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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구 숙련자와 비 숙련자를 대상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뇌파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당구의 효과와 효율적인 훈련 방법을 위
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숙련자와 비숙련자간에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뇌파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구 스트로크 시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의 근활성도와 뇌파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대상자의 부족, 일회적인 실험, 그리고 심
리적 및 생리적인 실험 통제를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대한 기전을 보
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생리 및 심리적인 실험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당구, 스트로크, 숙련자, 비숙련자, 근활성도, 뇌파,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imed at billiards experts and non-experts during the billiard strok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ntration and muscle activity,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by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is presented to propose the basi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training methods 
of billiard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scle activity and concentration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Therefore, the muscle activity and concentration between the experts and 
non-experts had no positive effect during the billiard stroke. These causes are thought to be as a lack of 
research subjects, being a one-time experiment, and not being able to control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xperiments completely. In this regar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xperiments are considered to be 
controlled for further study to determine the principles more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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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당구는 몇 년 까지만 해도 어두운 이미지로 부각되

어 있어서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는 거리를 두었던 스포

츠 종목 에 하나 다. 하지만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에서 당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1989년 당구

장이 체육 시설로 지정된 뒤 2005년 한체육회에 정가

맹 단체로 승격되면서 하나의 인 스포츠로 자리매

김하 다[1]. 

재 당구는 한민국 체육 시설  가장 많이 등록된 

체육 시설이며[2], 연령과 성별 그리고 계 에 계없이 

구나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하나이다. 한 

SBS 스포츠와 MBC ESPN(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ming Network)에서 당구를 계하고 2014년 세

계에서 최 로 당구 문 채  Billiard TV를 개국함으로

써 우리나라에서 당구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3]. 

한, 우리나라 당구 선수들은 3쿠션 종목에서 세계랭

킹 10  안에 3명이 랭크되어 있고, 여자 포켓볼은 세계

랭킹 6 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 인 실력을 지니

고 있다[4,5]. 이 듯 당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서 세계 인 당구 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당구의 경기력은 생리 , 심리   역학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당구 경기 시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하

여 공을 정확한 힘과 방향으로 공을 진행시킬 수 있다. 

특히, 경기력을 높이기 해서는 양궁에서와 같이 이러

한 연속의 동작들이 일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6], 사격에서와 같이 선수 개인에 맞는 자세, 호흡법, 

정조 , 격발시간 등과 자신감, 불안 조  등의 심리  요

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7].

이러한 심리  요인[8,9]과 일련의 동작들[10,11,12]은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 

숙련자의 경우 비숙련자보다 시각추  능력, 물체인식과 

탐지능력, 상황인식, 자기조 능력, 단력, 결정력 등에

서 우수한 것으로 밝 졌다[13,14,15,16,17,18].

그러나 아직까지 당구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뿐만 아니라 당구에 련된 연구는 부분 사회

 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리 , 심리  그리고 

역학 인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구 숙련자와 비 숙련자를 

상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뇌 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객 이고 과

학 인 데이터를 통해 당구의 효과와 효율 인 훈련 방

법을 한 기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D 역시 J고등학교와 경기도 S시 

M고등학교에 재학 이며 숙련자의 경우 재 당구 선

수생활을 하고 있고 당구 경력 3년 이상인 학생 5명과 비

숙련자의 경우 당구 경력이 1년 이하인 학생 4명을 상

으로 경기도 S시 M고등학교 내에 당구훈련장에서 실험

을 실시하 다. 각각의 연구 상자들은 실험목 과 방법

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 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들로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Group
Age

(yr)

Weight

(kg)

Hight

(cm)

Career

(year)

EG

(n=5)

18.20

±0.83

58.86

±6.53

176.88

±6.83

4.80

±2.94

NEG

(n=4)

18.75

±0.50

67.67

±8.18

177.65

±3.35

1.00

±0.00

EG: expert group

NEG: non expert group

M± SD :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SD

2.2 실험방법

본 연구의 목 은 고등학생 당구 숙련자와 비숙련자

를 상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뇌 를 분석

하기 해 숙련자 집단(5명)과 비숙련자 집단(4명)으로  

나 어 일 성 있는 동작을 해서 국제식 규격 테이블

에서 경기 시 항상 쳐야하는 포지션인 [Fig. 1]과 같은 

구 치의 공을 5번 반복 으로 치도록 하 다. 실험 30

분  상자들은 측정기를 착용한 상태로 앉은 자세에

서 안정을 취하고 안정 시 근활성도와 뇌 를 측정하

다. 한 명씩 [Fig. 1]의 포지션을 치기 해서 포지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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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세를 취하기  1 구의 두께와 수구의 당   

힘조 을 생각할 때 비동작으로 측정을 하 고, 자세

를 취해서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측정하 다. 이러한 측

정은 한 명당 10회씩 실시를 하 고, 실험 24시간  피

검자들의 과도한 신체활동을 통제하 고, 실험 당일 흡

연, 카페인 음료 섭취를 통제하 다.

