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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문요약

본 연구는 선천  시각장애인과 후천  시각장애인 그리고 정안 인을 상으로 운동학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
아, 시각장애인들의 운동지도와 운동능력의 향상 그리고 부상방지를 목 으로 한다. 비디오카메라는 3 를 사용하
여 촬 속도는 60field/sec로 하 으며 가장 멀리 던진 자세를 선택하여 Kwon 3D ver. 3.1 로그램으로 자료를 분
석 하 다. 실험의 결과는 1. 릴리스 시의 공의 속도는 정안 인이 가장 빠르고 후천 맹, 선천 맹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정안 인은 손목 을 잘 이용하고 몸의 회 범 가 크며 서로 비슷한 동작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선천 맹 은 

 그 지 못했다. 3. 정안 인은 제2국면(P2)에서 허리가 어깨를 리드하며 공을 던지고 있으나, 선천 맹 과 후천 
맹의 일부는 허리가 어깨를 리드하지 못했다. 4.정안 인들은 공이 날아 갈 방향을 쳐다보며 공을 던지나, 시각장애
인들은 공이 날아 갈 방향을 쳐다보지 못했다. 5. 정안 인이 비교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던지는데 비해, 후천 맹 
은 정안 인과 일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선천 맹 은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6. 정안 인의 체
이동이 잘되고 있는데 비해, 후천 맹 은 정안 인보다 좋지 못하고 선천 맹은 체 이동이 안 되고 있다. 이상을 종
합해 보면 실명 시기가 던지기 동작에 많은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J. K. C, A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Throwing Performance on Period When Blind's became Sightless.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8, No. 2, pp. 125-139,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a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throwing performance among born visually impaired, 
postnatal visually impaired and visually correct people through their kinematic characteristic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injury and improve blind's exercise leadership and physical abilities. Three video 
cameras were used and each camera's shooting velocity was 60field/sec. Then the longest thrown pose was 
collected and analyzed by using Kwon 3D ver. 3.1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followings; 1. During release, the fastest speed of ball was visually corrected followed by postnatal visually 
impaired and then born visually impaired. 2. Visually corrected used wrist joint well and had wide body round 
range with similar motion patterns, however born visually impaired couldn't do this at all.  3. Visually corrected 
used waist to lead shoulder at Phase 2 while throwing ball, but some of born visually impaired and postnatal 
visually impaired couldn't use waist to lead shoulder. 4. Visually corrected looked at the way where ball would 
go, but blinds couldn't look where ball would go. 5. Not like visually corrected who show similar patterns, 
born visually impaired showed each different patterns and some postnatal visually impaired showed similar 
patterns with visually corrected. 6. While throwing ball, visually corrected showed flexible weight-movement, 
postnatal visually impaired were not good as visually corrected, and born visually impaired couldn't do 
weight-movement at all. Synthetically, this result showed that throwing motions are affected a lot by the time 
when people became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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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각은 인체의 여러 감각기  가장 요한 감각수

단으로 외부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

이기 때문에 청각, 후각, 미각, 각 등의 어느 감각기

 보다 가장 요한 학습의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

다(박순희,2005; 장명재, 김경숙, 장경호, 최원 , 1998).

인간이 운동 기술을 익히고 수행한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여 인체내부에서 처리하여 운

동반응으로 출력하는 것인데(김진구, 표내숙, 박상범, 

이강헌, 조국래, 정 채 공역, 2001),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유입의 가장 큰 통로를 방해 받고 있으므로 동작

을 모방하기가 힘들고 선천성  맹인 경우에는 운동

동작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 자신이 수

행한 동작을 보거나 결과를 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정 운동동작을 정확하고 일 되게 수행하기 해

선 꾸 한 연습과 학습을 통해 각 신체분  간의 응

과 신체의 움직임을 당히 제어 할 수 있어야하며 

각과 의 각속도 등의 운동학  변인을 동작에 

맞게 변화 시켜 주어야한다.(최범규와 김선진, 2001; 

Andrson & Sidaway, 1994; Steenbergen, Marteniuk & 

Kalbfleisch, 1995).

그러기 해서 운동기술의 꾸 한 연습과 올바른 학

습을 통해 운동과제에 맞는 동작을 계속 해서 변화시

켜주어야만 당한 동작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 인 즉 운동과제에 부합되고 항상 일

정하게 되풀이 할 수 있는 동작 품이 완성되는데, 정안

인과 달리  맹인 시각장애인은 그러한 동작 교정을 

각과 청각에만 의존하여야 한다 .

복합장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부분은 정안인과 

비교해서 지능과 운동학습능력 그리고 기 체력에서 

차이가 없으나 동기부족에 따른 운동량의 부족과 운동 

경험의 제한으로 여러 가지 발달이 지체되는 것을 가

장 심각한 문제로 삼는다.(구희웅, 김 우, 최향섭, 이

해균 ,1998; 박순희,2005; Ferrell, 1986; Ferrell, Trief, 

Diet, Bonner, Cruz, Ford & Stratton, 1990) 그러므로 

아동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반아동과의 운동능

력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각장애인들의 뛰고, 달리고, 던지는 기본운동 능력 

에 달리기와 던지기는 학습하기 힘든 동작으로 의도

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안아동의 수 에 도

달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에서도 던지기는 연습의 효

과 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구희웅외 3

명,1998, 장명재 외3명,1998). 

