 y에 대한 Cross-Power Spectral density이
며(Bloomfield, 2004), 각 관절의 움직임을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ations; FFT) 분석을 통해 메트로놈에서 제공된
속도에 맞추어 두 관절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가장 높은 파워
(peak power)값을 측정하였다. 그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설정하
였고, 이 프리퀀시 구간을 모달프리퀀시(modal frequency)라 한다.

그림 8 숙련자의 높은 드리블 과제 수행 시 손목과 팔꿈치 관

절 각도 값을 FFT를 사용하여 시간영역에서 프리퀀시영역
으로 변환한 그래프이다. x축은 프리퀀시(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각 프리퀀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양을
나타낸다.

<그림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Power 값이 가장 높은 구간
을 모달프리퀀시라고 하며, 이 구간을 공식(6)인 Cophase를 통
해 중수지절, 손목, 팔꿈치 관절 간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이
러한 Cophase는 두 변인 사이의 시간차(time lead-lag)를 프리퀀
시 영역에서 분석하는 것이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동일
한 주기로 움직이는 In-phase에 가까우며, 반면에 180°에 가까
울수록 반주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움직이는 Anti-phase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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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ophase은

원위관절(distal

segment)의 위상각에서 근위관절(proximal segment)의 위상각 차
이를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 값은 위상면(phase space)상
에서 근위관절보다 원위관절의 움직임 주기가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 값은 근위관절의 움직임 주기가 앞서 나타
난다고 의미한다(Stergiou, 2004).

그림 9 빠른 속도로 드리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숙련자 EW
Cophase 그래프이다. x축은 프리퀀시(속도)를 뜻하는 것이
고, y축은 근위관절인 팔꿈치와 원위관절인 손목 간의 상대
위상을 프리퀀시 영역에서 나타낸 것이다.

공식(6)을 이용하여 EW의 Cophase를 추출하면 <그림 9>와 같
은 그래프가 나타난다. 0부터 5Hz까지의 자료 중 가장 높은 파
워 중심으로 ±1 프레임(frame) 간격에 있는 모달프리퀀시 구간
을 구하고 이 구간 내의 Cophase값을 추출하여 평균하였다.
Cophase값은 각도 단위이므로 선형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각도의 범위는 0°에서 359°까지 범위가 정
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ophase값에서 359°도 In-phas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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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0°또한 거의 동일한 현상을 의미함으로 비선형적인 방법
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사
용하는 비선형적 통계 기법인 Circular statistics으로 분석하였다.
Circular statistics으로 산출한 Cophase의 평균값은 각 난이도의
첫번째 수행에 대한 값이며, 이 값과 두번째 수행에서 산출한
Cophase의 평균값을 평균하여 각 조건에서의 피험자의 대표
Cophase 값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EW, WF, EF의 Cophase값을 3가지 난이도 조건에서
협응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숙련도에 따라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６절 통계 분석

제１항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 비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드리블 정확
성과 팔의 협응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속변인인 드
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은 숙련도(초보자×숙련자)와 난이도(선호
하는 속도×중간 속도×빠른 속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종
속변인으로 산출된 평균반경오차(MRE; 정확성)와 COPx, COPy
의 일관성(표준편차)에 대한 정규성 분포를 입증하기 위해
Koimogorov-Smirnov,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등분
산성을 입증하기 위해 Maucly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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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E 정확성에 대한 정규성 분포 및 등분산성 검증
드리블 정확성을 분석하기 전에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Koi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정를
통한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집단
혹은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 MRE 변인은 정규분포과 같은 성질
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aucly의 구형성 검정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MRE 변인에서 분산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
해 본연구에서는 비모수(nonparametric)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독
립변인 간 비교 분석하였다.

2) COPx의 일관성에 대한 정규성 분포 및 등분산성 검증
COPx를 분석하기 전에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Koi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정를 통한 정

규성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각 집단
혹은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 COPx 평균 표준편차 변인이 정규분
포임을 입증하였다. Maucly의 구형성 검정을 통한 등분산성 검
정에서는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만 유
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 검정을 위한 변인
간에 등분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상호작용효
과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제공하는 다변량 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3) COPy의 일관성에 대한 정규성 분포 및 등분산성 검증
COPy를 분석하기 전에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Koi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정를 통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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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각 집단 혹
은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 COPy의 표준편차 변인이 정규분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Mauc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과제 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과제 난
이도 조건에서는 변인 간에 등분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과제 난이도에

대한 주효과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제공하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4) 사후 검정
3가지 종속변인 모두 숙련도(초보자 × 숙련자)와 과제 난이도
(선호하는 속도×중간 속도×빠른 속도) 변인에 따른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정확성은 비모수 통계의 분산분석인 Friedman과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관성은 모수 통
계인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의 유의수준은 𝛼=0.05로 설정하였으며, 다
중비교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의
유의수준은 공식(7)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정하였다.
Bonferroni correction =

𝛼
𝑀

(7)

