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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peed and segment coordination characteristics of Taekwondo hand techniques, while

different attention focusing strategies were utilized. Ten elite Taekwondo poomsae athletes participated, and three different strat-

egies (no focus, target focus, body focus) were utilized in random order. The hand velocity and upper body segment coordina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with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aximum magnitudes of the hand velocity differed between

the focus conditions for the Araenaereomakgi and Momtongjireugi techniques. Second, the angular velocity and kinetic energy

transfer patterns of the segments differed between the focus conditions, and in the case of the body focus condition, the movement

was more correct according to the theory. Third, the shoulder and elbow joint coordination patterns differed between the focus

conditions, with more efficient movement shown with the body focus condition. In conclusion, we confirmed the potential of

effectively using an attention focusing strategy in a taekwondo teaching situation. However, the effect on the movement coor-

dination and results of the movement could be changed by a difference in the cue provided or the type of the task.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task, the attention focusing strategy could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movement. Therefore, coaches and masters

of Taekwondo will have to constitute determine the appropriate attention focusing cues based on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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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현장에서 구사하는 동작

들은 다수의 인체 분절들이 끊임없는 협응을 이루어야 하

는 복잡한 기술들로,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의 훈련을 통해 숙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기술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기술의 습득 또는 발전을 도와주는 인지학

습전략(cognitive learning strategy)은 체육학자들 사이에서

도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왔다(Ahn, Ko, Yook,

Hong, Lee, & Shin, 2007). 

인지학습전략은 준비(readying), 심상(Imaging), 집중

(focusing), 실행(executing), 평가(evaluating)의 5단계로 구

분할 수 있는데(singer, 1988), 그중 집중단계는 어떠한 활

동을 준비하거나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주의를 기

울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 즉, 주의집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Kim, 2000), 학습자가 하나의 단서에 초점을 맞추

어 집중하도록 하고 주어진 단서 이외의 생각을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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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주의초점 기법은 운동기술의 학습

및 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동작을 유도하기 위해 효

과적인 인지학습 전략 중 하나이다. 

 주의초점은 신체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내적 주의초점, 그리고 과제와 관련된 환경 또는 동작에 대

한 결과에 집중하는 외적 주의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 의하면 외적 주의초점은 과제 수행 시 의식적인

동작제어를 차단하여 수행을 정확하게 이끄는 반면, 내적 주

의초점은 의식적인 동작제어를 유도하므로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술의 효율적인 구사를 위해서는 외적 주의초

점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hae & Wulf, 1999;

Wulf, Lauterbach & Toole, 1999; Wulf & McConnel,

Gartner & Schwarz, 2002; Wulf, McNevin, Fuchs, Ritters,

& Toole, 2000; Wulf, McNevin, & Shea, 2001; Wulf,

Shea & Par, 2001). 

스포츠 동작 수행 시 주의초점의 영향에 관련된 최근 연

구들을 살펴보면 Kwon (2010)은 골프 하프스윙 동작 시

주의초점에 따른 상지의 협응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

적 주의초점 집단에서 협응과정의 우수성이 명확히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고, Choi, Hong, Yook와 Jung (2011)은

내적 심상과 외적 주의초점이 농구 자유투 과제의 수행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적 심상과 외

적 주의초점을 혼합한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서 내적 심상

또는 외적 주의초점을 단독으로 사용한 집단 또는 통제집

단에 비해 우수한 학습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Wulf (2008)는 전문 곡예사들을 대상으로 rubber disk를

이용한 밸런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내적 및 외적 주의

초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awrence,

Gottwald, Hardy와 Khan (2011)은 동작의 효과가 명확하

게 드러나지 않는 체조동작과 같은 폼 기반 과제의 경우

주의초점 전략에 따른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주의초점 전략은 수행과제의 유형이나 복잡성에

따라서 수행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종목과 대상자들에 적용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겨루기종목을 통해 국제적

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품새, 격파 및 시범 등의 다양한

부분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인

구를 확보하고 있다. 태권도의 동작들을 정확하게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전신의 분절들이 효율적으로 협응을 이루어

야 하며 심리적인 인지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럼에

도 태권도 동작과 인지전략을 연관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

능률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의초점 전

략의 효과를 결과지식만을 토대로 평가하거나 동작의 일

관성 및 정확성만을 요구하는 형태의 과제를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의초점 전략을 효과

적으로 태권도 동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동작의 협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품새에 주로 사용되는

손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단서를 통한 주의초점 전략이

엘리트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동작 수행 시 각 분절의 협

응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태권도 동작의 지도방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전국 규모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대학 품새선수 10명(신장:174.1±4.65 cm, 체중:66.7±4.27 kg,

나이:22.1±1.20세)을 선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사지의

근골격계 이상이 없고, 연구의 목적과 가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집단으로 모두 오른손잡이로 구성하였다. 

