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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 W. LEE, The Biomechanical Analysis of Throwing Motion for the Elementary Students - Developmental 

Approach. -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17, No. 1, pp. 69-80,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rowing mo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developmental 

point of view. For the purpose of this, total of nine subjects(each of three students in five, third, and first 

grades) were participated. They were asked to throw the ball as far as they can and the motions were 

videotaped with the 30frames/sec and 1/500 shutter speed. The successful motions for each subject were 

selected for three dimensio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V express 1.0 and Kwon3D 3.0 

softwar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tal time for the throwing motion of the first grade was longer than that of the fifth and third grades.

2. The resultant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COM for the fifth and third grades were greater than that of 

the frist grade.

3. The first grade tended to flex the trunk forward excessively during the throwing motion.

4. The fifth grade tended to place the upper arm close to the sagital plane and move the forearm and hand 

freely.

5. Looking at the greater variability of the angular velocity of the hand segment, the fifth grade seemed to 

have faster and more flexible movement of the wrist.

6. There were somewhat differences in the patterns and magnitudes of ground reaction forces among the 

different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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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던지기 동작은 신체 분 , 특히 손과 팔 분 의 움

직임을 이용하여 물체를 공간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

로서, 해부학  자세를 기 으로 오버암 드로우, 사이

드암 드로우, 언더암 드로우로 유형화할 수 있고, 투사 

목 에 따라 물체를 멀리 던지는 것, 물체를 목표물에 

정확히 던지는 것, 물체를 가장 효율 으로 던지는 것

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 , 1985; Atwater, 1979). 

던지기 동작은 성숙과 발달에 의하여 진 으로 습

득된다. 인간의 동작 발달, 운동발달 과정은 매우 복잡

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운동발달은 

운동행동이 연령에 따라 계열  연속 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운동발달은 개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반 하는 운

동행동의 변화라고 하 다(김선진, 2000; Schmidt, 1987). 

운동발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

선진, 2003). 첫째, 운동발달은 연령 즉 성숙과 련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모든 기능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떤 특성은 특정 시기에 속도로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특성은 조기에 발달이 종료되기

도 한다. 둘째, 운동발달은 기능  특성이 연속 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개인의 노력이나 직간

인 경험에 의하여 기능이 연속 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다. 셋째, 운동발달은 계열  변화의 특성을 갖는다. 이

의 발달 단계는 다음 단계의 발달에 향을 미치나 

역방향으로의 발달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 를 들어 아이들은 걷기 단계를 거쳐 달리기 단

계에 도달할 수 있어지는 것이다.

운동발달을 시기 으로 구분하면,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  수 있는데 등학교

는 아동기의 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본 인 운동능력이 격히 발달할 뿐만 아니라 동작

에 한 인지 인 이해 능력도 높아진다. 

오버암 던지기와 같은 형태는 유아가 자기 스스로 

앉아 부분 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생후 6개

월경에 처음 나타나게 된다. 3세 이 의 어린이에게 볼 

수 있는 기 던지기 동작은 숙달된 던지기 동작의 형

태와는 차이가 많다. 이 시기에는 다리와 몸통을 비롯

한 다른 신체 부 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팔의 동

작으로만 던지기를 하게 된다. 신체 부 가 함께 사용

되더라도 제한 이며 응되지 못하는 어색한 형태를 

띠게 된다. 상체를 조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보이나 

이것은 숙달된 던지기에서 나타나는 몸통의 회 이 아

닌 단순한 굽힘 동작에 불과하다. 한 던지기는 팔의 

반  발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던지

거나 던지는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내 면서 던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체

으로 6세 정도가 되면 부분의 아동은 일반 인 던지

기 동작을 행할 수 있어진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나, 

여성에 있어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던지기뿐 아니라 

특수한 운동 기술에서 숙달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던지기의 일반 인 형태인 오버암 던지기는 가장 복

잡한 운동 구조를 가지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

스럽게 습득되는 특성이 있다(이 석, 1995; 류보 , 

1993). 구체 으로 오버암 던지기가 다른 유형의 던지

기에 비하여 탁월한 것은 모든 신체분 의 가속과 가

속의 시간이 연속 으로 이루어져(오른발-왼발-몸통-던

지는 팔-던지는 손) 손에 최   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던지기 능력은 상체 근력과 순발력에 의해 향을 

받는다. 던지기 동작을 할 때 인체는 지면과 하고 

있는 하지 분 로부터 발생된 힘을 물체를 던지는 말

단 분 로 달시키는 역할을 한다(이 석, 1995). 