던지기는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서도 학습정도와 성

별에 따라 운동기술에 비교  큰 차이가 나타나며 어

린이의 경우에는 발달정도에 따라 더욱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김선진, 최범규, 박승하와 최시호, 1999; 

Nelson, Thomas, Nelson & Abraham, 1986). 더구나 

시각장애인들의 던지기 학습은 던지는 능력의 학습 뿐 

만 아니라 공간 개념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지

각도 함께 습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꾸

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정안인 과 같은 수

에 도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일반 정안 인들의 던지기에 한 연구는 

Plagenhoef(1971), Wickstrom(1983), Haywood(1993), 

이건범(1998), 김선진외 3명(1999) 등 많은 연구가에 의

해 연구되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들에 한 연구는 미

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같은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시각장애인들의 발달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복장애 외에 실명시기,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

원인, 사회문화배경, 아동의 교육경험 등이 있다(박순

희,2005; Ferrell, 1986; Ferrell, Trief, Diet, Bonner, 

Cruz, Ford & Stratton, 1990; Grovenfeld & Jan, 1992; 

Hatton, Bailey, Burchinal, & Ferrell, 1997; Loftin, 

1997). 

이에 본 연구는 운동학습을 모방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력이  없는 맹의 시각장애인  선천  시각장

애인과 후천  시각장애인(Lowenfeld, 1981) 그리고 정

안인의 운동학  특성을 비교 분석해보아 시각장애인

들의 실명 시기에 따른 공간지각능력과 운동조정능력

들을 알아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특성에 따른 운동

학습 지도와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이들의 운동 

지도와 던지기 동작이 포함된 운동종목을 보다 잘할 

수 있고 특히,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운동상해 방

의 기 자료 제공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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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험자의 신체  특성

ITEM 피험자 신장(cm) 체 (kg) 나이(세) 시력

선천  
시각장애

인

S1 170 54 41 맹

S2 158 54 37 맹

S3 146 58 36 맹

M1 158 55.33 38

후천  
시각장애

인

S4 165 63 44 맹

S5 165 70 38 맹

S6 162.5 59 30 맹

M2 164.16 64 37.3

정안인

S7 174 68 48 정상

S8 175 73 32 정상

S9 177 65 22 정상

M3 175.33 68.66 34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모두 남성이며  맹인 시각장애

인 6명  선천 맹 3명, 후천 맹 3명과 정안인 3명을 비

교 군으로 선정하 다. 피험자 모두는 오른손 사용자 

이며,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으

로 지난 3년간 트 드 과 주자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달리기를 꾸 히 하 으나 던지기나 그와 유사한 동작

을 실행해보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선정하 으며, 정

안 인은 체육선생님과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으로 선정 

하 다. 이들의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상촬   분석 차

실험은 던지기 동작이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

동장에서 실시하 고, 통제 을 표시한 통제  틀은 

1m×2m×3m의 높이로 설치하여 연구 상자의 던지기 

동작을 완 히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범 로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하 다. 비디오카메라는 (JVC DV3000) 

통제  틀이 모두 카메라 필드(field)안에 포함되도록 3

를 설치하 고, 운동장 바닥으로부터 1.5m가 되도록 

하여 실험참가자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하 으며, 카메라는 연구 상자의 우측방

향과 정면의 좌우 45°각도에서 촬 하 고 촬 속도는 

60field/sec로 하 다.

먼  통제  틀을 1분간 촬 하고 제거한 후 연구

상자는 통제   틀이 세워져 있던 공간에 들어가 

던지기 동작을 실시하 다. 

피험자는 오버암 던지기로 언어와 호르라기 소리를 

통해 테니스공을 정면을 향해 멀리 던질 수 있게 유도

하고, 세 번실시 하여 그  가장 멀리 던진 자세를 선

택하여 자료처리 하 다.  

3. 구간(Event)과 국면(Phase)

각 구간과 국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구간(Event)과 국면(Phase)의 정의

(1) E1 : 왼발이 지면에서 이지되는 순간

(2) E2 : 왼발이 지면에 착지되는 순간

(3) E3 : 공이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4) P1 : 왼발이 지면에서 이지되는 순간부터 왼발이 

지면에 착지되는 순간까지

(5) P2 : 왼발이 지면에 착지되는 순간부터 공이 오

른손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4. 자료처리

통제  좌표 화는 1m의 통제  막 를 총 46개사

용하여 막 의 감지 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좌표 

화 하 다. 총 56개의 통제 을 좌표 화 한 후, 오차

를 이기 해 동일과정을 5회 반복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좌표 처리 과정에서 연구 상자가 운동하는 

방향을 y축, 지면에 하여 수직방향을 z축으로 하고, 

z축에서 y축으로의 벡터의 외 (cross product)을 x축

으로 하 다. 인체  심 의 좌표 화, 동조,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방법에 의해 3차원 

좌표계산과 자료의 스무딩은 Kwon 3D ver. 3.1 로그

램을 사용하 으며, 인체  심 의 좌표 화는 

Plagenhoef(1983)의 자료를 이용하 다. 