2. 실험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실시간 적외선 카메라(Vicon,

UK) 7대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동조하기 위한 동조장치

(Vicon, UK)와 기준좌표 설정 및 Calibration을 위한 L-

frame과 T-wand(Vicon, UK)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실험 시 장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Nexus

v.1.6(Vicon, UK), 데이터 분석을 위한 Visual 3D standard

v.4(C-motion, USA) 및 Excel 2013(Microsoft, USA), 통

계처리를 위한 SPSS v.18.0(IBM, USA)을 사용하였다. 

3. 실험 절차

실험이 시작되기 전 동작이 수행되는 공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Cali-

bration을 통해 기준좌표 설정과 오차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촬영을 시작하였다. 이때 기준좌표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좌우방향을 X축, 전후방향을 Y축, 그리고 수직방

향을 Z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외선 카메라의 sampling rate

은 120 Hz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상세

한 절차 및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한 후 실험 동의

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준비운동 및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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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통해 상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은 먼저 마커 인식에 방해받지 않도록 검정색 스판소재

의 실험복(반바지)을 착용하였으며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한

후 총 39개의 반사마커를 plug-in-gait model(Vicon, UK)

을 이용하여 인체 각 관절점 및 분절에 부착하였다. 연습

동작을 실시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한 동작은

유급자 품새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공격과 방어

동작으로 몸통지르기와 몸통안막기(Cho & Eom, 2012;

Park, Seol, & Kim, 2013), 그리고 태권도 동작의 가장

기본이 되며 유급자품새 중 1, 2, 3, 5, 6장의 첫 동작인

아래내려막기 동작을 선정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대상자들은 Y축 방향을 정면으로 아래

내려막기와 몸통지르기는 앞굽이서기의 아래내려막기 자

세로, 몸통 안막기는 뒷굽이서기 몸통안막기 자세로 준비

하였다. 측정을 위한 동작은 앞굽이서기의 아래내려막기와

몸통바로지르기 동작, 뒷굽이서기의 몸통안막기 동작으로

촬영에 앞서 약 2분간의 설명을 통해 무작위로 타겟초점

또는 동작초점의 주의초점 전략에 사용될 단서를 제공받

거나 아무런 단서도 제공받지 않았다. 5번의 연습동작을

실시하며 단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은 후 3번씩의 촬

영을 실시하였다. 촬영 후에는 마찬가지로 2분간의 설명

및 연습 시간을 통해 나머지 주의초점에 대한 피드백을 무

작위로 제공 후 3번의 추가 촬영을 실시하여 총 3가지 주

의초점 전략에 대한 실험을 반복측정으로 실시하였다. 반

복측정에 따른 learning effect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동작을 촬영하기 전에 피드백을 통한

연습과정을 통해 주어진 단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또한 품새 동작과 같이 복잡한 과제의 경우 개인

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오차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룹을 나눌 경우 주의초점 단서에 의한 변화를 정확히 관

찰할 수 없으므로 반복측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의초점

단서로 제공될 설명은 타겟초점의 경우 ‘가상의 점을 목표

로 손끝이 최대한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집중

하라’고 지시하여 외적 주의초점의 효과를 유도하였고, 동

작초점의 경우 ‘몸통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각 분절의 순차

적인 움직임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내적 주의초점의

효과를 유도하였다. 

4. 자료 분석

1) 분석구간

본 연구의 분석구간은 동작 시 내어딛기 위한 발이 지

면에서 이지하는 순간부터 동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다. 

2) 분석변인

분석변인으로는 각 동작 별 손의 최대 합성속도와 각 상

체 분절의 각도와 각속도, 그리고 각 분절들의 최대 각속

도 발현 시점 및 에너지 전이 패턴이다. 분절의 각도는 어

깨와 팔꿈치 관절의 상위분절에 대한 상대각도를 산출하

였고, 분절의 각속도는 골반의 수직축 절대 각속도와 몸통,

상완, 하완의 상위분절에 대한 상대각속도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각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전체 소요시간에 대