공식(7)에서 M은 사후검정한 가설 수를 말하는 것이고, 𝛼 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
(7)을 바탕으로 각 종속변인의 사후검정 유의수준을 설정하였다.
드리블 정확성과 일관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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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팔의 협응구조 비교 분석
Cophase는 두 관절 움직임을 각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Cophase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Circular statistics을
활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Mardia, 1975). 숙련도(초보자 × 숙련
자)와 난이도(선호하는 속도×중간 속도×빠른 속도)에 따라 EW,
WF, EF 간의 협응구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Harrison-Kanji
test를 사용하였다. Harrison-Kanji test 검증을 통하여 나타난 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으로 인해 산출된 평균값들
을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으로는 Watson-Williams test를 사
용하였으며, 다중 비교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서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팔의 협응구조를 비교하
기 위해 유의수준을 Harrison-Kanji test에서 𝛼= 0.05, 사후검정에
서는 𝛼= 0.017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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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 관절 간의 협
응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드리블 정확성은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
에 따른 수행오차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일관성은 드리블 수행 간
의 편차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반면에 팔의 협응구조는 숙련
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EW, WF, EF 관절 간의 협응구조를 비
교 분석하였다. 크게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과 팔 관절의 협
응구조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１절 드리블 정확성 및 일관성

본 연구는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드리블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높은 드리블 과제를 실시하였다. 정확성은
평균반경오차(MRE) 변인을 통해 각 독립변인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으며, 일관성은 COPx, COPy의 표준편차를 통해 비교 분석하
였다. 드리블 정확성 변인에서만 모수 통계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드리블 정확성은 비모수 통계방법을 통
해 차이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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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숙련자(파란점)와 초보자(빨간점)
중 각 집단의 한 명에 대한 공을 튀긴 위치를 나타낸 그래
프: y축은 COPy값이며, x축은 COPx값을 의미한다. 검은색
네모 박스는 타겟의 위치이며, a, d는 선호하는 속도; b, e는
중간 속도; c, f는 빠른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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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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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Hz)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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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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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2.5
2
1.5
1
0.5
0

c)
3.5
3
2.5
2
1.5
1
0.5
0

subject's speed

task speed

그림 11 숙련자 집단에서 각 피험자가 수행한 드리블의 프리퀀

시(검정색 막대)와 메트로놈에서 제공하는 프리퀀시(흰색
막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피험자이며, y축은 프리
퀀시(속도)를 의미한다. a)는 선호하는 속도; b)는 중간 속
도; c)는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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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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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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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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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초보자 집단에서 각 피험자가 수행한 드리블의 프
리퀀시(검정색 막대)와 메트로놈에서 제공하는 프리퀀
시(흰색 막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피험자이며,
y축은 프리퀀시(속도)를 의미한다. a)는 선호하는 속도;
b)는 중간 속도; c)는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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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그림 10>은 각 집단을 대표하는 피험자의
드리블 수행에 관한 것이다. 점의 색깔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중앙의 정사각형은 드리블 표적을 나타낸다.
과제에서 제공한 속도 조건과 실제 수행에 간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림
11>과 <그림 12>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은색 바는 피험자가
수행한 드리블 속도이며, 이는 공이 튕긴 자료를 FFT 를 통해
추출 하였다. 반면 흰색 바는 피험자의 사전 검사에서 추출한
자료에 대한 값이다. 그 결과 모든 피험자는 제시한 과제
속도에 맞추어 적합하게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제１항 평균 반경오차(MRE)의 정확성 비교

드리블 정확성은 목표지점과 COPx, COPy 지점 사이의 차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차이는 RE 공식(5-1)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자료는 MRE 공식(5-2)을 통해 분석하였다. MRE값은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정확하게 드리블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
과 원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
므로 모수 통계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기
법을 사용하였다. 숙련도에 대한 주효과 검증은 Mann-whitney 검
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과제 난이도에 대한 주효과 검증은
Friedman 검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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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MRE에 대한 정확성 분석결
과

※

변량원

자유도

비교

p-value

숙련도

1

U = 19

.336

과제 난이도

2

χ2 = 2.533

.282

χ2은

Friedman 검정으로 산출된 자료이며, U는

P < .05*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산출된 자료이다.

<표 4>과 같이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숙련도: P = 0.336, 과제 난이도: P =
0.282).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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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COPx의 일관성 비교

드리블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ML방향에 대한 수행 간의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COPx의 평균 표준편차는 0mm에 근접
할수록 ML 방향으로 위치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일관적인 드리블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지 난이
도 조건인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에 대한 COPx의
평균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숙련도와 과제난이도 간의 COPx의 일관성 비교 분석 결과
자유도

F

p-value

숙련도

1

11.753

.021*

과제 난이도

2

4.482

.282

숙련도×과제난이도

2

2.526

.174

변량원

P < .05*

분석결과 숙련도에 대한 주효과 검증에서 초보자와 숙련자
집단 간 COPx의 일관성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39) =
11.753, p < .05*]. 반면 과제 난이도에 대한 주효과에서는 각 난
이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2, 39) = 4.482, p
= .282],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의 상효 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F(2, 39) = 2.526, p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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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COPx의 일관성 자료
과제 난이도