인체 의 좌표화는 각  21개의 을 좌표화 

했으며, 이들은 21개의 과 13개의 분 이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강체계(linked rigid body system)로 정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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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간별, 국면별 소요시간 ( )

ITEM E1 E2 E3 P1 P2

선천맹

S1 0 0.467 0.687 0.467 0.216

S2 0 1.300 1.183 1.300 -0.117

S3 0 0.617 0.734 0.617 0.117

M1 0 0.795 0.935 0.795 0.072

후천맹

S4 0 1.000 1.319 1.000 0.317

S5 0 0.550 0.900 0.550 0.350

S6 0 0.733 0.917 0.733 0.184

M2 0 0.761 1.045 0.761 0.284

정안인

S7 0 0.817 1.150 0.817 0.333

S8 0 1.400 1.700 1.400 0.300

S9 0 0.850 1.100 0.850 0.250

M3 0 1.022 1.317 1.022 0.294

Note. Event(E), Phase(P)

표 3. 구간별, 국면별 오른손의 합성(r) 속도 (m/sec) 

ITEM E1 E2 E3 P1 P2

선천맹

S1 1.49 0.70 8.08 1.21 4.93

S2 2.53 5.60 6.07 1.70 -5.87

S3 1.04 3.59 6.27 1.08 5.62

M1 1.69 3.30 6.81 1.33 1.56

후천맹

S4 0.44 2.21 8.59 1.34 4.57

S5 0.30 1.82 8.22 1.76 3.90

S6 1.22 2.34 10.46 1.69 5.89

M2 0.65 2.12 9.09 1.60 4.79

정안인

S7 0.81 3.24 10.81 2.33 4.41

S8 0.54 1.25 8.78 1.25 5.06

S9 0.13 3.42 10.66 1.67 5.12

M3 0.49 2.64 10.08 1.75 4.86

각 신체 각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손목각 : 손목  →손가락끝 을 a⃗ , 손목

 →엘보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엘보각 : 엘보  →손목  을 a⃗ , 엘보

 →어깨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어깨각 : 어깨  →엘보  을 a⃗ , 어깨

 →힙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터

가 이루는 각.

∙발목각 : 발목  →발가락끝 을 a⃗ , 발목

 →무릎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무릎각 : 무릎  →발목  을 a⃗ , 무릎

 →힙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

터가 이루는 각.

∙힙각 : 힙  →무릎  을 a⃗ , 힙  

→어깨  을 b⃗ 라고 하 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 ․후경각 : 체 좌표계의 YZ평면에 투 된 몸

통분  벡터(Distal : 오른어깨와 왼어깨, Proximal 

: 오른힙과 왼힙)와 Y축 벡터가 이루는 각.

∙윗몸통각 : 체 좌표계의 XY평면에 투 된 왼어

깨에서 오른어깨의 벡터와 Y축 벡터가 이루는 각.

∙아래몸통각 : 체 좌표계의 XY평면에 투 된 왼

힙에서 오른힙의 벡터와 Y축 벡터가 이루는 각.

∙머리각 : 체 좌표계의 YZ평면에 투 된 두정에

서 턱의 벡터와 Y축 벡터가 이루는 각.

   

Ⅲ. 결과  논의 

1. 수행동작에 한 소요시간  오른손의 합성(r) 속도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피험자

는 국면별 소요 시간이나 국면별 오른손의 합성속도는 

각기 매우다양하게 나타나 개인 간 는 집단 간에 공

통 을 찾기 어려우나, 피험자 모두에게 공통 으로 제

1국면 보다 제2국면간의 시간이 짧고, 속도는 빠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피험자가 공을 멀리 그리고 빠르게 던

지기 해 백스윙보다 포워드스윙을 빠르게 하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룹별로 비교해 보면 정안 인이 시각장애인(선천 

맹, 후천 맹)보다 국면별 시간은 기르나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국면이 비교  긴 시간을 

나타낸 것은 공을 던지기 해 오른손을 뒤로 보내는 

비동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선천 맹이 

후천 맹 보다 1국면의 평균 소요시간이 긴 것은 비

동작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피험자 S2의 구간별 동작

이 다른 피험자들 같이 왼발이지(E1) 후에 왼발을 먼  

착지(E2) 시키고 공을 던진(E3)것이 아니라, 왼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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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구간의 신체분 의 각도

ITEM
선천 맹 후천 맹 정안인

S1 S2 S3 M1 S4 S5 S6 M2 S7 S8 S9 M3

오른쪽 손목각 156.19 134.43 168.45 153.02 170.95 155.20 175.05 167.07 131.63 159.30 173.66 154.86

오른쪽 엘보각 79.19 77.45 64.45 73.70 118.54 88.70 116.91 108.05 68.46 76.14 64.02 69.54

오른쪽 어깨각 109.35 101.32 65.68 92.12 13.58 12.77 56.01 27.45 19.25 21.56 22.93 21.25

오른쪽 발목각 64.79 59.98 71.79 65.52 70.21 75.53 68.81 71.52 80.63 84.99 82.02 82.55

오른쪽 무릎각 140.86 130.44 140.51 137.27 155.30 152.44 128.21 145.32 166.31 175.99 160.03 167.44

오른쪽 힙 각 156.63 159.07 159.53 158.41 164.61 172.29 136.65 157.85 172.32 167.60 172.80 170.91

왼쪽 발목각 81.12 122.86 99.43 101.14 80.83 80.92 97.76 86.50 72.10 88.02 87.48 82.53

왼쪽 무릎각 120.85 147.38 117.00 128.41 122.57 130.01 160.13 137.57 148.24 127.14 123.27 132.88