한 %로 표준화 하여 발현시점을 산출하였다. 에너지는 몸

통, 상완, 하완 각각의 전체 에너지에서 potential 에너지를

제외한 선운동에너지 및 각운동에너지의 합으로 산출하였

다(Jöris, van Muyen, van Ingen Schenau, & Kemper,

1985). 변인의 산출을 위해서 Visual 3D standard v.4(C-

motion, USA) 및 Microsoft office excel 2010(Microsoft,

US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아래내려막기, 몸통안막기, 몸통

지르기의 세 가지 동작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동작을 주의

초점 형태에 따라 세 가지의 조건으로 3번씩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NEXUS 1.5(Vicon, UK)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리하였으며 이후 Visual 3D standard v.4(C-

motion,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산출

하였다. 수집된 마커의 위치좌표 데이터는 butterworth 4th

order lowpass filter를 이용하여 12 Hz로 smoothing하여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v.21(IBM, USA)을 이

용하여 각 유형간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를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최종분절 최대 합성속도

아래내려막기, 몸통안막기, 몸통지르기 동작 시 손에 부

착한 마커의 최대 합성속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몸

통 지르기를 제외한 나머지 막기 동작의 경우 빠른 속도

보다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동작이므로 최종분절의 최

Figure 1. Analysis Phase (Example of Araenaeryeoma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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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선속도가 동작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변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작의 원리로 설명되

고 있는 분절순서이론(Plagenhoef, & Curtis, 1971;

Putnam, 1993)은 최종분절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최

적의 형태로서 동작을 설명하고 있고, 막기는 쳐막기, 받

아막기 등 다양한 형태로 공격자로부터의 운동량을 상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손의 속도는 고려해야 할 부

분이다. 결과에 의하면 아래내려막기 동작과 몸통지르기

동작의 최종분절 합성속도에서 주의초점 전략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

우에 더 빠른 합성속도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각 요인 간 대응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몸통안막기 동작에서는 오히려 타겟초점

에 집중한 경우 더 큰 수치를 보였다. 

2. 각 분절 각속도 패턴

주의초점 전략에 따라 최종분절의 속도를 생성하기 위

한 각 분절들의 상대각속도 패턴을 <Figure 2>에 제시하

였다. 각 분절의 각속도를 살펴보면 아래내려막기 동작의

경우 전형적인 throw-like motion으로 전체적인 분절들의

각속도가 순차적으로 나타났고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골

반의 회전이 상부몸통에 비해 선행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

면 몸통지르기의 경우 전형적인 push-like motion의 패턴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또는

주의초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깨관절과 팔꿈치 관

절의 각속도가 최대에 이르는 시점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타겟초점에 집중한 경우 지르기 동작의 말단분절

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최대 각속도

Table 1. maximum hand velocity (unit: m/s)

focus
techniques

N no focus target focus body focus F p

Araenaeryeomakgi

10

9.72±0.96 10.01±0.89 10.34±1.07 5.472 .014*

Momtonganmakgi 9.67±1.14 10.33±0.64 10.19±1.04 3.187 .065

Momtongjireugi 7.22±0.94 7.49±0.75 7.71±0.51 3.648 .047*

* : p<.0.05

Figure 2. Segment angular velocit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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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 시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속도의 최댓값 또한 차이를 보였다. 

3.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발현 시점

각 분절의 각속도 최댓값이 나타나는 시간순서를 %로

나타내었다(Table 2). 아래내려막기 동작에서 골반과 상완

의 최대 회전속도가 나타나는 지점은 조건에 따라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골반의 경우 동작초점

에 집중한 경우에 시간적으로 가장 선행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상완의 각속도에서는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오

히려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대 각속도가 늦게 나

타났다. 하지만 각 요인간 대응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 분절 에너지 전이 패턴

각 분절의 에너지 전이 패턴을 <Figure 3>에 제시하였

다. 각 분절의 에너지 전이 패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kinetic 에너지의 최댓값이 근위분절에서 원위분절로 시간

적인 순서에 맞게 나타났으며 아래 내려막기 동작에서는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그러한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특히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몸통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최대치에 이른 후 순차적으로 상완, 하완의 에너지로

전이되는 형태가 나타났고, 다른 주의초점 전략을 사용한

경우 하완의 에너지가 최대에 이른 후에 몸통의 에너지가

최대에 이르는 패턴을 보였다. 