숙련자

초보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선호하는 속도

27.05

1.37

30.22

1.69

중간 속도

27.87

2.21

36.68

3.44

빠른 속도

28.03

3.05

39.84

3.95

전체

27.65*

2.52

35.58*

1.50
P < .05*

※ 단위 = mm

<표 6>과 같이 숙련자와 초보자 집단 간 COPx의 일관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드리블 과제 수행 중 좌우측 방향
에서 공 튕기는 위치가 초보자 집단보다 숙련자 집단에서 더
일관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간의 차이
는 7.93mm임을 발견하였다<그림 13>. 과제 난이도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난이도 조건인 선호하는 속
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 내에서 초보자와 숙련자 집단 간의
다중 비교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 과제 난이도 조건 별 숙련도에 따른 COPx의 일관성에 대
한 사후검정
과제 난이도
집단(i)

집단(j)

선호하는 속도
초보자

숙련자

중간 속도
초보자

숙련자

평균차(i-j)

표준오차

p-value

3.169

1.763

.122

8.815

2.611

.015*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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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
초보자

숙련자

11.816

6.225

.106
P < .017*

※ 과제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사후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다중비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으
로 산출하였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초보자와 숙련자 집단을 분석한 결과<표 7>
선호하는 속도에선 평균차는 3.169mm±1.763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 = 0.122). 중간 속도에서는 8.815mm
±2.611의

평균차이가

있었으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P < 0.017). 하지만 가장 평균차이(11.816mm±6.225)가
크게 나타난 빠른 속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P =
0.106).
과제 난이도에 따른 통계적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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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lateral consistancy

COPx(standard deviation)

45.00

40.00

35.00
Novice

*

30.00

Expert

25.00

20.00
preference

intermediate

high

그림 13 과제 난이도 조건에 따른 초보자와 숙련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 y축은 COPx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Novice(점선)는 초보자,
Expert(선)은 숙련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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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항 COPy의 일관성 비교

일관성 분석을 위해 AP 방향에 대한 수행 간의 편차를 산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COPy의 일관성은 0mm에 근접할수록 AP 방향으로
더 일관적인 드리블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3가지 난이도 조건
에서 COPy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
였으며,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숙련도와 과제난이도 간의 COPy의 일관성 비교 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F

p-value

숙련도

1

21.114

.004**

과제 난이도

2

24.533

.003**

숙련도×과제난이도

2

3.055

.085
P < .01**

숙련도에 대한 주효과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F(1, 39) = 21.114, p < .01**]. 과제 난이도에 대한 주효과 검증 또
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F(2, 39) = 24.533, p < .01**]. 하지
만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상효 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F(1, 39) = 3.055, p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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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COPy의 일관성 자료
과제 난이도

숙련자

초보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선호하는 속도

31.87

2.10

46.91

3.84

중간 속도

39.38

2.01

57.60

5.08

빠른 속도

37.62

1.86

65.75

5.75

전체

36.29**

1.21

56.75**

4.06
P < .01**

※ 단위 = mm

<표 9>와 같이 초보자 집단에서 COPy의 일관성은 56.75mm±
4.06이 나타났으며, 숙련자 집단에서는 36.29mm±1.21이 나타났
다. 집단 간 20.46mm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숙련자 집단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0 과제 난이도 조건 별 숙련도에 따른 COPy의 일관성에 대한
사후검정
과제 난이도
집단(i)

집단(j)

선호하는 속도
초보자

숙련자

중간 속도
초보자

숙련자

빠른 속도
초보자

숙련자

평균차(i-j)

표준오차

p-value

15.038

4.168

.011

18.217

4.292

.005*

28.131

7.364

.008*

(단위: mm)

※ 과제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사후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다중비교에서 발생하는 오
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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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과제 난이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집단 간 선호하는
속도에서 COPy의 일관성은 15.038mm±4.168 차이를 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113). 반
면에 중간 속도에서는 18.217mm±4.292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또한 존재하였다 (P < 0.01). 빠른 속도에서는 다른 두
난이도 보다 2배 가량 더 크게 차이 나타났으며(28.131mm±7.364),
이 조건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그림 14>.

표 11 과제 난이도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과제 난이도

평균차(i-j)

표준오차

p-value

–9.099

4.015

.192

빠른 속도

–12.290

3.073

.021*

선호하는 속도

9.099

4.015

.192

빠른 속도

–3.191

1.284

.142

선호하는 속도

12.290

3.073

.021*

중간 속도

3.191

1.284

.142

집단(i)

집단(j)

(단위: mm)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중간속도
빠른 속도

P < .05*

과제 난이도에서 또한 숙련도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표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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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제 난이도인 선호하는 속도와 빠른 속도에서 숙련도 간
의 차이 비교 분석결과
숙련도

과제 난이도
집단(i)

초보자

빠른 속도

숙련자

빠른 속도

집단(j)

평균차(i-j)

표준오

(단위: mm)

차

18.836

6.268

.024

5.744

2.095

.034

선호하는
속도
선호하는
속도

※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정인 다중비교에서 발

p-value

P < .01*

생하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으
로 산출하였다.