․ 후경각 118.00 98.79 95.05 103.95 100.43 93.36 119.87 104.55 93.41 96.46 94.93 94.93

윗 몸통각 132.57 135.92 143.21 137.23 167.33 114.58 150.40 144.10 157.82 165.23 168.71 163.92

아래 몸통각 134.36 160.42 149.74 148.17 167.92 118.16 153.56 146.55 154.95 167.40 167.12 163.16

머리각 91.59 81.88 76.55 83.34 85.86 47.37 116.22 83.15 94.37 100.51 88.20 94.36

표 5. 제2구간의 신체분 의 각도

ITEM
선천 맹 후천 맹 정안인

S1 S2 S3 M1 S4 S5 S6 M2 S7 S8 S9 M3

오른쪽 손목각 140.99 156.95 132.04 143.33 161.99 139.14 145.78 148.97 109.46 171.29 158.05 146.27

오른쪽 엘보각 50.73 161.63 72.92 95.09 107.61 65.18 70.20 81.00 92.64 76.51 56.98 75.38

오른쪽 어깨각 129.12 109.40 139.42 125.98 105.87 57.37 108.99 90.74 63.70 80.77 105.80 83.42

오른쪽 발목각 54.46 138.58 67.25 86.76 64.36 57.95 69.85 64.05 67.60 68.87 81.23 72.57

오른쪽 무릎각 121.95 107.42 120.05 116.47 119.01 111.56 126.70 119.09 134.65 129.79 127.14 130.53

오른쪽 힙 각 151.08 156.09 133.02 146.73 129.09 137.60 134.36 133.68 146.30 140.79 138.33 141.81

왼쪽 발목각 75.30 104.41 92.29 90.67 98.63 85.70 97.08 93.80 86.38 82.84 82.90 84.04

왼쪽 무릎각 103.14 130.01 109.33 114.16 143.43 136.02 110.90 130.12 148.79 142.08 148.84 146.57

·후경각 110.84 73.94 80.73 88.50 117.55 94.91 102.92 105.13 104.54 104.17 103.57 104.09

윗 몸통각 145.19 107.21 129.27 127.22 139.22 136.36 161.15 145.58 146.25 146.86 163.16 152.09

아래 몸통각 144.10 119.65 159.86 141.20 165.55 130.89 165.18 153.87 164.97 163.85 169.69 166.17

머리각 92.81 67.99 79.56 80.12 95.18 71.55 116.80 94.51 108.15 117.74 105.89 110.59

표 6. 제3구간의 신체분 의 각도

ITEM
선천 맹 후천 맹 정안인

S1 S2 S3 M1 S4 S5 S6 M2 S7 S8 S9 M3

오른쪽 손목각 159.00 146.15 175.70 160.28 156.29 146.24 137.59 146.71 136.41 143.98 138.72 139.70

오른쪽 엘보각 118.82 164.47 147.89 143.73 108.36 123.04 131.62 121.01 110.33 145.53 142.83 132.90

오른쪽 어깨각 114.14 168.75 132.40 138.43 97.07 101.22 113.67 103.99 112.03 113.94 112.79 112.92

오른쪽 발목각 93.91 95.19 66.53 85.21 98.32 86.53 122.62 102.49 103.50 117.31 96.37 105.73

오른쪽 무릎각 135.42 157.05 127.70 140.06 137.65 126.55 116.92 127.04 167.39 151.41 115.71 144.84

오른쪽 힙 각 174.59 177.51 151.36 167.82 168.60 168.58 166.47 167.88 154.84 159.37 169.00 161.07

왼쪽 발목각 96.82 120.00 87.63 101.48 83.09 80.47 72.05 78.54 83.22 82.01 94.69 86.64

왼쪽 무릎각 139.21 105.37 131.88 125.49 131.94 122.01 98.60 117.52 144.48 138.26 130.22 137.65

·후경각 88.83 86.20 75.35 83.46 85.88 92.74 86.93 88.52 85.62 89.08 90.41 88.37

윗 몸통각 97.38 113.52 93.75 101.55 97.45 78.10 79.08 84.88 91.72 81.61 74.84 82.72

아래 몸통각 112.47 146.90 124.83 128.07 113.03 88.80 94.79 98.87 109.01 103.44 77.96 96.80

머리각 68.21 75.10 79.56 74.29 89.75 91.64 122.39 101.26 111.90 103.91 100.49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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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후에 공을 먼  던지고(E3)  왼발을 착지(E2) 시킨 

결과이다. 그런 결과 S2의 2국면(P2)의 소요시간이 

-0.117sec를 나타냈으며 2국면(P2)의 오른손의 합성속도

(r) 한 -5.87m/sec를 나타내었다.

공을 던지기 해서는 운동에 지 (Kinetic Energy)

가 필요한데 운동에 지(KE)는 질량(M) X 속도(V)²/2

이다. 공을 멀리 던지기 해서는 보다 많은 운동에

지가 필요하며 이때 공의 무게와 던지는 각도가 일정

하다면 운동에 지가 커지기 해선 속도가 빨라야 된

다. 이때의 속도는 공이 릴리스 하는 순간의 속도를 말

하는 것으로 운동에 지를 많이 발생시키기 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최인애, 박 동, 이연종, 이 훈, 

이경일, 강경환, 서정식, 인희교, 김차남 공역, 2002). 

