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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포츠活動에서의 知覺判斷

---心理作戰을 中心으로---

柳 正

(體育科)

~

I . 總 論

心理學的안 理論은 직접적오로 敎育分野에서 광뱀위하게 응용되며 우리 주변에 마치는

내용과 작용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스포츠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심리 작용은 더욱 深大

하여 경기와 선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고본다.

최근 대두된 현대 섬 리 학의 大湖流 중 第三勢力의 심 리 학 Third force Psychology의 한 가

닥언 때覺心理學은 인간의 움직 임에 나타난 표현 • 사상에 기초를 두고(崔正薰， 1973: 13) 있

다. “요든 인간의 행동은 행동하는 순간 그에게 일어 나는 쩌覺의 場 Perceptual field의 E힘

數， B=f(p)라는 공식으로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행동하는 순간에 그에게 존재하는 모든 상

황을 지각해야 하고 이해해야만 경기를 수행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바탕을 기본 이론￡로 하여 각종 운동의 경험과 심려적 측면에서 이마 적용됐

거나 활용할 수 있는 지각점 이론의 방법오로 접근， 운동을 분석 설명하여 보다 냐은 경기

의 수행을 위한 고찰· 연구함을 목적오로 한다.

n. 知覺의 본질

%l覺。1 란 視覺 •聽覺 • 觸覺 • 身體感覺 등의 기본적 인 감각 기 관을 통한 제 자극에 대 한

경 험을 비 교적 신속하게 종합하여 대 상을 認知하는 능력 (久保， 1978: 103)이 라고 정 의 하고

있다.

쳐각이 작용한다는 것은 한 가지 자극에 매한 판단보다는 여라 형태의 자극을 騎合分析

해 낸 결과이며， 또 그 상황의 배경과 전후 관계가 확인될 때 다음 행동의 판단을 좌우할

수도 있지만 지각에 작용되는 모든 작용은 동시에 일어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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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축구 • 테니스 • 골프의 콩을 볼 때에 지각 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이 인지의 週速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꽁-을 안지하는 능력은 순간적이다. 즉 환경이 제공하는 續在的 刺載을

포함한 제자극의 조건이 지각력에 작용하는 것이다. 콩에 대한 판단력은 순간적이긴 하지

만 지각되는 狀況의 작용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팔프공이 닥구대 위에 있거나 축

구공이 농구장에 핑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認知作用에 의한 것이다. 방향의 전환 • 점포·

피칭 。급정지 g 게 임중의 포지션 등과 같은 지}반 동작이나 위치를 신속하게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지각 작용은 시합에서 우승의 관건이 되며， 이러한 지각 직용들이

신속한 종합 분석력으로 五官에서 받은 자극이 經驗이나 學習의 배경에서 구축된 記憶裝

置의 작용으로 조직펴고 판단되며 반사되는 과정이다.

공의 모양 • 운동 모형이나 포지션에 대해 많은 훈련을 거친 경우는 동작 모형이나 포지

션을 마음속에 칩어넣게 되면 자극은 조직화되고 판단작엽은 매우 신속해져 자극 상호간의

分別作用은 순간적으로 된다.

1. 지각력의 期待와 速度

Lawther C1972 : 106) 는 인간이 분화된 제 동작 모형을 첩해 경험을 하띤 그 동작이 일어

나는 순간 특정한 동작 패턴까지도 지각한다고 했다. 타자가 번트를 시도하려는 동작이나，

타자가 배트플 강하게 때려려는 의도도 인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자시1 블 보기만 해도 어

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동작이 완결되기 전에 看破한다. 즉 테니스에서 상대방의 스트록이

전개되는 모양이나 포지션을 보고 리턴 스트록을 구상하는 지각력은 상대가 취하는 행동을

어떻게 예상 • 기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며， 상대방의 典型的이고 즐기는 打法을 알 경

우는 더욱 그러하며， 이러한 기대성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지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기대가 적중했다면 지각력은 더욱 빠플 것이며， 그 반응은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據期했던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면 지각력은 純化되어 반응은 부정확해질 것

이다.