5. 어깨, 팔꿈치 관절 각도-각도 다이어그램

Winstein와 Garfinkel (1989)은 두 관절의 각도에 대한

동시간대 비교가 사지 내 협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각도–각도 다이어그램을 통한 해석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3가지 동작에 대한 각도

–각도 다이어그램을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아래내려막기

에서는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보다 뚜렷한 원형 궤적을

보이며 비결속 협응의 형태를 보였으며, 나머지 조건에서

는 초기의 수평 궤적과 후기의 수직 궤적의 형태가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몸통지르기 동작의 경우는 전형적인

전환점 동조(turning point synchronization)를 포함한 동형

동조(in phase)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관절에서 동작의

초기와 후기에 약간의 기울기의 차이를 보인 타겟초점 조

건에 비해서 동작초점의 경우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일관

된 비율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통안막기 동작의 경

우는 예비동작이 이루어지는 지점까지의 움직임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손이 가속되며 실질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구간에서는 주의초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형적인 동형동조의 형태를 보였다.

Ⅳ. 논  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기술들은 신

체의 모든 분절들이 적절히 협응을 이뤄야 하고 많은 수

의 자유도를 조절해야 하는 복잡한 동작들이다(Lee, 2003).

이러한 복잡한 동작들과 관련하여 코치나 지도자들은 지

도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도는 동작에 대한 역학적

인 지식이나 타이밍, 자세 등을 포함한다(Wulf, Höß, &

Table 2. Angular velocity peak time sequence of each segment (% total time)

focus
techniques, segments

N No focus Target focus Body focus F p

Arae 
naeryeomakgi

Pelvis

10

93.44±3.61 91.12±7.83 84.92±9.00 7.218 .025*

Trunk 78.82±8.98 77.68±9.59 79.68±7.53 0.055 .820

Upper arm 80.19±3.24 84.29±9.29 89.36±9.22 7.273 .025*

Fore arm 94.20±1.32 94.11±2.17 93.52±2.26 0.819 .389

Momtong
anmakgi

Pelvis

10

74.94±10.02 69.11±8.41 70.97±5.44 1.843 .208

Trunk 81.60±2.18 80.45±2.66 82.59±2.53 1.047 .333

Upper arm 92.79±1.24 91.82±1.62 92.65±1.39 0.117 .740

Fore arm 92.70±0.97 92.28±1.16 93.33±1.35 2.163 .175

Momtong
jireugi

Pelvis

10

69.46±9.50 71.56±7.90 71.17±15.25 0.481 .505

Trunk 80.99±4.80 82.70±4.64 79.87±6.37 1.489 .253

Upper arm 90.67±4.11 92.05±2.94 90.33±5.19 4.045 .075

Fore arm 90.51±3.89 91.21±2.47 90.36±5.02 0.841 .383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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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 1998). 이러한 지도의 전략적인 제공에 따라서 선수

들의 경기력은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선

행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신체 협응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보다는 환경이나 동작의

결과 등에 주의를 집중하는 외부적 주의초점이 효과적이

라고 결론내리고 있다(Shae & Wulf, 1999; Wulf et al.,

1998; Wulf et al., 1999; Wulf et al., 2002; Wulf et

al., 2000; Wulf et al., 2001; Wulf et al., 2001). 

주의초점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전 경험이 없는 일반인 또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

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정확성과 일관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하는 골프 퍼팅이나 다트던지기 등을 과제로 설

정하였다. 셋째, 동작의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 결과만을

토대로 주의초점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넷째, 훈

Figure 3. Segment energy transfer pattern

Figure 4. Angle - angle diagram (shoulder -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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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간을 설정하여 학습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최상위 엘리트 수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의초점 전략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과, 주의초점 전략이 각 인체

분절의 협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

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Cronin, Bressel와 Finn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배구

점프동작 시 단 5분간의 피드백 제시를 통해서 착지 시의

지면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역시 매우 짧은 시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의

초점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내려막기 동작과 몸통지르기 시 동작초점에 집

중한 경우 더 빠른 합성속도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주의초점 전략을 주제로 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부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상반된 결과의 원인은 과제의 복잡성과 숙련도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복잡성은 피드백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인으로 설명되어 왔으며(Schmidt,

Lange & Young, 1990), Lee와 Yook (2004)은 과제의

복잡성이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걷기나 말하기 등과 같이 매우 숙련된 동작들

이 수행될 때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의를 집중하

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실행된다. 태권도의 품새 동작은 전

신의 효과적인 협응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동작이지

만 숙련된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같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

는다. 즉, 몸에 베인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의 복잡성을 단순히 동작의 형태와 연관 짓기

는 어려운 것이다. Kim, Yook와 Lee (2008)는 과제의 난

이도에 따라 주의초점 피드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제

의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서는 외적 주의초점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었지만 과제의 난이도가 단순해지면 두 주의초점