[Fig. 1] The First Position

2.3 실험도구 및 내용

2.3.1 실험도구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당구 스트로크 시 측정에 사용

된 장비는 <Table 2>와 [Fig. 2]와 같다.

Equipments Markers&Model Assignment

MIN MIN Table(Korea) Billiard Table

Procomp

Infiniti

Thought Technology 

Ltd (Canada)

EEG

EMG

Respiration

<Table 2> Measurement Equipments

[Fig. 2] ProComp(Infiniti)

2.3.2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m; EMG)

스트로크 시 근육 활성도 분석을 하여 EMG Sensor 

2채 을 사용하 다. Sampling Rate는 256Hz로 설정하

으며, 극은 3극(positive ground-Negative)으로 이루

어진 표면 극(Triode surface electrode, Thought 

Technology Ltd, Canada)을 [Fig. 3]과 같이 사용하는 팔

의 상완삼두근과 완요골근에 부착하 다. 

[Fig. 3] Stroke Position

2.3.3 뇌전도 검사(Electroencephalogram; EEG)

스트로크 시 뇌 활성도 분석을 하여 EEG Sensor 2

채 을 [Fig. 4]와 같이 사용하 다. Sampling Rate는 

1024Hz로 설정하 으며, 기 극(reference electrode)

은 우측 귓불 뒤, 지 극(ground electrode)은 좌측 귓

불에 부착하 다. 사용된 극은 으로 도포된 시 형

태의 디스크 극이며, 피부와의  항을 최소화하

기 해 알코올 솜으로 머리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낸 뒤 

극에 뇌  용 극 풀(ElefixZ-401CE, Japan)을 묻

 운동 수행과 련된 Fz와 Cz 역에 부착하 다. 부착

된 시 극 에 거즈를 덮어서 극풀이 빨리 굳지 않

고 머리 표면에 잘 고정되도록 하 다.

[Fig. 4] Brai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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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처리

본 연구는 Windows용 SPSS Ver 18.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에 한 평균(M)과 표 편차(SD)

를 산출하 다. 그룹(숙련자, 비숙련자)과 시기(스트로크 

안정시, 비, 스트로크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

기 해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으며, 통계  수 은 p=.05 수 으

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 당구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

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집 력을 비교 분석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근활성도의 변화

상완삼두근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서는 안

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상완삼두근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

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436, p=.530)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191, p=.675)와 시기 간 

주효과(F=4.958, p=.06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완요골근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서는 안

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완요골근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

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620, p=.457)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1.809, p=.22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간 주효과(F=41.497,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2 뇌파의 변화

Cz High Alph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

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Cz High Alpha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1.182, 

p=.313)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132, 

p=.727)와 시기 간 주효과(F=.327, p=.585)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z SMR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서는 안

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Cz SMR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

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089, p=.774)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391, p=.552)와 시기 간 주

효과(F=2.637, p=.148)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z Low Bet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

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Cz Low Beta의 변량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042, p=.844)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070, p=.799)에

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간 주효

과(F=5.929, p=.04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z Thet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비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

크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z Theta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

(F=2.550, p=.154)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

(F=.099, p=.762)와 시기 간 주효과(F=.153, p=.707)에서

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z High Alph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비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

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z High 

Alpha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

호작용 효과(F=1.348, p=.284)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025, p=.880)와 시기 간 주효과(F=.972, 

p=.357)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z SMR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서는 안

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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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rest ready Stroke F Sig. of F

EMG

 Triceps brachii 

(%MVIC)

Expert 4.23±3.97 6.32±4.13 22.95±13.65 Group .191 .675

Period 4.958 .061
Non-expert 3.15±1.53 4.82±5.84 37.65±52.96

Group＊Period .436 .530

brachioradialis

(%MVIC)

Expert 5.01±5.86 7.32±3.13 30.85±13.66 Group 1.809 .221

Period 41.497 .001
***

Non-expert 1.73±0.41 5.02±0.90 21.93±7.84
Group＊Period .620 .457

EEG

Cz High Alpha

(㎶)