지각력이 銘化되는 원언 중의 일부는 기대했띤 풍작 패단얘 맞춰서 포지션을 정하고 그

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경기 종에 상대방의 지각력을 둔화시키는 기교와

예상치 않은 동작을 신속하게 함오로써 상대벙-의 대응 속력을 擺亂시킬 수도 있다.

2. 注意力의 方떼 • 썼果 및 極7d直에 오늠 時間

Lawther C1972 : 68)가 “情錯상태 나 주의 력 의 방향은 지각력 에 커 다란 작용을 한다”고 말

한 것은 자기 팀이 저치른 파울보다는 상대 선수가 법한 것을 보다 찰 感知하고 선수가 포

지션을 확보하는 일이나， 콩을 착는 데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방 포지션의 변화

블 보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인터셉트한 선수는 수비를 벗어나기 위해 공을 장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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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9...로써 지각럭에 P章뽑를 일오킬

위한 주의릭을 접중시키는 쳤果에 근거

스포츠活動에 서 의 知覺判斷

소홀하여 결국 놓처버리는 등 공에 주의릭을 집중치

수 있다는 것이다. 더블 스털도 지각력을 기만하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각은 항상 상대적인 것으로 주의력의 방향과 점중력에 따라서 지각 속도는 유도적 A로

변화한다. 주의력 수준은 波狀曲線을 이루며 주의력이 극대에 달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르지만 보통 1. 4rv1. 6초 사이에서 頂點에 다디-른다. 극래가 된 주의력을 창시간 지속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트랙 경기의 출발자세에서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을 지각하는데 주의력을

캡중시 키 는 연속적 인 신호에 박지-감이 있다면 주자는 3가지 (제 자리 • 차렷 • 신호) 신호의

時間 間隔을 응용， 신호가 니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와 통시에 출알할 수가 있다. 출발 신

용호는 동시적인 시간 간격오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 간격에 대한 知覺力을 익히기는

즉각적으로 대

1/ 10초 가량이 절약

따라 행흉하면 공의 움직임에

반응했을 경우 소요시간의

이 하지 않r:t CSinger ， 1968 : 6η.

구기에서 공의 움직임 대신 시간 간격법에

처하는 효과를 얻는다. 콩의 움직임에 맞춰

된다고 한다.

문제는 신호를 감지하는 데에 주의력을 집중시키든가 아니면 節肉運動에 주의를 기울이

던가 하는 것이다. 신호를 감지하면 근육운동에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분포하거나 스피드 있는 반응과 효과적인 주의력 접중의 결함은 개인적 능력이

르게 펀다. 주의력의 신축성은 野球 投手들의 경우 타자가 주의력을 최대로 칩중시키기 전

에 투구하거나 타자의 칩중랙이 강퇴될 때까지 투구를 지연시킬 때 타자는 지냐친 투수의

週延作戰에 말려들지 않￡려고 타석을 벗어 나는 예가 있다.

따

지각력의 뼈張

자극에 대한 지각력을 신장키 위해서는 단서를 간략화함으로써 반사척으로 얼어날 수 았

도록 지각속도를 단축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mm

1. 端繹의 감략화

경험과 훈련을 많이 하게 펴면 지각랙에 대한 자극은 전체 상황 중어1서 극히 적은 부분을

전체 상황으로 據張 이해할 수 있다고 Lawther(l972 : 74'"'-'108)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동작의 시작 부분이 전체동작의 단서가 되기 째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서

든 공통적오로 발견해야 할 요소는 모든 반응을 빨리 섬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도록 전체 자극 패턴을 簡略化하는 일이다. 가정 생활에서도 가족의 특유한

자국 소리 • 목청을 다듬기 위한 기침 등을 알아체는 풍， 원거리에서 발걷음. 자세를 보아

단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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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해 내는 것도 이미 그의 전체 자극 모형을 간략화하였고 전체를- 자각하기 이전에 일부

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전체 상황중 에서 일부분 흑은 단서에 나타난 반응은 적절한 대처

반응의 단서만으로도 과거의 경험에서 정렴된 짜l的 構造體에서 산출된 자극 모형의 여타

부분을 집작하게 된다고 한다.