한, 던지기 동작의 발달은 체격, 체력, 운동 능력의 발

달단계와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 인 동작이라 할 수 있는 던

지기 동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지

까지 부분의 연구가 스포츠 종목이나 우수 선수들

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운동수행

능력의 평가와 련된 것으로 인간의 기본 운동 능력이

라 할 수 있는 뛰기, 달리기, 던지기 등을 규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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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험자의 특성

학년 연령(세) 신장(cm) 체 (kg)

1 8 124±2.6 20.2±2.6

3 10 136±2.8 30.6±2.8

5 12 148±3.2 39.3±3.8

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던지기 동작의 운동역학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는 등학교 5학년 3명, 3학년 3명, 1학년 

3명 등 총 9명의 학생이 동원되었다. 피험자는 모두 오

른손잡이 남학생들이었으며 던지기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련된 근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2. 실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기자재는 촬 장비와 분석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험자의 동작 촬 을 하여 통제

 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동조용 LED 등이 사용되

었다. 자료의 분석을 하서 사용된 소 트웨어로는 

상 자료 캐처를 하여 DV Express 1.0, 자료의 수치

화와 분석을 하여 KwonGRF2.0, Kwon3D 3.1, 그래

픽을 하여 Microsoft Excel이 사용되었다. 

3. 실험 차

본 연구는 2 의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와 지면반력  

등 실험장비가 갖추어진 체육 에서 수행되었다. 비디

오카메라는 피험자가 던지기 동작을 실시하는 방 좌, 

우측에 설치하 고 촬  시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기 

해 삼각 에 카메라를 고정시켰다. 제일 먼  던지기 

동작이 실시되는 공간에 1m*2m*2m의 통제  틀을 조

립하여 세운 다음 1분 정도 촬  후 제거하 다.

연구 상자는 상의와 신발을 벗고 타이즈를 착용한 

후 인체 과 분 에 반사 마커를 부착하고 던지기 

동작을 실시하 다. 모든 연구 상자는 충분한 비운

동과 지면반력  에서 던지기 동작의 연습을 실시하

게 한 후 3번의 던지기 동작을 하게 한 후 이  가장 

만족스러운 동작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이 

때, 비디오카메라 촬  속도는 30frames/s, 셔터 스피

드는 1/500 로 하 고 2 의 카메라의 동조를 해 

동조용 LED를 각 카메라 방에 설치하 다. 한 지

면반력 데이터의 sampling rate는 100Hz로 하 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3차원 좌표의 계산은 DLT방법을 사용

하 다. 피험자가 목표물을 향해 던지는 방향을 Y축, 

통제  막 의 지면에 하여 수직 방향을 Z축 방향으

로 하 다. 한 Y축에서 Z축으로의 벡터의 외 (cross 

product)을 X축으로 하 다. 

인체모델은 총 21개의 에 의한 16개의 신체분

로 구성된 강체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좌표화를 하

다. 신체분 의 좌표화는 운동 수행직후 왼발이 착지되

기 5 임 부터 시작하여 릴리스 후 왼발이 지면반

력 에서 떨어진 후 5 임까지로 하 다. 

2 의 캠코더로 얻은 2차원 좌표는 3차 스 라인 함수

에 의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동조하 다. 좌표화 과정과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노이즈에 의한 오차를 제거

하기 하여 Butterworth 2차 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스무딩하 으며 이 때 차단 주 수는 6Hz로 하 다. 

그림 1. 인체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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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별 피험자  동작이 잘 된 

피험자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던지기 소요 시간

(2) 인체 심의 치 변화

(3) 속도 변인

(4) 신체 분 의 각도 변화

(5) 각속도

(6) 지면반력 

5. 분석구간 설정

던지기 동작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구간이 설정되었다.

