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67

http://dx.doi.org/10.14400/JDPM.2014.12.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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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점진적 이완기법을 대학 양궁선수들에게 적용한 후 뇌파측정과 혈압, 심박수 등의 생리적
인 변인의 측정을 통하여, 호흡을 통한 점진적 이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양궁의 경기수행력을 향상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자 양궁선수 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2주간 Jacobson의 점진적 이
완기법을 적용하여 1주일에 3일, 1회 약 15∼20분 동안 훈련 후, 동일 대상자 13명의 뇌파와 혈압, 심박수를 측정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
을 실시하였고  단일 집단의 뇌파, 혈압, 심박수의 사전·사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t-test(paired t-test)를 실
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2주간 처치 후 상대 α파, 

상대β중에서 상대α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상대 β파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12주
간 처치 후 혈압의 변화로는 수축기압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고, 이완기 혈압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박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흡을 통한 
점진적 이완기법은 대학 양궁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뇌파, 심박수, 양궁. 점진적 이완요법. 혈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physiological changes by measuring EEG, blood pressure, heart 
rate, etc after applying progressive relaxation technique to university archery player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progressive relaxation through respiration, and, ultimately, improve an athlete's archery performance. This study chose 
13 female archery athletes. The EE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of the athletes were measured before applying 
Jacobson's progressive relaxation technique for 12 weeks, during which the EE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3 times a week after 15 to 20 minutes of training before every measurement. We used the SPSS18.0 
program for technical analysis to check the general features of the athletes and carried out the paired t-test to examine 
the changes made to the EE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of a single test group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All statistical level of significance was maintained at α=.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12 weeks of 
appliance, between the targets' relative α wave and β wave, the relative α wav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while the relative β wave showed no changes. Second, after 12 weeks of appliance, in terms of blood 
pressure, the systolic pressure showed no changes while the diastolic pressu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Thir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to the heart rate. In conclusion, progressive relaxation through 
breath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rchery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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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양궁 수 은 종주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며 국 선양 하고 있는 표

인 종목[3]이라는 사실임에는 분명하다. 한체육회[19]

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08년까지의 하계올림픽 종목 메

달 취득 황 집계  양궁의 메달 취득 황이 체 

메달 합계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39

회, 43회 올림픽 회에서 세계 양궁 사상 무후무한  

종목의 석권과[3]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단체  6연

패의 기록 달성 등은 한국 양궁 수 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국내·외 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경이로운 기록들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인 요인은 선수들

과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경기력 향상을 한 끊임

없는 연구들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양궁과 같은 폐쇄 인 종목의 특성상 경기  생

리 인 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완, 각성조  능

력, 자신감, 고도의 심리  안정과 집 이 요구되므로 이

와 련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15,16,1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양궁선수들의 최

의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조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한 것이라는 공통 인 목표가 있고, 시합상황에서 발

생하는 과도한 각성과 불안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으로 호흡이완 기법, 자생훈련 등의 생리 인 기법과 사

고 정지, 인지재구성 등의 인지 인 방법을 용하여 효

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Greenspan[26]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불안감소

기법들 에서 특히 이완훈련과 인지 재구성 기법이 효

과 이라고 하 고, Lichstein[24]은 호흡조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뿐만 아니라 집 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호흡 형태일수록 강한 이완기법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1,9,11,14] 등도 호흡조 을 통한 심리기술훈련이 

골 , 배구, 피겨 등의 운동에도 정 인 효과가 나타났

음을 보고하고 있다.  

보편 으로 호흡조 을 통한 이완기법  Jacobson의 

진  이완(progressive relaxation) 이[22]스포츠 분야에

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기법들은 이완반응을 유도하는 

기본 구성 요소인 정신  집 , 수동  태도, 근육긴장 감

소  조용한 환경 등을 히 조합함으로서 교감신경 활

동을 감소시켜 피험자가 긴장과 이완을 분명하게 느끼도

록 하여 이완을 유도하는 임상  치료기법이다[18]. 