2. 지각 速度의 增大

지각 작용에 소요된 시간은 역시 지각 속도블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短縮될

수 있다. Low (l951: 216"，217)는 순간적인 주의력을 점중시킴으로써 쉽게 인지시킬 수 있다

는 예 (lJl 챙 기 모형 의 l/lOO~l/200sec 노출 훈련)블 들고 있다.

체육활동에서 지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테니스에서는 베이스 라언에 오는 공격을 네트

앞에 서서 연습을 하거 나， 두 선수가 네트 양평에 가까이 셔서 하프 발리로 넘기는 동 속

력에 따른 스트록을 混用함으로써 공격하는 힘은 커지고 지각 속도는 점접 빨라지는 練習

法。1 된다.

야구 선수는 스원폼에 타이멍을 포함한 애팅 연습을 매일 하는 등의 청확한 지각력을 요

구하는 세밀한 기술을 연마한다. 투수는 投球法을 공의 스피드 • 직구 • 커브 등으로 구질을

변경해 가면서 먼지는데， 이때 타자가 빠른 공의 진로를 찾는 데 주의력을 집중하기 위해

서는 투수의 투구 자세 전체을 관찰하여야 한다. 축구· 하키 등에서 고융 키이퍼의 훈련，

농구에서 투리블과 연결된 띤첩한 對A間의 패스 • 슈팅에서 공을 신속히 탈취하는 민활한

동작을 효과적으로 숙련키 위해서는， 오랜 연습과 경험만이 지각 작용을 加速化하게 한다.

N. 辦別力의 작용 愛因

주의랙에 의해 파생되는 지각력은 사풀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주의랙 접중과 動機課짧

의 방향이 관련된 단서를 제시한다.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확실한 단서에안 힘을 쓰고 주

의 력을 점중시키며 불확실한 단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TutkoC1971 : 32~38)는 관중의 椰짧? 격렬한 械聲， 진영을 따라 움직이는 응원단， 응원에

필요한 裝備와 그 빛갈 등에 대한 복합적인 지각 작용이 경기 도중 주의랙의 뼈繹 • 緊張으

로 투영되고， 관중이 나 코치 • 상대팀이 소리를 지르떤가 선수의 이름을 불러 대거 나 지존

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함오로써 효과적이고 정확한 주의력의 방향을 妹害하려 든다고

한다. 壘上의 주지들은 짧壘를 시도하거 나 아우성을 침으로써 투수의 투구가 정확성을 앓

도록 교란시키며， 투수의 주의력을 混亂시켜 산만 • 당황케 하는 등 투수의 制球力에 작용

하는 많은 因子흘 만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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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灌在的 지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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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수준 이하에서 지각력이나 공개적 반응이 일어나지만 濟在意識으로부터 의식적 주

의력이 완전히 집중되는 것은 어떠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지각 작용

과 적절한 행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력이 그디지 필요치는 않다. 따라서

차량이 폭주하는 도로에서 운전자와 對話를 나누어도 운전자 자신의 모든 지각 작용이 발

휘되어 적철한 대처를 함으로써 무난히 交通의 혼잡을 뚫고 나간다. 可變性은 있지만‘반응

이 찰 조정되듯이 지각 작용도 쉽게 自動化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 작용과 행동이 의식

상태에 들어갈 때， 이미 완결된 調整行動을 깨달을 단계에서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

경쟁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지각 작용과 즉각적이고 적절한 反射作用은 잠재의식적

활동의 결과인 것￡로 Lawther C1977 : 137)는 보고 있다.