1) 구간

제1구간(E1) : 왼발 뒤꿈치가 지면반력 에 닿는 순간

제2구간(E2) : 공이 손끝에서 릴리스 되는 순간

제3구간(E3) : 왼발 앞꿈치가 지면반력 에서 떨어지

는 순간

2) 국면(phase)

제1국면(P1) : 피험자의 왼발이 지면반력 에 닿는 

시 (E1)에서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릴리스 시 (E2)

제2국면(P2) :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릴리스 시

(E2)에서 왼발이 지면반력 에서 떨어지는 시 (E3)

Ⅲ. 결과  논의

1. 던지기 소요 시간

던지기 동작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표 2>

와 같다. 제1국면은 피험자의 왼발이 지면반력기에 닿

는 시 (E1)에서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릴리스 시

(E2)이며 제2국면은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릴리스 시

(E2)에서 왼발이 지면반력기에서 떨어지는 시 (E3)을 

의미한다.

표 2. 소요 시간 (단 : sec.)

구분 1국면 2국면 체

1학년 0.217 0.450 0.667

3학년 0.217 0.330 0.547

5학년 0.234 0.300 0.534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을 던지는 총 소요 

시간은 1학년이 0.667sec, 3학년이 0.547sec, 5학년이 

0.534sec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상 으로 1학년의 

체 동작 시간이 길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면별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1학년이 제1국면에서는 0.217sec, 제2

국면에서는 0.450sec이었고, 3학년은 제1국면에서는 

0.217sec, 제2국면에서는 0.330sec이었으며, 5학년은 제1

국면에서는 0.234sec, 제2국면에서는 0.300sec이었다. 

동작 소요시간은 5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학년은 상 으로 긴 동작시간을 나타냈는

데 그것은 2국면에서의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

난 상이다.

2. 신체 심의 합성변

던지기 동작은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성을 3가지 방향의 움직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좌표에서는 X 방향을 좌우방향, Y 방향을 후방

향, Z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가지 방

향의 값을 합하여 합성 변 로 나타낸다. 던지기 동작 

수행시 신체 심의 합성변 를 나타내면 <표 3>, <그

림 2>와 같다.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신체 심의 변화를 살펴보

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30.9cm, 2구간에서 

149.5cm, 3구간에서 197.2cm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

간에서 130.8cm, 2구간에서 166.6cm, 3구간에서 

205.5cm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24.9cm, 2

구간에서 162.2cm, 3구간에서 208.5cm이었다. 던지기 

동작 시 신체 심 변 의 변화는 1학년이 66.3cm, 3학

년이 74.7cm, 5학년이 83.6cm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학년과 3학년은 비

슷한 신체 심의 변화 양상을 보 으나 1학년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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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체 심의 합성변 (단 :cm)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30.9 149.5 197.2

3학년 130.8 166.6 205.5

5학년 124.9 162.2 208.5

그림 2. 신체 심 합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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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체 심의 합성속도 (단 :cm/s)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45.1 73.8 50.2

3학년 229.2 166.2 204.7

5학년 236.2 175.5 240.7

그림 3. 신체 심 합성속도 변화

0

50

100

150

200

250

300

1 6 11 16 21 26 31 36 41

5학년

3학년

1학년

으로 심변 의 변화가 작은 결과를 보 다. 던지기 

동작을 할 때는 신체가 체 으로 방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증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라 할 수 있다(임규찬, 2001). 

신체 심의 변 는 속도 변화와 한 계에 있으므

로(이 숙·조승제, 2001) 1학년의 변 가 작은 것은 궁

극 으로 던지기 동작의 효율성과도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체 심의 합성속도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신체 심의 합성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4>와 <그림 3>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

서 145.1cm/s, 2구간에서 73.8cm/s, 3구간에서 

50.2cm/s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229.2cm/s, 2

구간에서 166.2cm/s, 3구간에서 204.7cm/s이었으며, 5

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236.2cm/s, 2구간에서 

175.5cm/s, 3구간에서 240.7cm/s이었다. 