전략의 효과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ulf (2008)는 최상의 숙련도를 지닌 곡예사의 경우 밸런

스 과제에서 주의초점 전략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숙련된 엘

리트 선수들의 경우 타겟과 같은 외부에 주의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내부 즉, 동작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신체 부위에 주의초점을 두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Perkins-Ceccato, Passmore와 Lee

(2003)는 골프 피칭 과제의 경우 비숙련자 그룹에서 오히

려 내적 주의집중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으며, Lawrence 등 (2011)은 동작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체조동작과 같은 폼 기반 과제의 경우 주

의초점 전략에 따른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즉, 동작의 유형과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분절의 속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인체 분절들의 협

응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hrow-like motion은

원위분절로부터 말단분절에 이르기까지 분절의 회전이 순

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관성모멘트가 가장 작은 말단분절

의 각속도가 최대가 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스피드 총

합의 원리로 설명된다(Plagenhoef et al., 1971; Putnam,

1993). 반면 push-like motion은 힘과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방연결 시스템의 말단분절들이 동시에 회전하는

형태로 말단분절들의 각속도가 동시에 최대가 되어야 한

다(Jöris et al., 1985; Van Gheluwe & Hebbelinck,

1985). 아래내려막기 동작의 경우 전형적인 throw-like

motion으로 전체적인 분절들의 각속도가 순차적으로 나타

나며 특히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골반의 회전이 상부몸

통에 비해 선행하는 골반 종축 선회전 동작을 볼 수 있다.

이는 Choi, Chung와 Shin (2014)의 연구에서 밝혔던 동

작으로 골프 스윙 시 일명 X-factor stretch라고도 불리우

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SSC(stretch shorten cycle)는 근육

의 사전 신장성 수축 작용으로 순차적인 각속도를 생성하

는 모든 관절에서 발생하지만 특별히 골반과 상부몸통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골반 종축 선회전 동작이 발생

했을 때 말단분절에서 발휘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Cheetham, Martin, Mottram, &

St Laurent, 2001; McGill, & Hoodless,1990). 골반의 움

직임이 선행하는 모습은 최대 각속도가 나타나는 시점의

타이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

우에는 다른 조건의 경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수치상으로는 몸통의 회전보다 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Choi 등 (2014)은 성인

품새선수들을 대상으로 주춤서 몸통지르기 동작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특성에 따라 골반종축 선 회전 동

작이 나타나는 집단과 나타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였

다. 즉 동일한 숙련도의 선수들도 골반이 회전하는 타이밍

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도 그러한 개인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

용한 수치상으로는 몸통에 비해 최대 회전속도가 나타나

는 타이밍이 늦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힘과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연결 시스템의 말단분절들의 각속도가 최대에 이르는

시점이 동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명 push-like motion으

로 설명되는 이러한 동작은 몸통지르기의 동작 패턴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타겟초점에 집중한 경

우 지르기 동작의 말단분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와 팔

꿈치 관절의 최대 각속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차이를 보이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속도의 최댓값 또한 차이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Wulf 등 (1998)은 의식적인 동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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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시도하는 것이 자동적인 제어과정에 방해요소로 작

용한다고 하였으며, 내적 주의집중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

였다. 본 연구의 경우 타겟초점을 위해서 목표방향으로 최

대한 빠르게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때문에 최종분절의

속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각 분절들이 적절한 협응을 이루

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최종분절의 속도에서도 손실이 일

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외적 주의집중의 경우에도 단서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동작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각 분절의 에너지 전이 패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kinetic 에너지의 최댓값이 근위분절에서 원위분절로 시간

적인 순서에 맞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아

래 내려막기 동작에서는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그러한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joris 등

(1985)에 의하면 오버핸드 던지기 동작 시 손목과 손가락

에 생성되는 힘은 근육에 의해 생성되는 일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상위분절에서 전해져 온 에너지의 흐름에 의한 것

이라고 하였다.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몸통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최대치에 이른 후 순차적으로 상완, 하완의 에

너지로 전이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다른 주의초점 전략

을 사용한 경우 오히려 하완의 에너지가 최대에 이른 후

에 몸통의 에너지가 최대에 이른 패턴과 대비되는 모습이

다. 각 분절의 에너지 전이 패턴이 각속도 패턴과 크게 다

른 점은 몸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그 각속도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몸통 자체의 무게와 관성모멘트

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최종 분절까지 잘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는 고