공을 멀리 던지기 한 가속구간인 제2국면(P2)을 보

면 정안인과 후천맹의 시간과 속도에서 별 차이가 없으

나, <표 3>의 제3구간(E3)의 릴리스 시를 보면 정안 인이 

후천 맹 보다 확실히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안 

인들은 오른손을 천천히 그리고 뒤로 멀리 보냈다가 공

을 던지는 릴리스순간에 손을 더욱 가속시키므로 운동에

지를 효율 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볼 때 정안 인이 후천 맹 과 선천 맹 보다 

운동에 지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체분 의 구간별 각도

1) 오른쪽 손목 각도

그림1. 선천 맹, 오른손목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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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후천 맹, 오른손목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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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정안인, 오른손목 각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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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간별(Event) 임(Fram)수

ITEM E1 E2 E3

선천맹

S1 O 28 41

S2 O 78 71

S3 O 37 44

후천맹

S4 O 60 79

S5 O 33 54

S6 O 44 55

정안인

S7 O 49 69

S8 O 84 102

S9 O 51 66

오른쪽 손목 각도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피험자가 각기 다양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선천 맹 보다는 후천 맹이, 후천 맹 

보다는 정안 인이 손목각도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

타나 정안 인이 던지는 동작을 수행 에 손목을 많이 

이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천 맹의 경우는 손

목을 그다지 쓰지 않고 공을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6>.의 제3구간(E3)에서의 오른손목각을 보

면 정안 인, 후천 맹, 선천 맹, 순으로 손목을 많이 굽

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을  던지는 순간에 정안 인이 

손목 스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오른 엘보각과 오른 어깨각

<표 4>,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안

인의 오른 엘보각을 보면 제1구간과 2구간에서 모두 

팔꿈치를 당한 각도로 굽히고 있다가 제3구간에서 

커지는데 비해, 후천 맹은 제1구간에서 팔꿉치를 펴고 

있다가 제2구간에서 굽히고 제3구간에서 다시 펴는 형

태를 보 으며, 선천 맹은 3명의 피험자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 맹의 오른 엘보

각을 보면 제1 구간에서 정안인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 같으나 오른 어깨각을 살펴보면 정안 인이나 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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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에 비해 큰 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 자세에서 

정안 인과 후천 맹이 손을 몸앞 어깨 아래로 내리고 

겨드랑이를 붙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선천 맹

은 비 단계부터 공을 던질 자세로, 오른 손을 뒤로 

젖치고 공을 어깨 로 들어 겨드랑이를 벌린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후천 맹의 S6도 제1구간에서 오른 어

깨각(56.01)을 보면 선천 맹 그룹 보다는 덜 하지만 다

른 후천 맹(S4, S5)과 정안 인(S7, S8, S9)에 비해 비

자세 시 오른손을 뒤로 젖치고 공을 조  로 들어 

겨드랑이를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 어깨의 구간별 각도 변화를 살펴보면 정안 인

은 모두 비슷한 각도변화를 보이며 각도가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으나 선천 맹 과 후천 맹 그룹에서는 모두

가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던지는 동작이 일정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오른 발목각, 오른 무릎각과 오른 힙각 

<표 4>, <표 5>, <표 6>에서 보면 정안인과 후천 

맹은 피험자 모두가 제1구간에서 제2구간으로 가면서 

오른 발목, 오른 무릎, 오른 힙을  더 굽  주었다

가 제3구간에서 을 펴주면서 공을 던지는데 반해 

선천 맹은 정안 인과 같이 제1구간에서 오른쪽 발목과 

무릎, 힙을 굽히는 것은 같은데 S2는 제2국면(P2)에서 

왼발이 지면이 닿기 에 공을 릴리스하고 다음에 왼

발이 닿기 때문에 구간별 속도가 다른 피험자들과 많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S3는 3구간에서 발목을 펴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천 맹과 후천 맹 모두는 제1구간에서 정안 

인의 비해 지나치게 많이 오른쪽 발목과 무릎, 힙을 굽

히고 있어 공을 던질 때 체 의 수평이동보다 상하로 

더 많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4) 왼 발목각, 왼 무릎과 ․후경각

<표 4>, <표 5>, <표 6>에서 보면 왼 발목각은 3그

룹 피험자 모두가 각 구간에서 모두 다양한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왼 무릎은 정안 인이 모두 제2구간에서 

왼 발을 앞으로 내딛기 해 무릎을 폈다가 제3구간으

로 가면서 무릎을 다시 굽히는 동작을 보 으나, 시각

장애인들은, 후천 맹의 피험자 S4을 제외하고 제2구간

에서 왼 발을 앞으로 내딛기 해 무릎을 쭉 펴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경각은 정안 인이 거의 직각으로 비 자세를 

취하다가 제1구간에서 평균 94.93로〫 약간 뒤로 젖

지고 제2구간에서 평균 104.09로〫 젖 졌다가 제3구간

에서 평균 88.37로 다시 수직상태로 돌아오는데 반해 

선천 맹 과 후천 맹 은 제1구간에서 평균 103.95와〫 

104.55로〫 정안 인 보다 조  더 뒤로 젖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2구간에서는 정안인과 같이 몸을 뒤로 충

분히 젖 주지 못하고, 오히려 펴지는 경우(S1,S2, S3, 

S6)가 많았다. 