집단 간의 관계없이 각 과제 난이도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한 결과 선호하는 속도와 빠른 속도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P < 0.05)<표 11>. 반면에 중간 속도와 빠른 속도
(P= 0.142) 혹은 선호하는 속도와 중간 속도(P= 0.192)와의 관
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호하는 속도와
빠른 속도에서 숙련도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표 12>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초
보자: P= 0.024, 숙련자: P=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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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과제 난이도 조건에 따른 초보자와 숙련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y축은 COPx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Novice(점선)는 초보자, Expert(선)은 숙련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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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팔의 협응구조

본 연구에서는 팔의 협응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각 관절의 움
직임을 촬영하였으며, 과제 난이도 조건인 ‘선호하는 속도’, 중
간 속도’, ‘빠른 속도’에서 드리블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집단에서 3
가지 조건에 대한 관절의 각 움직임은 <그림 15, 16> 와 같다.

그림 15 과제 난이도에 따른 초보자 한 명의 관절 각 움직임: a)
선호하는 속도; b) 중간 속도; c) 빠른 속도; 검정색(선)은 팔꿈치
(elbow) 관절; 빨간색(선)은 손목(wrist) 관절; 파란색(선)은 중수
지절(finger) 관절을 말한다.

<그림 15, 16>에서 과제 난이도는 a, b, c 순으로 선호하는 속도,
중간 속도, 빠른 속도로 구분되며, <그림 15>은 초보자의 관절
각 움직임; <그림 16>은 숙련자의 관절 각 움직임을 의미한다.
드리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3 가지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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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의 경우 모든 관절이 일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면 숙련
자는 모든 관절에서 일관적인 패턴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드리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보자는
손목과 중수지절 관절의 사용 범위를 대략 120~170°정도의 범
위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숙련자는 대략 140~170°정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즉, 초보자가 숙련자보다 손목과 중수지절 관
절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팔꿈치 관
절에서는 초보자는 대략 80~170°범위에서 움직이는 반면 숙련
자는 50~170°정도로 움직이며, 숙련자는 초보자 보다 팔꿈치
관절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제 난이
도가 증가할수록 초보자는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숙련자는 손목 관절의 움직임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6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숙련자 한 명의 관절 각 움직임:
a) 선호하는 속도; b) 중간 속도; c) 빠른 속도; 검정색(선)은
팔꿈치(elbow) 관절; 빨간색(선)은 손목(wrist) 관절; 파란색
(선)은 중수지절(finger) 관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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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항 팔꿈치와 손목 관절 간의 협응구조

드리블 과제 수행하는 동안 EW의 협응구조를 분석하였고, 이
를 독립변인 간 비교하기 위해서 Circular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인 Harrison-Kanji test를 통해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표 13> 숙련도에 따른 EW Cophase값은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 39) = 5.762, p < .05*], 반면에
과제 난이도에 따른 EW Cophase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 39) = 1.849, p = .171].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 또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 39) = .972, p
= .387].
표 13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EW 협응구조를 비교한
Harrison-Kanji test 결과
자유도

F

p-value

숙련도

1

5.762

.021*

과제 난이도

2

1.849

.171

숙련도×과제난이도

2

0.972

.387

오차

39

변량원

P < .05 *

<표 14>은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EW Cophase 값에 대한 협
응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W Cophase값은 숙련자 집단
에서 –20.935°±6.284의 협응구조를 보였으며, 초보자 집단에서는
–35.871°±5.319의 협응구조를 보였다. 숙련도에 따른 두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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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14.936°의 시간적 협응구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EW Cophase (단위: °)
과제 난이도

숙련자

초보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선호하는 속도

–32.413

9.426

–38.567

5.648

중간 속도

–17.480

5.558

–32.029

4.522

빠른 속도

–12.961

3.874

–37.015

6.889

전체

–20.935 *

6.284

–35.871 *

5.319
P < .05 *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를 과제 난이도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
정방법으로 Watson-Williams test를 하였으며, 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
해 다중비교 검증을 하였다. 다중 비교로 발생하는 오류를 조정
하기 위해서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유의수준을 설정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𝛼 = 0.017로 설정하였다. 숙련도에 대한 사후검
정 결과는 <표 15>와 같다. 선호하는 속도에서 집단 간 EW
Cophase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P = 0.769), 중간 속도
조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140). 그러나 빠른 속
도에서 집단 간 EW 협응구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7). 각 집단 간 EW의 시간적 협응구조 차이는 24.053°로 나
타났으며, 숙련자 집단에서 초보자 집단보다 더 In-phase에 가까
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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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 과제 난이도에서 숙련도 간의 EW 협응구조 사후검증
과제 난이도
집단(i)

집단(j)

선호하는 속도
초보자

숙련자

중간 속도
초보자

숙련자

빠른 속도
초보자

숙련자

평균차(i-j)

T

p-value

–6.153

.090

.769

–14.548

2.457

.140

–24.053

9.665

.008*

(단위: °)

※ 과제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 < .017*

Watson-William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산출하였다.

반면 과제 난이도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드리블 과제 수행 동안 과제 난이도 변화에 따른 EW
Cophase는 특정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숙련자 집단과
초보자 집단을 나누어 과제 난이도에 따른 EW Cophase를 비교
해 보았을 때, 숙련자 집단에서 과제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Cophase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7>.