최근에는 이러한 심리기술 훈련의 객 인 연구 방

법과 연구 결과의 계량화를 하여 뇌 기기의 활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15].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 검사지

나 자기 보고식방법, 면담, 찰 등을 이용한 연구 방법의 

한계 을 보다 객 이고 계량화하기 유용한 양 자료

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  연구 뿐 만이 아니라 

신경 생리  분야 까지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재 

보고된 뇌 련 보고의[5,6,12,20,21,23,25] 연구들도 뇌

기기를 이용하여 뇌  조 훈련을 통해 경기 수행력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하지만 뇌 기기를 이용한 연구들의 특징은 뇌 기기 

자체 로그램 즉, feedback 훈련을 통하여 운동수행능력

의 향상을 한 요인들의 ·후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뇌 기기 feedback 로그

램의 정 인 효과를 입증한 결과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 기기 로그램을 통한 feedback 

훈련이 아닌, Jacobson의 진  이완훈련기법을 통하여 

12주간 학 양궁선수들에게 용한 후 순수한 뇌 측정

과 압, 심박수 등의 생리  변인의 측정을 통하여 호흡

을 통한 진  이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궁극 으로 

양궁의 경기수행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들은 2013년 재 D 역시에 A와 B

학교의 양궁선수들로 국양궁경기 회 학부에서 3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여자 양궁선수 13명을 상

자로 선정하 고 이들의 일반 인 특징은 <표. 1>과 같

다. 이때, 신장과 체 은 신장체 자동측정기(JENIX, 

Hounsfield, GB/100GC.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경력사항은 실험 동의서 작성 후 구두 질문을 통하여 자

료를 수집하 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itics of the subjects
subjects

(n)

Age

(yr)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

13
21.45±

1.27

160.52±

4.5

58.08±

4.6

11.2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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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절차 및 내용

본 연구의 시작  상자들에게 연구에 한 목 과 

방법, 차, 실험효과에 향을 미칠 요인들에 하여 충

분한 설명 후 동의하에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 다. 

실험 시작  상자 13명의 뇌 와 생리  변인으로

는 압, 심박수를 측정 후 12주간 Jacobson의 진  이

완기법을 이용하여 1주일에 3일, 1회 약 15∼20분 동안 

훈련 후, 동일 상자 13명의 뇌 와 압, 심박수를 측정

하 다. 상자의 심리 인 변수와 실험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기 하여 실험 ·후의 측정시간은 

오  10시로 동일하게 용하 고 측정 시, 안정 심박수

(약 65∼75회/분)의 범  안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1분 동

안 뇌  측정을 하 다.

2.2.1 호흡을 통한 신체적 이완 훈련

Jacobson의 진  이완 훈련(progressive relaxation)

은 스포츠 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표 인 이완 

기법으로, 이완에 필요한 본을 녹음기로 녹음 한 후, 오

 10시에 13명의 선수를 상으로 녹음 본을 틀어 실

시하 다. 이때의 환경은 주의집 을 하여 소음의 방

해가 없고 약간 어두운 장소에서 녹음 본에 따라 5∼7

 정도의 수축을 유지 시킨 후 가능한 최 로 근육을 이

완시키는 동작의 반복을 통하여 이완될 때의 느낌에 집

하도록 하 다[8]. Jacobson의 진  이완 훈련의 훈

련 시간은 약 15∼20분 동안 진행하 다.

2.2.2 뇌파측정

뇌 는 인간의 정신 , 신체  기능을 총 하고 있는 

뇌의 기능과 상태를 객 이고 비침습 이며 연속

이며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뇌 의 측정

은 PolyG-I(Laxtha Inc, Korea)를 사용하여 8채 을 사

용하여 왼쪽 앞 두엽(Fp1), 오른쪽 앞 두엽(Fp2), 왼쪽 

두엽(F3), 오른쪽 두엽(F4), 왼쪽 측두엽(T3), 오른

쪽 측두엽(T4), 왼쪽 두정엽(P3), 오른쪽 두정엽(P4)으로 

나 어 측정하 다.<그림 1> 이와 같이 8개의 구역에 각

각 극을 부착하고 기 극 1개와 지 극인 Ground 

극 1개를 사용하여 총 10개의 극을 부착시킨 후 을 

감은 상태에서 상자를 안정시킨 후 심박수가 약 70∼

80회/분의 범  안에 해당 되었을 때 1분 동안 뇌 를 측

정하 다. 뇌 의 신호는 notch filter를 이용하여 60Hz이

상은 제거하 고 역통과 필터의 주 수 역폭은 0.5Hz

∼50Hz로 설정하 다. 뇌 의 측정은 알 (α-waves, 

0.5∼3.99Hz)와 베타 (β-waves, 13∼29.99Hz)를 측정하

고, 측정한 알 와 베타 의 자료는 일 처리 로

그램 (Batch-Pro)를 이용하여 수치화 하 다.