<그림 3>은 던지기 동작을 실시할 때 신체 심의 

속도 변화를 학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5

학년과 3학년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1학년

은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변화 형태도 불규칙 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의 속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릴리스 순간의 속도가 낮아 던지기 동작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학년과 3

학년의 경우 비슷한 형태를 보 으나 3학년은 5학년 

보다 릴리스 직 에 속도가 빠른 결과를 나타냈다.

4. 상지 분 의 합성속도

상지 분 에는 상완, 완, 손 등의 분 이 있으나 상

지 분 의 속도 변화는 크기도 작고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완과 손 분 의 속도 변화

를 비교 분석하 다.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완 분

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5>와 <그림 4>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82.4cm/s, 2구간에서 516.2cm/s, 3구간에서 105.5cm/s

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241.0cm/s, 2구간에서 

520.2cm/s, 3구간에서 188.1cm/s이었으며, 5학년의 경

우 1구간에서 168.9cm/s, 2구간에서 553.5cm/s, 3구간

에서 174.6cm/s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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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손 분 의 합성속도 (단 :cm/s)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95.4 809.5 179.0

3학년 310.8 894.9 120.0

5학년 263.1 794.7 271.7

그림 5. 손 분  합성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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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완의 합성속도 (단 :cm/s)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82.4 516.2 105.5

3학년 241.0 520.2 188.1

5학년 168.9 553.5 174.6

그림 4. 완 분  합성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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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분 의 속도 변화 유형은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완 분

의 속도 변화 역시 학년별로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보

는데 이것은 1학년 때부터 던지기 동작에 한 기본

인 상지 분 이 응 구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손 분 의 속도 변화를 나타

낸 것이 <표 6>과 <그림 5>이다. <표 6>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95.4cm/s, 2구간에

서 809.5cm/s, 3구간에서 179.0cm/s이었고, 3학년의 경

우 1구간에서 310.8cm/s, 2구간에서 894.9cm/s, 3구간

에서 120.0cm/s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263.1cm/s, 2구간에서 794.7cm/s, 3구간에서 271.7cm/s

이었다. 

손 분 의 속도의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도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약간 빠른 결과를 보 으나 의미 있는 정

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실제로 손 분 의 속도는 공을 

강하고 빠르게 던지는 능력과 직 인 련이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던지기 능력은 손 분 의 

속도 변인도 요하지만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손

목 의 각도  각속도 변화이므로 이들 변인과 연

계하여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몸통 각도 변화

몸통 각도는 상체(동체)와 하지 분  간의 상  

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몸통 각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7>과 <그림 6>이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

서 132.4°, 2구간에서 108.0°, 3구간에서 150.7°이었고, 3

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51.9°, 2구간에서 170.5°, 3구간

에서 139.3°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70.2°, 2

구간에서 173.4°, 3구간에서 136.2°이었다. 

<그림 6>에 나타나 바와 같이 던지기 동작 시 몸통 

각도 변화는 1학년이 5학년과 3학년과는 매우 다른 형

태를 보 다. 5학년과 3학년은 몸통을 약간 구부린 상태

에서 시작하여 릴리스 시에는 곧게 세운 다음 그 이후

에 자연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형 인 던지기 

동작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학년은 지나치게 몸통

을 구부린 자세에서 던지기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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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몸통 각도 변화 (단 :deg.)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32.4 108.0 150.7

3학년 151.9 170.5 139.3

5학년 170.2 173.4 136.2

그림 6. 몸통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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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깨 각도 변화    (단 :deg.)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16.7 135.2 38.6

3학년 104.4 107.4 86.0

5학년 82.1 88.0 35.4

 

그림 7. 어깨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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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던지기 동작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어깨 각도 변화

어깨 각도는 오른손과 동체가 이루는 상 인 치

로서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어깨 각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8>과 <그림 7>이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16.7°, 2구간에서 135.2°, 3

구간에서 38.6°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04.4°, 2

구간에서 107.4°, 3구간에서 86.0°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82.1°, 2구간에서 88.0°, 3구간에서 35.4°이었다. 

<그림 7>을 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어깨 각도가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몸통과 어깨의 거리가 멀

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이다. 던지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상완이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물체를 정확하고 

멀리 던지는데 비효율 이라 할 수 있다(류보 , 1993). 