71

Cophase between elbow and w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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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EW Cophase를 비교한 그
래프: (좌측부터) 선호하는 속도(preference), 중간 속도
(intermediate), 빠른 속도(high); Expert(선)는 숙련자;
Novice(점선)는 초보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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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손목과 중수지절 관절 간의 협응구조

WF 협응구조는 Cophase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협응구조를
두 독립변수 간 비교하기 위해 Circular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인 Harrison-Kanji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표 16> 숙련도에 따른 WF Cophase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1, 39) = 20.566, p < .001***], 과제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F(2, 39) = .771, p = .469]. 과제
난이도와 숙련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2, 39) = .240, p = .788].
표 16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WF 협응구조에 대한
Harrison-Kanji test 결과
자유도

F

p-value

숙련도

1

20.566

.000***

과제 난이도

2

.771

.469

숙련도×과제난이도

2

.240

.788

오차

39

변량원

P < .001***

<표 17>은 과제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른 Cophase에 대한 평
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 표이다. <표 16>과 같이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EW Cophase와 상이하게도 WF Cophase에
서는 초보자와 숙련자 간에 대조적인 협응구조가 나타났다. 숙
련자 집단에서의 WF Cophase는 –12.759°±23.570인 협응구조로
나타난 반면, 초보자 집단에서는 –112.359°±15.218인 협응구조
를 보였다<표 17>. 초보자 집단에서는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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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통해 드리블을 수행하는 반면 숙련자 집단에서는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통해 드리블을 수행하였다. 초보자
와 숙련자 집단의 WF Cophase값은 99.6°차이가 나타났다.

표 17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WF Cophase (단위: °)
과제 난이도

숙련자

초보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선호하는 속도

-20.879

21.820

-111.223

17.098

중간 속도

-14.184

23.336

-107.635

15.697

빠른 속도

-3.196

25.556

16.010

전체

-12.759***

23.570

-118.223
112.359***

15.218
P < .001***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정방법으로 WatsonWilliams test를 이용한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비교로
발생하는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유의수준을 설정하였다. 유의수준은 𝛼 = 0.017로 설정하였고, 사
후 검정결과는 <표 18>과 같다. 선호하는 속도에서는 집단 간
의 WF Cophase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7), WF
Cophase 차이는 –90.344°만큼 나타났다. 초보자는 –111.223°
±17.098인 Anti-phase에 가까운 WF 협응구조를 보인 반면, 숙련
자는 –20.879°±21.820인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보였다.
중간 속도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7),
WF Cophase 차이는 –93.451°정도로 나타났다. 초보자 집단은 –
107.635°±15.679인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보인 반면, 숙
련자 집단은 –14.184°±23.336인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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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빠른 속도 역시 선호하는 속도와 중간 속도와 같이
숙련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7), WF
Cophase 차이는 –115.026°만큼 나타났다. 초보자 집단에서는 –
118.223°±16.010인 과제 난이도 중 가장 Anti-phase에 가까운 협
응구조가 나타났으며, 숙련자 역시 –3.196°±25.556인 가장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가 나타났다<그림 18>.

표 18 각 과제 난이도에서 숙련도 간의 WF 협응구조 사후검증
과제 난이도
집단(i)

집단(j)

선호하는 속도
초보자

숙련자

중간 속도
초보자

숙련자

빠른 속도
초보자

숙련자

평균차(i-j)

T

p-value

–90.344

10.876

.006*

–93.451

9.309

.009*

–115.026

12.189

.004*

(단위: °)

※ 과제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 < .017*

Watson-William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산출하였다.

숙련도에 따른 드리블 과제 수행 시 WF 협응구조는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나,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과제 난이도와 숙련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 또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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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WF Cophase를 비교한 그래프:
(좌측부터)

선호하는

(intermediate),

빠른

속도(preference),
속도(high);

중간

Expert(선):

속도
숙련자;

Novice(점선): 초보자를 의미한다.

제３항 팔꿈치와 중수지절 관절 간의 협응구조

EF의 협응구조는 Cophase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산출된
Cophase를 Circular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인 Harrison-Kanji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표 19>
두 집단 간의 EF Cophase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1, 39) =
33.880, p < .001***], 과제 난이도에 따른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F(2, 39)
= 1.895, p = .164]. 과제 난이도와 숙련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2, 39) = .403, p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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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

숙련도와

과제난이도에

EF

따른

협응구조에

대한

Harrison-Kanji test 결과
자유도

F

p-value

숙련도

1

33.880

.000***

과제 난이도

2

1.895

.164

숙련도×과제난이도

2

.403

.671

오차

39

변량원

P < .001***

분석결과<표 19> 드리블 과제 수행 시 숙련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숙련자 집단에서는 EW와 WF Cophase와 마찬가지로
EF Cohpase에서 -35.103°±23.570인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가
나타난 반면, 초보자 집단에서는 EF Cophase가 -152.924°±15.218인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보였다.

집단

간의

차이는

117.821°만큼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반대되는 협응구조를 보였다<표
20>.
숙련도에 따른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제 난이도에 따라
초보자와

숙련자를

다중비교

하였다.