2. 個A的인 特練性

지각 작용이란 經驗과 學習의 배경， 五官의 針敏{生， 주외력과 련-집에 대한 순간적 방향

감각 • 기대감 • 정서 상태 • 상황 전체의 전후 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判斷作用으로 개

인에 따라 특수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情縮는 지각 작용의 變困이 될 수 있다. 그 한 예로 공포 감정은 어둠속의 풀섭이 동물

모습오로 週甲되고， 不安感은 비의도적인 동작이나 제스처릅 하게 하며， 상대방이 자기 몸

에 손만 대어도 고의적인 모욕 처사로 해석해 벼린다. 야구 내야수가 주자에 대한 테그(觸

球) 동작을 고의로 해석해서 敵屬心을 가지고 어필한다.

3. 지각에 미치는 物理的 因子

시각적 지각력은 지각대상의 크기 • 明度 • 距離 • 배경 • 노출 시간·照、明훌 등에 의해서 좌

우환다(久保 1978 : 121)고 한다. 높이 처진 골프공은 야구공보다 눈으로 追앉하기가 어 렵 다.

흙이 묻은 테니스 공은 새로 나온 공보다는 지각하기 어려운데 흐련 날씨얄 때는 더욱 그

렇다. 저녁 노을이나 땅거미에 가까운 시간에서는 콩을 잡거나 맞치는 데 필요한 지각력을

弱化시키지만， 對照를 이루는 背景은 지각력을 도와 준다(그럼 1. 참조) . 이러한 이유로 투

수가직면한랙면， 테니스·야구의 펜스가펜색이 아닌 것무로대조플 이루게 되어 있다.

또 모든 선수들은 태양광선과 동일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이나 야구공 등을 잡기는

어렵다.

우리의 눈을 희마하고 어두운 곳에서 눈의 춧점을 맞추어 보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단

서를 포착하는 례 있어서 눈 주위에 어렵풋이 나타나는 影像만픔도 정확히 지각할 수 없음

을 안다. 이는 裡狀體까 網體의 中心簡 주위에 모여 있는 시신경의 雖體보다는 색깔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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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역할에 더 만감하기 째문(平井 1973 ; 133"-'138) 이 라고 한다.

V. 魔技 중의 눈의 운동과 시력의 重훨性

1. 園圍視力

광법위한 視界속에 단서가 퍼져 있을 때， 주위 시력은 필요한 단서만을 재빨려 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운전을 할 때는 모두 주위 시력무로 본 단서를 예리하게

지각할 수 있다. 운전자기- 앞을 보고 있지만 양 옆의 눈주위로 들어오는 단서를 보고 차 사

이를 헤쳐나가는 데 펼요한 거리와 양 측면과의 거리를 산출할 줄 안다. 교사들의 두 눈 주

위에서도 뼈縮性있게 학생-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지도 •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다(그림 1. 참조).

축구에서 랭커들은 직접 눈을 돌리지 앓고도 경기장의 대부분을 커버하며， 농구 드리불

러는 빠른 走力으로 상대 코트내에 진입하면서 자기의 진로와 수바측과의 떨어진 상대적

거리플 알아 코트 양측에서 일어나는 사태 발전을 자동적모로 看破한다(그림 2. 참조)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한접에 눈의 춧접을 정중시킬 때 두 눈은 코

부근에 시션을 멈추어 주위 시력의 한계를 결정한다. 운동 선수들은 대개 원거리에 눈의

鎭點을 둘 줄 알며， 눈동자가 코 앞오로 펠어져 돌아가는 것을 막올 수 있는 시각적 주의

력이 전체 시계에 퍼져 특정한 한 곳에 한정시키지 않도록 한다. 주위 지각력이 예만하지

못하거나 이블 배양키 위한 初心者 선수에체는 “눈을 멀리 하라”는 말로 눈의 춧접을 맞

추도록 하지만 지각 작-용이 미치는 법위의 中心部블 궤뚫어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

구 선수는 공을 패스하기 전에 리시브할 선수를 정확하게 주시할 때 인터셉트 당하지는 않

는다.