<표 6>에서 보면 선천 맹의 S3는 몸을 많이 숙인체

로 공을 던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좋지 못

한 자세는 목과 허리에 좋지 못한 향을 주며 자칫 

운동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박홍길의 연구에 의하면  맹 학생의 운동 상해 발생 

원인으로 기술부족(41.7%)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이 같은 상해 방이나 올바른 운동학습을 해 언

어나 각 지도를 통해 정안 인의 바른 운동자세를 모

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윗 몸통각과 아래 몸통각

(1) 선천맹의 윗 몸통각과 아래 몸통각의 변화 

<그림 4~그림 6>.

그림4. S1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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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S2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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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S6의 윗, 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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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천 맹의 윗 몸통각과 아래 몸통각의 변화

<그림 7~그림 9>.

그림7. S4의 윗, 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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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S5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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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S6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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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안 인의 윗 몸통각과 아래 몸통각의 변화

<그림 10~그림 12>.

그림10. S7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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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S8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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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S9의 윗,아래몸통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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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몸통각과 아래 몸통각은 Y축, 즉 진행방향에 

한 윗 몸통(왼 어깨와 오른 어깨의 이은선)과 아래몸통

(왼 힙과 오른 힙의 이은선)의 각도를 말한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안인의 , 아래몸통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

구간인 0 임에서 윗몸통각과 아래 몸통각이 같이 

진행되다가 윗몸통각이 아래 몸통각 보다 빠르게 어

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제2구간(S7=49 임, S8=84

임, S9=51 임)에서 윗몸통각이 상승 했다가 

 하강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처음에 허리와 어깨

가 같이 뒤로 백스윙 되다가 제2구간을 해 왼다리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어깨가 허리보다 먼  정면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며,  제2구간(S7=49 임, S8=84

임, S9=51 임)에서는 왼발과 허리를 지지 로 하여 

오른 어깨를 가속시키므로 윗몸통각이 상승 했다  

하강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몸통각은 윗몸통각을 

가속시키기 해 잠시 멈추었다가 같이 어들기 시작

하나 공이 손에서 릴리스 될 때에는 윗몸통각이 아래 

몸통각 보다 어져, 오른어깨가 오른허리 보다 앞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정안인 모두 아래

몸통 즉, 허리가 윗 몸통인 어깨를 리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천 맹

의 S4,와 S6는 정안 인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S5는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가 어깨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어깨와 허리가 같이 백스윙 되었다 



시각장애인의 실명시기에 따른 던지기 동작의 운동학  특성  133

같이 포워드스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천 맹의 

S2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통의 회 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ywood(1993)의 던지기 동작의 발달단계에 따르

면, 가장 낮은 단계인 몸통회 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

의 굽힘과 폄 동작을 사용하여 공을 던지는 1단계 유

형은 피험자 S2이고, 다음단계인 ․아래 몸통이 동시

에 회 하면서 공을 던지는 2단계 유형이 피험자 S1, 

S3, S5이고, 상 단계인 ․아래 몸통이 상호 독립

으로 분리되어 회 을 일으키며 공을 던지는 3단계 유

형이 피험자 S4, S6, S7, S8, S9로 볼 수 있다.

한 최 각과 최소각의 차이로 회 범 를 살펴보

면, 정안 인 그룹이 선천 맹 과 후천 맹 그룹에 비해 

크며,  후천 맹 은 선천 맹 보다 크게 나타났다.

6) 국면별 머리각도

머리각도는 체 좌표계의 YZ평면에 투 된 두정에

서 턱의 벡터와 Y축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던지는 동

작 에 머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한 것이다. 

먼  정안 인의 머리각도를 살펴보면 <표 4>,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구간에서 정면을 보

는 머리 각도를 유지하다가 2구간과 3구간에서는 공이 

날아갈 방향을 향해 약간 머리를 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천 맹 그룹은 비 동작에서 부터 볼을 던

지는 순간 까지 머리가, 즉 이 공이 날아갈 방향을 

향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로 공을 던지고 있으며 

특히 제3구간에서는 더욱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천 맹 그룹의 피험자 S5는 제1구간과 제2구간

에서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고 던지고 있으며, 피험자S4

는 비교  정면을 향하고 있으나 제2구간과 제3구간에

서 정안인과 같이 공이 날아갈 방향을 향해 약간 머리

를 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며, 피험자 S6는 지나

치게 머리를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 장애인들이 정안인과 다른 머리각도

를 보이는 것은 정안 인 들은 목표를 볼 수가 있기 때

문에 목표를 향해 과 머리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지

나, 시각장애인들은 목표를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과 

머리가 공이 날아갈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각기 고유

의 형태를 취하며 던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머리 각은 공의 

진행 방향과 던지기 수행 거리의 좋지 않은 향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의 자칫 

근육통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홍길의 연구에 

의하면  맹 학생의 신체 부 별 상해 발생  손가락

이 35.7%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목으로 17.9%, 세 번

째가 발목으로 14.3%를 나타내었다. 

3. 분 의 이동변화

1) 오른손끝의 이동괘

오른손 끝에 한 이동 괘 을 그래 로 살펴보면 

스윙의 반 인 양상 즉, 스윙의 폭과 크기 등의 가동

범 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동 괘 의 시작과 끝은 아래그림 모두<그림 13~

그림 39> 아래 에서 시작하여  끝 으로 진행한다.