즉, 신체의 에 지를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심선에 가까운 역에서 신체분 의 움직임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Hay, 1978) 이러한 에서 볼 때 5학년

의 동작이 보다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7. 팔꿈치 각도 변화

팔꿈치 각도는 상완과 완이 이루는 각도로써 던지

기 동작 시 구간별 팔꿈치 각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9>와 <그림 8>이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04.8°, 2구간에서 126.2°, 3구

간에서 121.6°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77.8°, 2

구간에서 135.1°, 3구간에서 107.5°이었으며, 5학년의 경

우 1구간에서 112.1°, 2구간에서 101.3°, 3구간에서 

120.4°이었다. 

던지기 동작을 할 때 팔꿈치 각도 변화의 체 인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8>이다. 다른 변인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5학년과 3학년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지만 1학년의 변화 형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효과 인 던지기 동작이 되기 해서는 가능한 한 

팔꿈치가 늦게까지 굴곡 되었다가 신 되어야 한다(진

성태, 1983).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학년이 다른 학년

에 비하여 가장 늦게까지 굴곡 상태가 유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굴곡 각도도 큰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율

인 동작이 행해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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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팔꿈치 각도 변화    (단 :deg.)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04.8 126.2 121.6

3학년 77.8 135.1 107.5

5학년 112.1 101.3 120.4

그림 8. 팔꿈치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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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목 각도 변화    (단 :deg.)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153.3 130.2 163.9

3학년 165.8 169.6 163.9

5학년 160.5 142.1 159.0

그림 9. 손목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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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목 각도 변화

손목 각도는 완과 손 분 이 이루는 각도로써 던

지기 동작 시 구간별 손목 각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10>과 <그림 9>이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53.3°, 2구간에서 130.2°, 3

구간에서 163.9°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65.8°, 

2구간에서 169.6°, 3구간에서 163.9°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160.5°, 2구간에서 142.1°, 3구간에서 

159.0°이었다. 

던지기 동작이 행해지는 동안 손목 각도 변화 형태

를 나타낸 것이 <그림 9>이다. 던지기를 할 때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손목이라 할 수 있다. 지면반

력을 통해 형성된 힘이 신체 각 분 의 성 연결을 

통해 최종 으로 발휘되는 곳이 바로 공을 쥐고 있는 

손 분 이기 때문이다(이 석, 1995; 임규찬, 2001). 손

목 각도 변화는 학년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손목의 움직임이 상 으로 자

유롭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9. 손목 각속도 변화

던지기 동작 시 구간별 손목 각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11>과 <그림 10>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22.3°/s, 2구간에서 

-182.7°/s, 3구간에서 14.6°/s이었고, 3학년의 경우 1구

간에서 -281.1°/s, 2구간에서 -60.9°/s, 3구간에서 

-86.8°/s이었으며, 5학년의 경우 1구간에서 -502.8°/s, 2

구간에서 -65.9°/s, 3구간에서 -72.8°/s이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의 속도와 직

인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손목 각속도 변화는 학

년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반 으로 볼 때 

5학년이 비교  각속도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던지기 동작 시 손목 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1학년의 각속도 변화는 다른 학년에 비해 완만한 경

향을 보 는데 이것은 공을 던질 때 손목이 다소 고정

되어 움직이는 듯한 동작을 나타내는 원인이라고 사료

된다. 3학년은 1학년과 5학년의 간 정도의 각속도 변

화 양상을 보 는데 던지기 동작의 형성과정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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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손목 각속도 변화   (단 :deg./s)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1학년 22.3 -182.7 14.6

3학년 -281.1 -60.9 -86.8

5학년 -502.8 -65.9 -72.8

그림 10. 손목 각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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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손목-팔꿈치 분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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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반 인 상이라고 단된다.

10. 손과 완 분 의 응

손과 완 분 의 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림 11>이다. 던지기 동작에서 공의 속도와 정

확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손과 완 분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학년 학생의 움직임은 다른 

학년에 비하여 크고 역동 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던지기 동작 시 팔과 완 분 은 ‘8’자를 그리는 것이 

효과 이나 1학년의 움직임은 크기나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별로 던지

는 손의 움직임의 차이를 극면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다. 1학년의 경우는 체 으로 팔의 움직임이 제한

이고 두 분  간의 응도 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3학년은 어느 정도 응된 동작이 나타나지만 완

한 던지기 동작로 발달되지 못한 특성을 나타냈다.