Watson-Williams

test를

이용하여 다중비교 검증하였으며, 다중 비교로 발생하는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유의수준을 설정하였다.
유의수준은 𝛼 = 0.017로 설정하였으며, 사후검정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선호하는 속도에서 집단 간 EF Cophase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7), 두 집단 간의 EF Cophase는 -99.929°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숙련자

집단의

EF

Cophase는

-

54.301°±16.873인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보였으며, 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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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EF Cophase는 -154.230°±14.018인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 보였다.
표 20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EF Cophase(단위: °)
과제 난이도

숙련자

초보자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선호하는 속도

-54.301

16.873

-154.230

14.018

중간 속도

-33.307

20.187

-144.246

13.155

빠른 속도

-17.795

25.059

-160.284

12.634

전체

-35.103***

23.570

-152.924***

15.218
P < .001***

중간 속도에서 또한 선호하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EF Cophase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7), 빠른 속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7). 중간 속도에서 집단
간 EF Cophase는 -110.939° 차이가 나타났으며, 숙련자 집단의
EF Cophase는 -33.307°±20.187인 In-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
초보자 집단의 EF Cophase는 -144.246°±13.155인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가 나타났다. 빠른 속도 역시 집단 간 EF
Cophase는 -142.489° 차이가 나타났으며, 숙련자 집단의 EF
Cophase는

In-phase에

-17.795°±25.059인

가까운

협응구조;

초보자 집단의 EF Cophase는 -160.284°±12.634인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가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집단 간
EF Cophase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숙련자 집단은 Inphase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9>.
과제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와 숙련도 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숙련자 집단에서는 과제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EF Cophase는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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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각 과제 난이도에서 집단 간의 EF 협응구조 사후검증
과제 난이도
집단(i)

평균차(i-j)

T

p-value

–99.929

19.480

.000*

–110.939

16.429

.001*

–142.489

19.935

.000*

(단위: °)

집단(j)

선호하는 속도
초보자

숙련자

중간 속도
초보자

숙련자

빠른 속도
초보자

숙련자

※ 과제 난이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 < .017*

Watson-William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을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산출하였다.

Cophase(degree)

Cophase between elbow and finger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

*
preference

*

intermedate

Novice
Expert

high

그림 19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EF Cophase를 비교한 그
래프: (좌측부터)
(intermediate),

선호하는
빠른

속도(preference),

속도(high);

Novice(점선): 초보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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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Expert(선):

속도

숙련자;

제５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 환경과 개인 간의 능력 그리고 과제
의 속도 조절에 따른 안정적인 인간의 패턴에서 다른 안정적인
드리블 패턴으로 변하는 Transition과 이로 인해 수행력에 미치
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농구 드리블
과제 수행 시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팔의 협응구조가 숙련도
와 과제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는 숙련도에 따라 EW 협응구조와 모든 협응구조 근위관절이
원위관절을 리드하는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관절 간의 협응에
서 전혀 다른 다이내믹 패턴을 보였으며, 숙련자의 경우 과제
난이도 향상에 따라 모든 관절 간의 협응구조가 0°에 근접한
패턴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초보
자의 경우 이와 달리 과제 난이도에 따라 특정 변화가 없었으
며, 이로 인해 드리블 일관성을 더 악화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실험자의 가설과 같이 대부분에 변수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타났으나 드리블 정확성에 대한 종속변인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 결과 드리블 정확성은 숙련도와 과
제 난이도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비슷한 과제 조건으로 실험한 선행연구에서는(Katsuhara et al.,
2010; Steinberg, Pixa, & Doppelmayr, 2016) 숙련도 간의 드리블 정
확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숙련도란 변인
이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숙련도란 변인이 드리블 정확
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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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간의 실험 구성에 대한 차
이라고 예상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속도로 시선을 전방
을 바라보고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목표에 드리블하도록 요구
하였다(Katsuhara et al., 2010). 이와 달리 본 실험에서는 3가지 다
른 속도로 드리블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특정 위치에 시선을
고정, 촉각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드리블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특정 속도를 제시할 때 선행연구에서는 7초 동안 청각 자
극을 제시한 뒤 자극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리블을 계속 유지하
도록 요구하였다. 즉, 실험시에 추가적으로 지각해야 하는 청각
적 자극을 제거하였다는 뜻이다. 반면에 본 실험에서는 과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각 자극을 계속 유지하였다. 결국 선행연구
에서는 자신의 볼의 리듬 및 드리블 정확성 그리고 전방 시선
고정과 같이 2가지 감각적 요구를 수행하면 되었지만 본 실험
에서는 청각 자극, 전방 시선 고정, 드리블 정확성 등 3가지 이
상의 감각적 요구사항이 가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과제 수행자
는 인지적 과부하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
것으로 인해 정확성 변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된다.
실제로 하나의 과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요구하는 인
지적 과제는 두 감각 사이에서의 인지적 요구량에 따라 Neuro
network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며(Shomstein & Yantis, 2004), 두 가
지 이상 과제 중 인지적 요구량에 따라 주의 할당량은 비대칭
적으로 나타난다. 즉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한다면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주의 할당량이 줄어들 것이다(Leone et al., 2017; YogevSeligmann, Hausdorff, & Giladi, 2008). 그리고 건강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했을 때 걷는 속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Yogev-Seligmann et al., 2008). 이와 같이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3 가지 과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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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과제에서는 피험자가 드리블 정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서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써 <그림 11, 12>
를 보면, 메트로놈에서 제공하는 박자에 맞춰 거의 동일하게 드
리블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피험자들은 과
제에서 제공하는 청각적 타이밍 요구에 매우 정확하게 수행하
였지만 표적을 맞춰야 하는 드리블 정확성은 피험자 마다 다른
형태의 패턴을 보였다. 이는 과제에서 제공한 목표에 튕기는 것
보다 메트로놈에서 제공하는 박자에 맞춰 드리블하는데 주의력
을 더 할당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예상된다.