[Fig. 1] EEG Electrocode Adhesion Part

2.2.3 혈압과 심박수 측정

압과 심박수의의 측정은 팔뚝형 자동 압계를

(HEM-7210, OMRON, JAPAN) 이용하 으며, 진  

이완기법 훈련 과 후, 뇌  측정 에 안정을 취하고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 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상자의 일반 인 특정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분

석을 실시하 고  단일 집단의 뇌 , 압, 심박수의 사

·사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응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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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EG Relative α·β Wave
(Mean±SD)

 α(Hz)   β(Hz)

Fp1

Before 0.36±0.11 0.19±0.05

After 0.39±0.11 0.21±0.43

 P-value              0.04* 0.28

Fp2

Before 0.39±0.10  0.20±0.04

After 0.39±0.11 0.21±0.04

P-value 0.08 0.36

F3

Before 0.38±0.14 0.23±0.09

After 0.39±0.13 0.25±0.08

P-value 0.04* 0.58

F4

Before 0.37±0.15 0.23±0.11

After 0.39±0.11 0.26±0.08

P-value              0.04* 0.92

T3

Before 0.45±0.16 0.25±0.09

After 0.47±0.13 0.25±0.08

 P-vaulue              0.04* 0.89

T4

Before 0.43±0.17 0.25±0.09

Aftre 0.46±0.14 0.26±0.07

P-value 0.8 0.45

P3

Before 0.62±0.13 0.16±0.75

After 0.64±0.14 0.16±0.69

P-value 0.8 0.74

P4

Before 0.62±0.13 0.16±0.08

After 0.65±0.11 0.16±0.06

P-value 0.08 0.36

                 *p<.0.5

Fp1:Left Prefrontal lobe Fp2:Right  Prefrontal lobe F3:Left Frontal lobe F4:Right Frontal lobe

T3::Lef Temporal lobe T4:RightTemporal lobe P3:Left Parietal lobe P4:Righ Parietal lobe

4. 결과

본 연구는 호흡을 통한 진  이완기법을 이용하여 

학 양궁선수의 뇌   생리  변인의 변화를 알아보

기 한 것으로서 12주간의 진  이완법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4.1 뇌파의 변화

진  이완기법 용 ·후의 상  알 와 상  베

타 의 뇌  변화는 <표. 2> 와 같다.

상  알 의 Fp1(0.36±0.11에서 0.39±0.11), 

F3(0.38±0.14에서 0.39±0.13), F4(0.37±0.15에서 

0.39±0.11), T3(0.45±0.16에서 0.47±0.13)의 역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보 다. 

하지만 상  베타 는  역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나타내지 않았다.

4.2 혈압의 변화

진  이완기법 용 ·후의 압의 변화는 <표. 3>

과 같다. 수축기 압의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완기 압의 변화는

69.83±3.97mmHg에서 67.5±3.02mmHg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수 을 나타냈다.

<Table 3> Comparison of Blood Pressure 
(Mean±SD)  

HP Before After P

Systolic 116.66±7.65 113.00±6.6 0.82

 Diastolic 69.83±3.97 67.5±3.02 0.03
*   

*p<.05

<Table 4> Comparison of Heart Rate 
(Mean±SD)

HR Before After P

HR 73.83±1.16 69.66±2.33 0.1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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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박수의 변화

진  이완기법 용 ·후의 심박수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심박수 변화의 결과는 진  이완기법 용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나타내지 않았다.