 

(1) 오른손끝 후면의 이동괘

① 선천 맹 오른손끝 후면의 이동괘

<그림 13~그림 15>

그림13. S1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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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S2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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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S3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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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천 맹 오른손끝 후면의 이동괘

<그림 16~그림 18>

그림16. S4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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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S5의 전후면 이동괘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Y값(cm)

Z
값

(c
m

)

S5

그림18. S6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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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안 인 오른손끝 후면의 이동괘

<그림 19~그림 21>.

그림19. S7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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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S8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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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S9의 전후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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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그림 21>에서 보듯이 선천 맹 그룹의 오

른손끝 후면의 이동 괘 은 정안인 는 후천 맹 그

룹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선천 맹 

그룹은 어깨와 팔을 회 시키며 던지지 못하고 단지 

팔만 앞뒤로 흔들어 공을 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안 인과 후천 맹의 오른손끝 후면의 이동 괘 을 

비교해 보면 정안 인들이 비교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후천 맹 그룹은 각기 다른 모양을 나타내

고 있고 특히 피험자 S6는 <표 4>에서 보듯이 제1구간

에서 오른 어깨각이 108.99을 나타내어 오른손을 뒤로 

젖치고 겨드랑이를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18.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정안 인 이 제1구간과 제2구간에서 손을 몸에

서 많이 떨어드리지 않고 회 시키는데 비해 후천 맹 

은 손을 몸에서 정안 인 보다 많이 떨어드리고 회 시

킨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되면 체 을 효과 으로 손

에 달시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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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손끝 수평면의 이동괘

① 선천 맹 오른손끝 수평면의 이동괘

<그림22~그림24>.

그림22. S1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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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S2의 수평면 이동괘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10 20 30 40 50 60 70

X값(cm)

Y
값

(c
m

)

S2

그림24. S3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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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천 맹 오른손끝 수평면의 이동괘

<그림 25~그림27>.

그림25. S4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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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S5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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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S6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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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안 인 오른손끝 수평면의 이동괘

<그림 28~그림 30>

그림28. S7의 수평면 이동괘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 20 40 60 80 100 120

X값(cm)

Y
값

(c
m

)

S7

그림29. S8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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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S9의 수평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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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그림 24>의 선천 맹 오른손끝 수평면의 

이동 괘 에서도 오른 팔을 회  시키지 못하고 그  

팔을 앞뒤로 흔들어 공을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후천 맹 과 정안 인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팔을 회  시키며 공을 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안 인 그룹과 후천 맹 그룹을 비교하여 보면 2.신

체분 의 구간별 각도  1) 오른쪽 손목 각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정안 인들이 후천 맹 들 보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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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손끝 좌우면의 이동괘

① 선천 맹 오른손끝 좌우면의 이동괘

<그림 31~그림 33>.

그림31. S1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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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S2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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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S3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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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천 맹 오른손끝 좌우면의 이동괘

<그림 34~그림 36>.

그림34. S4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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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S5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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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S6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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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안 인 오른손끝 좌우면의 이동괘

<그림 37~그림 39>.

그림37. S7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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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S8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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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S9의 좌우면 이동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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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끝 좌우면의 이동괘 은 정안 인들이 비교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1구간에서 손끝이 회 을 

하면서 어깨뒤로 보내졌다가 포워드스윙에서 다시 앞

으로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후천 맹 

그룹과 선천 맹 그룹은 각기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

고 특히, 선천 맹 들은 2.신체분 의 구간별 각도  2) 

오른 엘보각과 오른 어깨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제1구간에서 이미 공을 던질 자세로 오른 손을 뒤로 

젖치고 공을 어깨 로 들어 겨드랑이를 벌린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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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왼발의 이동거리

ITEM 뒤로이동거리 앞으로이동거리 총이동거리

선
천
맹

S1 0 25.26 25.26

S2 0 -5.30 -5.30

S3 12.39 9.28 26.67

M1 4.13 9.74 15.54

후
천
맹

S4 43.95 65.43 109.38

S5 0 50.36 50.36

S6 0 43.48 43.48

M2 14.65 53.09 67.74

정
안
인

S7 5.31 76.55 81.86

S8 42.18 85.06 127.24

S9 13.19 113.66 113.66

M3 20.22 91.75 107.58

표 9. 왼발끝과 왼발뒷꿈치의 국면별 Z축의 치 (cm)

ITEM
제1국면 제2국면 제3국면

왼발끝
왼발

뒷꿈치
왼발끝

왼발
뒷꿈치

왼발끝
왼발

뒷꿈치

선
천
맹

S1 0 5.37 0 0.71 0 2.60

S2 0 9.19 0 7.60 24.72 33.90

S3 0 10.74 0 8.69 0 2.70

M1 0 8.43 0 5.66 8.24 13.06

후
천
맹

S4 0 7.99 0 9.12 0 2.70

S5 0 5.41 4.34 0 0 3.89

S6 0 4.34 0 5.00 0 3.00

M2 0 5.91 1.44 4.70 0 3.19

정
안
인

S7 0 2.48 7.57 0 0.11 0

S8 0 8.18 11.62 0 2.36 0

S9 0 10.28 12.86 0 0 0.10

M3 0 6.98 10.68 0 0.82 0.03

취하고 있으며, 백스윙과 포워드스윙에서도 팔을 회

시키지 못하고 그  앞뒤로 흔들어 던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천 맹 그룹은 피험자 S4만이 정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험자 S5와 S6은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피험자 S5는 그림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스윙에서 

손을 어깨 뒤로 보내지 못하고 손을 펴며 어깨 밖으로 

보내고 있어 어깨의 회 과 몸통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S6은 <그림 18>, <그림 27>, <그림 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국면에서 이미 어깨가 많이 

열린 상태로 백스윙을 하고 있어 이 역시 어깨의 회

과 몸통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왼발의 이동변화

왼발의 이동범 는 왼발 끝이 Y축에서 얼마나 앞 

뒤로 이동 했는지로 알아보았다. 