눈 주위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대한 反應時間 CRT)을 中心簡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반응한

시간만큼 빠르지 못한 반면에 보다 넓은 시야와 보다 빠른 지각력으로 근소한 반응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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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補휩해 준다.

2. 눈의 運動과 시력의 集中

째리

놓고 (Battingeye)잡아

시각 작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讀書에서 눈의 고정은 지각력을 빠

르게 하며 한줄의 글을 읽으면서 2，3회 눈을 멈추는 훈련으로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박화엽 , 1978: 21"'22)고 한다.

野球의 打者는 투수가 공을 던진 후 그의 눈동자를 한 두번 굴려야 하지만 마지막

는 순간까지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공아 홉 플레아트에 들어올 마지막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환언하면 배트에 공이 닿을 때까지

맞칠려는 부분을

공의 進路와 速力을 판단할 수 있다(Siebert， 1968: 45).

공은 계속해서 시계 안에 있다는 것이마. 타자가 배트플 스원하는 동안

’주시한다는 것은 의도하는 接觸點에 도달하도록 꽁을 주위 시력에

있음을 의미 하나， 공은 빠져 나가곤 한다.

헤니스나 야구의 초심자들도 한 쪽 면을 향해서만 스트록을 하거나， 무릎 높이에서만 치

려고 하는 것은 콩과의 접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접촉접과 視界블 고정시켜 춧점을 맞추

려는 것이다.

遠距離에서의 시력은 춧점을 정확히 맞추지 옷하나 대략적인 接點을 궤뚫어 볼 수 있다.

날아오는 꽁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과 그 물체가 주는 시각적 자극이 시계를 관통하는 동

안 눈을 고정시키면 공에 대한 판단은 정확할 것이다.

1) 훗점을 물체의 도착 예정지에 둔다.

기

예상

콘트롤과 합

있어서 標的에 춧접을 맞춰 야

패스 및 得點할 수 있는

야구 공을 투수가 던지거나 농구 공으로 슈팅을 하는 데

한다. 축구· 하키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면 선수는

동작 직전에 공의 콘트롤을 위해서 발이나 스틱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가지며 주고자

하는 곳에 춧점올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에서 받은 자극이 공의

치 할 때 표적 에 대 한 視覺的 集點은 정 확하게 펀다(왔原， 1978 :79"'81).

투수의 시각적 주의력과 춧접은 공의 도착 據定 지점에 있다. 즉 흠 플레이트 모서리의

안쪽 무릎 높이가량일 것이며 농구에서는 렁이 위치하는 곳이 된다. 예외로 투수는 포수블

향해서 굉을 겨누지만 스핀을 주어서 다지→의 배트에서 벗어져나가 홉에 닿게 한다.

농구에서 드리블하는 선수는 공쪽으로 춧점을 맞추면 노출된 자기편 선수에게 패스할 기

회블 잃고 상대팀 선수에게 꽁을 처리할 픔을 주어 결국은 꽁을 놓처 버리게 되며， 드리블

을 너무 깊게 하면 最適한 상태로 드리블융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리블 할 때는 視界

블 넓혀 상대 진영의 행동올 충분히 획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와 자기편 선수의 포지션을

쉽게 알 수 있는 등 주위의 지각작용을 높이는 것은 각 운동 종목에서 勝利할 수 있는

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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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에 대한 親密度

잔디 구장이 선명하고 처음에 임하는 경기장아 넓어 보이는 Purkinji現象에서 시합전에 한

벤 밟고 워망염을 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듯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는 비챙사들은 착륙표

맨의 배경을 찰 알고 있으면 착륙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운동 경기에서 주위 시력은 표적의 배경을 알게 하고 조그땅고 가까이 있는 표적을 제외

하고는 무엇이든 가늠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 갇다. 물론 배경속의 물체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확질허 구별된다면 知覺作用도 정확하고 쉽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일만적으로 넓고 평평한 空地만이 보이는 옥외 농구장에서는 슈팅아 정확하지 옷하다.