제１절 숙련도에 따른 드리블 효과

드리블 과제 수행 시 숙련도가 높은 집단에서 과제를 일관적
으로 수행하였으며, 협응구조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숙련도에 따라 정확성을 제외한 모든 종속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숙련도란 변인이 드리블
일관성과 팔의 협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
혀냈다.
드리블 일관성에 경우, ML방향보다 AP방향에서 숙련도와 상
관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도에 따라 AP방향에서 일관성 차
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매우 유사하
며(Katsuhara et al., 2010), 이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는 팔 관절 간
협응구조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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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erick과 Newell (1999)은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관절
간의 Relative phase가 In-phase에 가까운 다이내믹 패턴을 보였으
며, 근위 관절일 수 록 가변성을 높이고 원위 관절일수록 가변
성을 줄려 공을 다루는 가장 원위 관절을 고정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초보자 집단에서는 위 결과와 달리 근위 관
절 뿐만 아니라 End effector까지 가변성이 높은 전략을 사용하
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숙련자 집단에서 초보자
집단보다 더 In-phase에 가까운 협응 패턴을 보였으며, 두 관절
간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 극대화되었다. 숙련
자는 관절 간의 간격과 상관없이 In-phase를 유지하는(EW: -20°,
WF: -12°, EF: -35°) 반면 초보자는 이 간격이 멀어짐에 따라 더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구조를(EW: -35°, WE: -112°, EF: -153°) 보
였다.
이러한 원인은 드리블을 더 정확하게 수행하려는 전략으로
특정 분야(폐쇄 기술 운동; 사격, 정적인 농구 드리블 등)에서
수많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Arutyunan, Gurfinkel, 그리고 Mirskii (1968)는 사격 선수의 숙련도
에 따른 팔 관절간의 협응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
과 숙련자 집단일수록 End effector의 가변성이 낮고 반면에 초
보자일수록 모든 팔 관절 움직임의 가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End effector 부분에 있는 관
절을 고정시키는 전략으로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
게 이러한 협응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농구 드리블 숙련자는 드리블
과제를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의 협응구조를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보자는 관절 간에 Time lag가 원위로 갈수록 더욱 커져 드리
블 과제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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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수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토대로 자기조직된 협응구조
는 일관적으로 드리블을 수행하는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임을 밝혀냈다.

제２절 과제 난이도에 따른 드리블 효과

과제 난이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높아 질수
록 메트로놈 속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 모든 집단 간의
드리블 일관성과 팔의 협응구조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뿐만 아
니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드리블 일관성의 경우, 과제 난이도 증가함과 동시에 숙련도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숙련자 집단에서는 과제난이
도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일관성을 보였지만 초보자 집단에
서는 일관성이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ML방향 혹
은 AP방향 상관없이 나타났으며, 특히 AP방향에서는 선호하는
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속도 조건에서 숙련도에 따라 더 큰 일
관성 차이를 보였다.
과제 난이도에 따른 협응구조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지만,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숙련자와 초보자의 비교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WF, EF의 협응구조에서는 숙련도
에 따라 모든 과제 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숙련
도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의
증가에 따라 초보자 집단은 특정 경향성이 없는 Anti-phase에
가까운 협응 전략을 보였지만 숙련자 집단은 과제 난이도 증가
함에 따라 In-phase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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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EW에서는 두 집단 모두 In-phase에 가까운 협응전략
을 보였지만 과제 난이도의 증가에 따라 초보자와 숙련자는 다
른 경향을 보였다. 초보자는 WF, EF와 동일하게 특정 경향성이
없는 In-phase에 근접한 협응전략을 보였지만 숙련자는 점점 Inphase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고, 최고 속도 난이도에서 숙련
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제

난이도에

따른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Transition은 없었지만(Dutt-Mazumder & Newell, 2017; Kelso, 1984;
Seifert et al., 2004) 과제 난이도에 따른 협응구조가 변화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숙련자 집단에서만 나타
났으며, 이러한 숙련자 집단의 점점 In-phase로 가까워지는 팔의
협응구조는 드리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결론에 대한 증거로써 초보자 집단은 EW 협
응구조는 In-phase; WF, EF 협응구조는 Anti-phase에 근접한 협응
구조를 보였으며, 이러한 전략은 과제 난이도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일관성은 오
히려 과제 난이도 증가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드리블 일관성은 난이도 증가에 따라 점점 숙련
자 집단과의 차이는 커져만 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의 Oscillation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VD+D model로 만들어진 Limit cycle을 만든다. 이는 중력
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중력의 힘과 공의 탄성력을 고려하여 최
적의 힘을 만들어 내야한다(Mohamed et al., 2005). 그리고 이러
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공과 손의 접촉시간을 길게 가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은 드리블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Katsuhara et al., 2010). 이러한 Limit
cycle과 공과 손의 긴 접촉시간을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이 EW, WF, EF의 협응구조는 최대한 Time lag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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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n-phase 패턴을 보여야 하며, 드리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In-phase에 근접한 패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드리블
의 높은 일관성을 드리블 속도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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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제언