이것은 공을 던지는 동안에 체 이동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Haywood(1993)의 던지기 동작

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다리동작의 가장 낮은 단계의 1

단계는 스텝을 밟지 않고 공을 던지는 유형, 2단계는 

던지는 팔쪽의 다리를 내딛으며 공을 던지는 유형, 3단

계는 던지는 팔의 반 쪽 다리를 짧게 내딛으며 공을 

던지는 유형, 4단계는 던지는 팔의 반 쪽 다리를 길게 

내딛으며 공을 던지는 유형으로 나 었다.

<표 8>에서 보면 정안 인이 비교  발의 이동 범 가 

크고, 다음이 후천 맹, 다음이 선천 맹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안 인 모두에서는 왼발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내딛는 동작을 나타냈으나 시각장애인은 선천 

맹의 S3, 후천 맹의 S4에서만 발을 뒤로 보냈으며 그

나마 S3은 총 이동범 가 무 작아 정안 인과 같이 

충분한 체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Haywood(1993)의 던지기 동작의 발달단계에 따르

면 모든 피험자가 3단계 이상으로 분류 할 수 있으나, 

선천 맹 그룹은 발을 이동 했다 기 보다 그냥 로 올

렸다 내린 수 에 불과하고, 후천 맹의 S5, S6만이 3단

계로 분류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정안인과 같은 4단

계 유형의 발동작을 보인 피험자는 후천 맹의 S4피험

자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9>를 살펴보면, 제2구간에서 정안인(S7, 

S8, S9)들이 왼발 뒷꿈치가 먼  닿고 발가락 쪽인 왼

발 끝이 나 에 지면에 닿는데 비해 S4는 왼발 끝이 

먼  닿고 나 에 왼발 뒷꿈치가 지면에 닿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정안 인들과 같은 발동작을 보인 시각장

애인은 없었다.

특히 제2구간에서 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왼발끝

이 지면에 먼  닿고 왼발 발꿈치가 나 에 닿는 계

로 체 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발가락쪽에 갑자기 많

은 하 이 부과 되므로 자칫 발가락이나 발목에 상해

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

인들이 잘못된 동작으로 인한 상해는 언어와 각을 

통한 피드백으로 정안 인의 바른 운동 자세를 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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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1.구간과 국면별 소요시간  속도에서 공의 무게와 

던지는 각도가 일정하다면, 공을 멀리 던지기 해 가

장 요한 것은 제3구간(E3)에서의 공의 속도이며 이순

간의 속도는 정안 인이 가장 빠르고 후천 맹, 선천 맹

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정안 인은 손목 을 잘 이용하고 몸의 회 범

가 크며 서로 비슷한 동작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선

천 맹 은  그 지 못했고, 후천 맹 은 선천 맹 보

다는 좋으나 정안 인 보다는 못했다.

3. 정안 인은 제2국면(P2)에서 허리가 어깨를 리드하

며 공을 던지고 있으나, 선천 맹 과 후천 맹의 일부는 

허리와 어깨가 같이 회 하여 허리가 어깨를 리드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나타내었다.

4.정안 인들은 공이 날아 갈 방향을 주시하며 공을 

던지나, 시각장애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지나치게 쳐

들고 던지고 있어 공이 날아 갈 방향을 주시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오른손끝의 이동 괘 으로 본 던지기 동작 패턴

은 정안 인이 비교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숙련된 동

작으로 던지는데 비해, 선천 맹 은 각기  다른 양

상으로 미숙한 동작을 보이고 있고, 후천 맹 은 정안 

인과 일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정안 인 보다

는 미숙한 동작을 나타내었다. 

6. 공을 던지는 동안 정안 인의 체 이동이 잘되고 

있는데 비해, 후천 맹 은 정안 인보다 좋지 못했고 선

천 맹 은 체 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던지기 동작이 

정안 인들에 비해 많이 미숙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후

천 맹 은 비교  정안 인들에 가까운 동작 패턴을 보

이고 있으나 선천 맹 은  다른 동작 패턴을 보이

고 있어 실명 시기가 던지기 동작에 많은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동작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주시

하지 못하고 공을 던지거나 2구간(E2)에서 발끝이 먼  

지면에 닿는 동작 등의 잘못된 동작은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운동기술의 

미숙함을 보일 뿐 아니라 자칫 운동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동 기술을 향상 시키고 운동 상해를 방하기 

해선 정안인들의 올바른 운동 기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결과로 보아 후천맹의경우는 연습과 훈련을 통

해 정안인과 같은 수 의 던지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

겠으나, 선천맹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훈련 없

이는 정안인의 수 에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공을 던지고 난 후의 마무리동작도 

정안인과 비교해 보면 시각 장애인들이 던지기 운동학

습의 올바른 방향과 운동 상해 방에 더욱 좋은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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