사방에 관중석이 넓게 설치되고 시설이 현대적인 체육관에서도 첫번째 슈팅은 失敗率이

높다(그림 1. 참조) .

이러한 경우 배경의 再調整 과 適應문제는， 선수가 연습할 때의 배경과 경기장 사정 등

의 周國條件을 알게 되면 경기에서의 지각작용에 도움을 받￡며 선수의 配置에서도 據備指

導性의 잇점이 있게 된다.

VI. fF戰을 위한 端紹-

1. 짧性感짧 단셔

지각랙에 대한 청각 렛 촉각 단서는 운동 경기의 꽁-통된 관점이 된다. 한 사람의 상대플

젖혀낸 후 守備者가 수비대상이 될 상대땅을 물리칠 필요가 있음을 빨리 지각시키자면 이

륨을 부르는 등 소리를 질러서 그 뜻을 전달한마던가， 동료의 등을 밀어 지각력을 유도한

다. 촉각은 傳達速度가 청각과 같거나 빼르다. 또 청각은 시각보다는 만감하다. 그 예로

100m 거리의 간격을 두고 기록을 측정할 째 총소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信號鏡의 불꽃 •

연기플 브고 젠時計를 누르는 것은 소리는 빚보다 느려 원거리에서의 소리는 시감적 자극

보다는 늦다는 것이다.

촉각 및 압각 단서륜 이용하여 힘의 안배나 적의 의도를 H룹示받는 것은 폼을 맞대고 경

기하는 씨름이나 유도·레슬빙에서 볼 수 있는데， 선수들은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암시를

주지 않기 위 해 서 폼을 피 하려든다(Singer， 1968: 33).

平均臺에서 약간의 균형을 잃은 感覺·現象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팔 다리 릅 펴도록

하는 것이 자동적언 단서가 된다. 均衝의 변화로 오는 이러한 단서는 대부분 체내에서 이

뤄지는 감각 작용과 指示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 고도의 기술 수준에서

는 체내에 있는 指導性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단서의 지각적 조정작용을 의미한다. 고도의

평형 감각을 요구하는 스키 • 스케이트 기술은 위와 같은 類型의 지각적 기관의 활동을 포

함하고 있으며， -流 選手일수록 연습 • 훈련 등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질수는 리드미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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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흘려 넘겨서 또 하나의 좋은 연기로 쉽게 隱織시킨다.

隱-織하여 지 각시 간을 단

전에 와인드엽하려고

상대방이 모르게

다달은 후 투구하기

2. 隱蘇를 위한 形態 변환

경기 작전의 일환으로서 기급적 자신의 의도를

축시키는 방법도 있다. 투수는 주자가 베이스에

일단 동작을 멈추고 죄휩手는 베이스를 벗어나는 주자블 견제하려고 콩에

을 굽히고 손목에 스냄을 가하여 送球하려다가 그만두는 페이크 통작을 하기도

어떤 종목에서든 상대로 하여금 意圖를 판단하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농구 • 축구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상대를 속이기 위하여 標的을 直視하고 그의 의도흘 간파당하지 않도록 애쓴

다. 때문에 겉보기에 다른 곳을 보는듯 하면서도 周圍 視力을 통해 표적을 주시하게 된다.

페이크 및 페인트 동작은 구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作戰동작으로 상대방￡로 하여금 정확한

知覺力을 갖춘 시간을 늦추거나 健裝하는 것이다. 스펀 • 더블패스 같은 것은 가급적 공을

숨거며 공격진이 콩을 소유한 선수의 반대쪽에서 달려오도록 유도하고， 어떤 동작에만접착

해서 콩을 가진 자로 하여금 守備 미비 상태로 이끌어 가도록 상대 선수의 지각 시간을 지

연시키는 작전(Jones， 1962:52"'53) 이 한 예가 된다.