려해야 한다. 몸통지르기의 경우 몸통의 에너지 최댓값은

주의초점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이를 하완의 에너지로 적절

히 전달한 경우는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였다. 품새 선수

들의 경우 몸을 이용해 동작을 시작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이를 최종 분절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동작을

위해서는 주의초점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몸통지르기의 경우 각속도에서는 상완과 하완의 각

속도의 크기 및 최댓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동일하게 나타

났지만 에너지 전이 패턴에서는 약간의 순차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하완의 에너지 최댓값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지르기 동작에서 상완과 하완이 동일한 각속도를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관성모멘트가 큰 상완의 에너지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하완의 선속도

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완의 에너지

로 크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최종분절의 에너

지가 최대를 나타내는 시점이 각속도에서 최대를 나타내

는 시점에 비해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그래프들은

전체 100개로 표준화 한 데이터의 마지막 50개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다. 지르기의 손끝의 최대 속도가 나타난 지점

이 전체 데이터의 90 %지점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손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 분절의 각속도 보다는 kinetic

에너지의 흐름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각 분절

의 각속도뿐만 아니라 선속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3가지 동작에 대한 각도–각도 다

이어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내려막기와 몸통안

막기 동작은 준비자세에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동

작의 위치로 손을 이동시킨 후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

이 가속하기 시작하는 지점(○표시)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몸

통지르기 동작의 경우 준비자세의 손 위치가 예비동작의

손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내려막기 동작을 살펴보면 동작초점에 집

중한 경우 보다 뚜렷한 원형 궤적을 보이며 비결속 협응

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조

건에서는 초기의 수평 궤적과 후기의 수직 궤적의 형태가

더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에 어깨관절 외전과 후

기 팔꿈치 관절의 신전이 더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Plagenhoef et al., (1971)은 최종분절의 속도를

위해서는 상위분절의 각속도가 최대가 된 시점에 하위분

절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약간의 자유

도 고정 제어기전의 특성을 나타낸 다른 조건에 비해 동

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협응형태를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Table 2에서와 같이 상완의 최대 회

전속도가 나타나는 시점이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 다른

조건에 비해 오히려 늦게 나타나는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에는 몸통이 회전하는 동안 다른

조건에 비해 어깨관절의 회전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최대 각속도가 나타나는 시점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타이밍의 변

화로 인해 팔꿈치 관절의 최대 각속도에서는 크지 않은 수

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절에서 타 조건과의 속도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몸통지르기 동작의 경우

는 전형적인 전환점 동조(turning point synchronization)를

포함한 동형동조(in phase)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어깨

관절이 과신전되었다가 굴곡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팔

꿈치관절이 굴곡되었다가 신전하는 시점이 동일하게 나타

나며, 이후 두 관절이 일정한 비율로 손의 속도에 기여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 두 관절에서 동작의 초기와 후기

에 약간의 기울기의 차이를 보인 타겟초점 조건에 비해서

동작초점의 경우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일관된 비율로 변

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통안막기와 지르기 동작에서 나

타나는 직선형태는 두 관절이 결속된 상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한다. 본 결과에서는 부적 사선의 형태를 보였으나

이는 어깨관절의 각정의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어깨관

절과 팔꿈치관절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며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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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상완과 하완이 동

시에 회전하며 최대 각속도를 보였던 분절 각속도 패턴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push-like motion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작초점에 집중한 경우에 동

작의 협응패턴과 동작 속도 면에서 효율적인 형태로 판단

되며, 결론적으로 주의초점 단서의 제공에 따른 전략이 태

권도 지도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의초점 전략에 따른 구분뿐만 아

니라 각각의 단서를 통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두 가지 형태의 단서 제공을 통해 품새 선수

들의 동작 수행 시 동작의 속도 및 분절 협응패턴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래내려막기와 몸통지르기 동작에서 최종분절인

손의 최대합성속도가 주의초점 단서에 따른 차이를 보였

다. 둘째, 주의초점 단서에 따라 각 분절의 각속도 및 에

너지 전이패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동작초점을 제공한 경

우에 동작이론에 비추어 보다 정확한 동작을 보였다. 셋째,

주의초점 단서에 따라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협응형태의

차이를 보였으며 동작초점을 제공한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주의초점 단서의 제공에 따른 전략이 태권

도 지도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주의초점을 위해 제공되는 단서의

형태 또는 동작의 유형에 따라서 그 동작의 패턴과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동작의 효율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전략에 치

중하는 것 보다는 동작의 유형에 따라 주의초점 전략 및

제공될 단서를 적절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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