지면반력을 통해 형성된 힘은 체인처럼 연결된 신체 

분 의 움직임을 따라 발, 하퇴, 퇴, 동체, 상완, 완

을 달되고 마지막에는 공을 릴리스하는 손목에까지 

달된다. 이와 같은 연결을 응 구조(coordinative 

structure)라고 하는데 효과 인 던지기 동작을 하기 

해서는 몸 체의 분 들이 유기 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Kugler, Kelso, & Turvey, 1980). 

인간이 어떤 동작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신

체의 여러 분 들이 하나의 기능  단 로서 형성되어

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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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면반력의 크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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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나, 경험, 훈련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람은 

개인의 특성과 운동과제,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운동행동의 변화가 발생한다(진성태, 1983; 

Kugler, Kelso, & Turvey, 1982). 이러한 에서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년별로 동작의 특성이 변

화하는 것은 운동발달  측면이나 생태학  과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던지기 동작 시 지면반력의 변화

피험자들이 던지기 동작을 하는 동안 좌우(X), 후

(Y), 상하(Z) 방향 지면반력의 크기와 형태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이다. 

체 으로 볼 때 좌우방향의 반력은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학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후방향

의 지면반력은 뒤꿈치 착지와 앞꿈치 이지에 따라 반

력의 방향이 변하는 일반 인 형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직방향의 반력은 학년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나

타냈다. 1학년은 한순간에 발 체를 지면에 는 형태

를 보 는데 이 게 하는 것은 힘을 효과 으로 발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동작으로 사료된다. 3학년은 걷

기를 할 때와 유사한 지면반력 형태를 나타냈는데 던

지기를 할 때는 지속 으로 지면을 르는 힘이 작용

해야만 큰 반작용력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

이라고 할 수 없다. 1학년과 3학년에게 나타나는 공

통 인 특징은 왼발이 지면에 완 히 착지된 이후 던

지기 동작이 행해졌다는 이다. 

5학년은 지면반력의 크기도 가장 컸으며 힘을 작용

시키는 방법도 유형도 다른 학년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동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던지기 동작을 효과 으

로 하기 해서는 큰 힘을 작용시켜야 하는데 그 원동

력이 바로 지면반력이라 할 수 있다(Kugler, Kelso, & 

Turvey, 1982). 5학년은 순간 으로 지면에 발을 

시켜 반작용력을 얻는 형 인 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볼을 보다 멀리 그리고 정확히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던지기 

동작의 운동역학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

하고자 하 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 인 던지기 소요 시간은 1학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릴리스 순간까지의 소요 시간에는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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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심의 변   속도 변화 유형의 경우 5학

년과 3학년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학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3. 던지기 동작 시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몸통

을 지나치게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지 분 의 각도 변화를 살펴보면, 던지기 동작 

시 5학년은 상완 분 이 신체의 심선에 가깝게 치

하 으며, 팔꿈치와 손목의 움직임도 자유로운 것으로 

사료된다.

5. 반 으로 볼 때 5학년의 손목 분  각속도 변

화의 폭이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나 던지기 동작 시 

손목 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 다.

6. 각 학년별로 지면반력의 크기와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발달단계에 따른 등

학교 학생의 던지기 동작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5학년과 3학년은 여러 가지 변인에

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1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던

지기 동작과 련된 변인이나 응 유형이 완 히 발

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 동작은 반 으로 상지분 의 기여도가 높

다고 할 수 있으나 효율 인 동작을 하기 해서는 지

면을 통해 얻은 반작용력을 잘 달할 수 있도록 신체

분 이 동원되어야 한다. 신체분 은 로 연결된 연

쇄계라고 할 수 있으며 연령이 들면서 성장과 발달, 훈

련에 따라 그 기능의 향상도 이루어진다. 던지기 동작 

은 수많은 신체분 이 동원되는 복잡한 기술로써 성숙 

단계에 있는 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반복연습이 필

요한 동작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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