공격자의 예려하고 강작스런 方向 轉換은 구기종목에서 공통펀 속임수 작전오로， 상대방

봄의 均衝 변화와 마지막 보폭의 걸이가 달라지는 것올 보고 그 의도를 간파하려하지만 端

錯로 찰 잡히지 않는다. 방향·스펴드에 있어서 또는 이 양자에 급속한 전환으로 상대방

대한 지각력과 反應力을 弱化시켜 공의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농구에서 상대를 속

방볍에는 공을 드리블하면서 뛰어들던 선수가 갑자기 주력을 늦추면 상대 선수도

주력을 약화시키 기 때문에 틈을 타서 다시 고울을 향해 購間的으로 究進해 플어가

스피드를 붙여 손

설
이

딴
샘

동작에

이려는

따라서

기고 하고， 드리블하던 선수가 고울을 향해 들어갈 때 뒤쫓던 상대가 뛰는 틈을 타서 접표

슛을 시도하는 퉁， 자가의 의도나 반응을 상대 선수가 知覺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Jones, 1962: 52"'53).

상대방(수비자)~로하

모형의妹害動作여금 반응 시간을 길게 만든다. 또 새로운 動作 模型은 이미 진챙 중인

변화블 포함하묘로 공격자 자신의 실제 동작 시간은 길게 잡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공격자는 자기의 지각 시간을 단축시키고

3. 공의 進路와 지각 避斷

속력과 진로에 대한 정확한 지각력은 다방면￡로 차단된다. 투수의

彈速球와 똑같이 全身의 동작으로 던져지게 되지만， 공은 손가락에 애워싸이고 손목

뒤로 제껴져서 前願과 직각을 이루었다가 최대의 속력을 붙여 발끝부터의 힘이 마지막

變化날아오는 공의

球는

。

딩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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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되기 어볍게 환다.

지 않는 너클볼은 補주조차 예견할 수 없게 不規則하게 들어간다.

테니스에서 커트·톱스판 ·슬라이스·캅스 등은 모두 공중에 떼 있거나 반동A로 튀어

오른 공의 진로를 변화시키는 착전들이다. 이러한 技法들은 정확한 지각력의 제문제를

대시키는 경우도 된다. 강하고 평행한 스트록은 걸고 낮은 바운드를 가져오는 등 여러 형

태를 혼합하여 변화를 가져오면 발리 같은 속구는 이에 대한 지각력과 리턴 스토록은 어렵

게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정확한 지각력에 대한 期待는 정확하기만 하다면 端錯flF

用이 일어날 때 지각력을 가증해 준다. 여기에 상대방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예상하지

할 스트록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스법 이 중요하다(Siebert，

것오로 지각 작용을 주

콩이 떨어지는 손가락 끝에 정중시켜 던져지는데， 여기에 ‘손목의

68",73). 변화구나 강속구가 혼합해서 이부어질때 다자에게 속공인

면 쉽게 타자는 때릴 수 있으나， 공에 스핀이 주어지면 스핀을주

7'
τr

못

4. 삼대률 把握기 위한 지각 增大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해서는 이전에 실시한 경기의 스코어북， 선수 選定을 위한 모든 資料， 게임을 담

은 記錄映畵 등의 자료에서 攻守 플레이의 기록을 구해 보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했

다. 잔속한 지각력을 위해서는 상대팀의 플레이 모형， 상대 선수 개개인의 長短點， 상대

팀의 독득한 행동 등에 대비해서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려한 敵情探知는 상대팀의 테크닉

과 거의 유사하게 될 때까지 제 3 의 팀을 투입시켜 훈련하면 할수록 수월한 對戰을 할 수

TutkoCl971 : 30)는 상대방의 攻守 형태에 관한 단서플 認뼈하는 숙련된

상대 팀의

가까운 플레이로 운영하는 것이다.