제１절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숙련도와 과제 난이도에 따른 드리블 정확
도 및 일관성 그리고 팔의 협응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드리블 일관성은 숙련자 집단에서
더 우수한 수행력을 보였으며, 과제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
보자는 일관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숙련자는 일관성
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드리블 정확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숙련자 집단의 EW 협응구조는 빠른 속
도에서만 팔꿈치 관절이 이끄는 형태인 In-phase 협응구조를 보
였고, 그 밖에 관절에서는 숙련자는 In-phase, 초보자는 Antiphase에 가까운 형태의 협응구조를 보였다. 과제 난이도가 증가
함에 따라 숙련자는 In-phase로 협응구조를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초보자는 특정 경향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드리블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
시하였다.
첫째, WF와 EF 협응구조는 숙련도에 따라 다르며 이는 드리
블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차이이다. 드리블을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숙련자는 In-phase에 가까운 형태의
협응구조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드리블을 초보자보다 일관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예상된다.
둘째, 과제 난이도에 증가에 따라 팔의 협응구조를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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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블을 일관적으로 수행한다. 초보자는 과제 난이도가 증가함
에 따라 팔의 협응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드
리블 일관성이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숙련자는
과제 난이도 증가에 따라 In-phase에 더 가깝게 협응구조를 변
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난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일관
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부족했었던 드리블을
수행하는 동안 팔의 움직임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른 팔
의 협응구조가 드리블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팔의 협응구조는 공과 손의 접촉시간
과 손가락의 반복적인 Limit cycle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이 차이를 통해 드리블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작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통해 농구 드리블에 관
심있는 학습자와 누군가를 가르치는 코치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제２절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난이도 조건을 오로지 속도의 증가로만 과제를 수
행하였다. 드리블은 무조건 빠르게 드리블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조건은 아니며, 매우 느린 속도로 수행하였을 때 더 어
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수행자의
힘과 더 연관성이 깊다. 그러므로 과제 난이도를 속도가 아닌
공을 튕기는 위치를 다르게 하여 수행자의 공의 조절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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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험자 수가 부족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실
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5명이다. 이로 인해 초보자와 숙련자
집단 간에 특정 경향성은 존재하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특히 드리블 정확성 변인을 측정할 시 적은 피험자 수로 인
해 정규성 분포를 가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였다. 다음
실험에서는 피험자를 충분히 모집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 난이도 조건마다 개별적 측정이 아닌, 연속적인 난
이도 변화에 따른 과제 수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관절의 협응
구조에서(특히 Relative phase와 같이 두 움직임의 타이밍을 측정
하고자 할 때) 상변이 현상을 관찰하고자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먼저 Loss of stability이다. 이는 Control parameter가
연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위상각이 변화하
는 Critical fluctuation 현상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가변성이 급격
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상변이 현상 이후
Control parameter를 다시 처음에 상태로 돌아왔을 때 또한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Hysteresis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숙련도에
따른 차이만 설명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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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ribble
Accuracy/Consistency and Arm
Coordination according to
Basketball Skill Level and
Difficulty of Levels
Park Jin H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ribbling’s accuracy/consistency and
upper limb coordination according to degrees of experts and difficulty of
task levels. Skilled(n=8) and unskilled(n=7) basketball players were asked
to dribble on the force platform for 45s. In the experiment, auditory
guidance by a metronome was provided to manipulate the difficulty of
task levels for dribbling speed. These levels were named as preference
speed (0%), medium speed (40%), and fast speed (80%). Our results
showed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pending on the influence of
the experts and the difficulty of task levels into dribble accurac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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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n effect on dribble consistency. The consistency was lower for
the novice group than the expert group on all conditions, and such
difference was more prominent in the anterial-posterior (AP) than the
medial-lateral (ML). For the novice group, as the level goes higer, the
consistency declined. In case of the coordination, the novice group showed
that Elbow-Wrist joints (EW) were close to In-phase; while Wrist-Finger
joints (WF) and Elbow-Finger joints (EF) were close to Anti-phase.
However, for the expert group, all the arm coordination was close to Inphase and intended to be closer to In-phase by increasing the levels. In
conclusion, although the levels increase, the expert group maintains more
dribbling's consistency than novice group. That is why the expert group
can reduce the time lag among joints and use a strategy moving all the arm
joints at the same time. The findings discovered that people depending on
skill levels change their arm coordination to control environmental factors
and have different coordination strategies.

Keywords: intra-coordination, skill level, difficulty of levels, cophase,
dribble accuracy, dribble consistency
Student numbers: 2016-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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