Expert 4.51±1.19 3.94±0.55 4.11±2.39 Group .132 .727

Period .327 .585
Non-expert 3.78±0.15 3.00±0.48 5.09±2.09

Group＊Period 1.182 .313

Cz SMR

(㎶)

Expert 3.99±0.51 4.03±0.39 9.43±11.04 Group .391 .552

Period 2.637 .148
Non-expert 3.43±0.57 3.21±0.64 7.18±2.86

Group＊Period .089 .774

Cz Low Beta

(㎶)

Expert 4.00±0.42 4.21±0.40 7.32±5.68 Group .070 .799

Period 5.929 .045
*

Non-expert 3.65±0.51 3.45±0.59 7.57±2.39
Group＊Period .042 .844

Cz Theta

(㎶)

Expert 11.10±0.98 11.54±1.94 8.95±4.84 Group .099 .762

Period .153 .707
Non-expert 10.77±1.67 10.16±2.73 12.08±2.68

Group＊Period 2.550 .154

Fz High Alpha

(㎶)

Expert 4.19±1.13 3.89±0.61 4.05±2.35 Group .025 .880

Period .972 .357
Non-expert 3.58±0.28 3.03±0.64 5.22±1.97

Group＊Period 1.348 .284

Fz SMR

(㎶)

Expert 4.04±0.78 4.08±0.34 9.52±11.11 Group .358 .569

Period 2.838 .136
Non-expert 3.42±0.60 3.22±0.70 7.37±2.93

Group＊Period .074 .793

Fz Low Beta

(㎶)

Expert 4.04±0.57 4.87±1.65 6.94±6.24 Group .087 .776

Period 5.145 .058
Non-expert 3.57±0.50 3.46±0.55 7.80±2.41

Group＊Period .180 .684

Fz Theta

(㎶)

Expert 11.68±1.08 13.77±3.68 11.65±5.12 Group .008 .930

Period 1.615 .244
Non-expert 11.37±1.67 11.76±4.65 14.55±3.93

Group＊Period 1.677 .236

*p<.05, ***p<.001

<Table 3> Comparison of change in EMG and EEG on expert and nonexpert

을 나타냈다. Fz SMR의 변량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기

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074, p=.793)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358, p=.569)와 시기 간 주

효과(F=2.838, p=.136)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z Low Bet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와 비숙련자에

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Fz Low Beta의 변량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F=.180, p=.684)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F=.087, p=.776)와 

시기 간 주효과(F=5.145, p=.058)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z Theta의 기술 통계량  변량분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크 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비숙련자에서는 안정 시  비 자세에서 보다 스트로

크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z Theta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와 그룹 간에 상호작용 효과

(F=1.677, p=.236)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간 주효과

(F=.008, p=.930)와 시기 간 주효과(F=1.615, p=.244)에서

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 당구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

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집 력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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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활성도의 변화

근 도의 분석은 근육 동원 양상  최  등척성 수축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근육 

질환의 진단 등 임상 의학  진단을 할 수 있으며, 근

도 신호를 통하여 근육의 호환 여부, 근 활성도, 근피로도 

등을 과학 으로 측할 수 있다[19].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으로 근활성도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우[20]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뒤 후

려 차기 동작 시 차는 발의 근 도 측정에서 숙련자가 비

숙련자보다 근육 수축값(RMS; Root Mean Square)이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황시 [21] 등의 연구에서

도 태권도 발차기 동작 시 숙련자들은 체간의 근육에서 

비숙련자들은 하지근육에서 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 다. 

허보섭 등[22]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와 일

반학생을 상으로 발붙여 내려 차기 수행 시 근 활성도

를 비교한 결과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심성구[23]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를 상으로 태

권도 돌려차기 동작 시 근 도를 분석한 결과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당구 스트로크 시 

상완삼두근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안정 시  

비 자세에서 증가하 으며 스트로크 시에서는 비숙련자

가 숙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완요골근에서는 숙련자가 비

숙련자보다 안정 시, 비자세  스트로크 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구 스트로크 시 숙련자

에서 안정 시  비자세에서 보다 근활성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상완삼두근보다 완요골근에서 스트로크 시 근

활성도에 향을 주었다고 단된다. 따라서 숙련자에서 

당구 스트로크 시 상완삼두근보다는 완요골근이 운동단

(Motor unit)가 많이 동원되고, 운동단 의 발생빈도가 

증가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숙련자와 비숙련자간의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근육이 수축할 때 동

원되는 Motor unit의 수, 온도, 훈련효과, 근육의 특성, 근

육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인에 의하여 근활성도가 

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해서는 추

후 제되고 통제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뇌파의 변화

뇌 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뇌의 활동 상태를 반 하

며 뇌 에서 얻은 정보를 독하여 각종 질환의 진단, 치

료효과  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뇌는 여러 가지 감

각, 운동, 응행동, 사고, 창조행 , 감정 등 고도의 뇌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24]. 