5. 논의

본 연구는 호흡을 통한 신체  이완이 학 양궁선수

의 뇌   생리  변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양궁은  그 어느 종목보다 경기 수행력 뿐 만 아니라 

정신 심리 인 측면이 경기의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

는 종목이다. 따라서 많은 양궁선수들이 호흡을 통한 

진  신체 이완을 통해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  뿐만 아

니라 심미 인 효과까지도 기 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객 으로 검증해 보고자 뇌 와 

압, 심박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뇌 에 한 논의를 살펴

보면 상 α 와 상  β 의 결과, 상  α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증가했지만 상  β 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은 나타내지 못했다. 

뇌 는 인간의 정신 , 신체  기능을 총 하는 객

이고 비 침습 이며 연속 으로 간단하게 뇌의 기능

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뇌 의 측정은 

역별로 델타 (δ-wave), 쎄타 (θ-wave), 알 (α

-wave), 베타 (β-wave), 감마 (γ-wave)로 구분하며, 

값 이란 특정주 수 역 워의 합이며, 상 값 이

란 측정 뇌  역 의 값을 체 뇌  주 수의 값으로 

나 어  값을 말한다[4]. 뇌 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상

α 는 본 연구 결과  Fp1, F3, F4, T3,의 역에서 유의

한 증가를 나타냈다. α 의 상승은 한 이완, 집 에 

한 감각들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호흡을 통한 신체  

이완이 양궁선수들의 이완과 집 에 정 인 향을 주

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2,18]등의 연구 결

과 양궁선수들에게 바이오피드백이나 단일 음  용이 

안정성을 나타내는 α 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낸 결과와 

같다. 스포츠에서 알 의 증가는 경기에 몰입하여 좋

은 수행을 이루는 순간 나타나는 뇌 이며[20], 인간의 

정신  과정 한 α 가 나타날 때 가장 효율 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7]. 

상  β 의 결과  역에 걸쳐 약간의 증가를 나타

내기는 하 지만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결과는 

아니었다. β 는 주로 심부나 두부에서 많이 나타나

며 정상인이 흥분하거나 특정한 과제에 주의 집 할 때 

활성화 되며[13], 운동의 강도에도 많은 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 류량과 련 있는 β 는 운

동 시 뇌 류량의 증가로 인해 β  한 증가하고 산

소증 등의 원인으로 인한 뇌 류량 하시 β  역시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β

는 고강도의 운동에서 신체  스트 스를 받는 것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β 의 결과, 실험 과 후의 결과차이가 

조  증가하거나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아 호흡을 통한 

진  이완 훈련은 신체 으로 스트 스의 원인이 되지 

않고, 뇌 류량의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여겨진다. 

생리  변인  압의 결과 수축기 압의 경우 

116.66±7.65mmHg에서 113.00±6.6mmHg로 감소하 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고,(p=0.82) 이완기 압은 69.83±3.97mmHg애서 

67.5±3.02로 감소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수 (p=0.03)

을 나타냈다. 이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 즉, 맥압

이 증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맥압의 증가는 모세

의 확장 는 의 탄력성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호흡

을 통한 신체  이완이 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박수는 73.83±1.16bpm에서 69.66±2.33으로 감소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 (p=0.18)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19]의 보고에 따르면 압과 심박수의 변화는 

외 인 자극이 신체에 가해질 때 가장 많은 향을 받지

만, 특히 양궁의 경우 육체  운동부하가 은 신 정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양궁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과 심박수의 변화는 정신  긴장이나 불안감이 주원인 

이라고 하 다. 생리 으로 자율신경계를 통한 교감신경

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면 압감소, 

심박수 감소, 신체온도 하강 등의 신체  변화가 수반되

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압의 하강, 심박수의 감소 

등의 원인은 호흡을 통한 진  이완 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축기 압, 심박수의 결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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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 미치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야 할 이다.

6. 결론

첫째, 12주간 처치 후 상  α , 상 β 에서 상 α

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증가하 고, 상  β 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12주간 처치 후 압의 변화로는 수축기압의 변

화는 나타내지 않았고, 이완기 압의 변화가 통계 으

로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박수의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호흡을 통한 진  

이완기법은 학 양궁선수의 뇌 와 생리  변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뇌 의 

측정을 통해 양궁선수의 심리·정신 인 변인까지도 객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진  

이완 기법 뿐 만 아닌 장에서 선수들이 긴장과 불안감 

완화를 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좀 더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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