경기에서 守備는 게임 도중에 作戰을 자주 변경시킨다. 다양한 수비에 대비한 공격

연습， 공격 형태가 어떤 수비 형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식뿐 아니라，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 도중에 변화된 수벼 태세플 즉각 인지하여 거기에 대처한 공격 형태블 講究할 수 있

선수들을 가곱적있는 것이다. 신속한 지각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훈련은

예
니

에
셰

守
단
攻

상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문제는 어느 팀으로 하여금 여러 變因에 대비해서 경기하도록

最善策대 팀이 !騙使하는 작전 형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방볍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될 것이다.

다
는
보
하

을
화
도
。

턴

탤
패

살

차지하고 있다

約

운동줌에 얼어나는 모든 知覺力은 상호기능적으로 시스텀화함으로써

合理的 • 效果的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각과 운동을 組織的으로

과정은 했率性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스포츠 및 체육학에서 매우 큰 바중을

Vll.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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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이러한 관접에서 고찬한 要릅는 다음과 같다.

과거로부터반응과 판단，1. 지각력이란 인체의 五官을 통해 들어온 모든 刺戰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훈련， 주위의 情況 등에 의해 대상을 전체적으로 認知하는 능력이다.

;급변하는 상황에 패처해야 하는 지각력의 예리함과 둔함은 경기의 勝敗를 가름하는 關鍵

이 된다.

즉 視覺 내지는 視力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은

즉 한 동작의 시작이 어떤

신속을 위해 각 종목에 장응한

전

2. 지각력과 가장 관계깊은 感覺器官，

지각력을 높이는 據쩔이 된다.

3. 저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端縮를 간략화하는 일，

체 동작￡로 전개되는가흘 패턴화해야 하며， 지각 속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의도를 看破하는 일， 어떤 의도와 作戰을 상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 판단과 작전구

이
카

대
도

‘
싱

처
。요주

。

지각력을 동원하여

없도록 하는 일의

4. 增進·뼈張된

대가 인지할 수

않는精神

발휘되어/

구애받지

無意識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정황의 변동에

지각력이

상의 밑바탕이 되는 지각력의 육성볍이 다각적으로

5. 종대된 지각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주위

力을 기를 펄요가 있다. 또 모든 운동 꺼능외 高度化는

反射的으로 운동 기능이 自動化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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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Perception Theory for Performance in Sports

Ryu, Chung Moo

Abstracts

Under the systematized functional 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physical actiγities，

the sports activities can be performed more rationally and effectively nowaday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combining and patternizing the two factors has larger

share in morder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which require the greatest efficiency. in

physical performances.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point , we can derive the following conculusions.

(a) Perception was an integrated ability to perceive the objects coming through the five

senses of human body by responding to the outside stimulants and judging them

with one’s accumulated experiences and training in the past in every possible

circumstances.

In the activities of sports calling for the rapid and accurate ability to cope with

the momentarily changing situations, the perception, keen or dull, was the important

key to settle the game in succe잉s or fail.

(b)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visibility or visual perception, one or the most

important sensory , is a short cut to increase the perception.

(c) In order to improvethe perception, the ability to simplify cue abbreviation patter- 、

nizing one's action deploying to the certain composite action , and for the rapid the

adequate training is needed in' the various kinds of sports.

(d) Both the importance of perceptual speed the opponent intention with increasing

visual perception, peripheral perception one’s intent and strategy in sports activities

by oppoonent should be emphasized.

Thus, the training method to increase perception should, be tried in every possible

situation which is the basic power of recognition and strategy in the sports.

(e) To maintain the increased perceptual speed, it isneeded to cultivate the spiritual

ability unrestrained from the environment. To keep the high levelof all sports

activities. function an adequate training is needed to make the reflex action in

subliminal perce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