뇌 는 주 수에 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델타 (4Hz

이하), 세타 (4-8Hz), 알 (8-13Hz), SMR (12-15Hz), 

Medium 베타 (15-18Hz) High 베타 (18-30Hz), 감마

(30Hz 이상)로 분류할 수 있다. 

높은 알 는 안정 이면서 맑은 정신으로 특정 과

제에 집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SMR 는 감각

운동리듬을 의미하며, 베타 는 외부자극에 주의를 기울

이고 활발한 사고를 진행할 때 나오며, 과도한 세타 의 

활동은 주의력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25,26].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으로 뇌 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노병일 등[27]의 연구에서는 통 진검무

를 10년 이상 수련한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으로 사

선 내려베기 시 두뇌 역별 뇌  특성을 알아본 결과 숙

련자 집단에서 비단계에서 알  증가와 베기단계에

서 SMR과 감마 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좌성민

[28]의 연구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로 호흡명

상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상으로 호흡명상 시 뇌 특성

을 비교한 결과 Theta , Alpha , SMR 에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심 [29]의 연

구에서는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기공수련자

와 비숙련자를 상으로 기공수련 시 뇌  특성을 알아

본 결과 Theta , Alpha , SMR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이완된 집 상태를 효율 으로 유지할 수 있

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당구 스트로크 

시 High Alpha 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안정 시 

 비자세에서 증가하 으며 스트로크 시에서는 비숙

련자가 숙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알 (Alpha)는 정신  육체  긴장

이 이완되어 스트 스가 해소되고 집 력과 기억력 향상

과 련이 있어[30,31], 숙련자에서 당구 스트로크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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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비자세에서 보다 알 가 활성화되었고 비

숙련자에서 스트로크 시에 알 가 활성화 된 것은 숙

련자에서 스트로크 시보다는 당구 자세에서 보다 집 력

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가 있었다. 

Theta 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안정 시  

비자세에서 증가하 으며 스트로크 시에서는 비숙련자

가 숙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자의 안정 시  비자

세에서 세타 가 활성화되어 심리  안정과 신체  이완

을 가져왔으며, 숙련자에서 스트로크 시에 세타 가 감

소된 것은 차 감각 이고 자동화된 움직임을 보 다고 

할 수 있겠다[32].

SMR 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안정 시, 비

자세  스트로크 시에서 증가하 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Low Beta 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

자보다 안정 시  비자세에서 증가하 으며 스트로크 

시에서는 비숙련자가 숙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베타 (Beta)는 주로 활동상태, 스트 스 상태  주

의 집 을 통한 정신활동을 할 때 뇌 체에서 범 하

게 나타나며 SMR 도 주의집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33], 숙련자에서 당구 스트로크 의 안정 시  

비자세에서 보다 베타 (Beta)가 활성화되었고 비숙련

자에서 스트로크 시에 SMR 가 활성화 되어 SMR 를 

비롯한 베타 가 활성화될 때 주의집  상태에 돌입하게 

되어 운동수행과 운동학습이 하게 이 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34]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연구 상자의 부족, 일회 인 실험, 그리고 심리  

 생리 인 실험 통제를 완 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되며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 한 기 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해서는 추후 제되고 통제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 당구 숙련자와 비 숙련자를 상

으로 당구 스트로크 시 근활성도와 뇌 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객 이고 과학

인 데이터를 통해 당구의 효과와 효율 인 훈련 방법

을 한 기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실험방법은 실험 30분  상자들은 측정기를 착용하고, 

앉은 자세에서 안정을 취하고 안정 시 근활성도와 뇌

를 측정하 으며, 그리고 비자세, 스트로크 시 근활성

도와 뇌 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숙련자와 비숙련자간

에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뇌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구 스

트로크 시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의 근활성도와 뇌 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하 다. 이러

한 원인은 연구 상자의 부족, 일회 인 실험, 그리고 심

리   생리 인 실험 통제를 완 히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 한 기 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해서는 추후 생리  심리 인 

실험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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