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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Trails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Pre

1st 57.27 53.82 53.02 47.39 44.93 x 45.56 42.64 44.77 43.15 39.43

2nd 57.89 55.97 x 51.62 50.25 47.34 42.61 45.49 43.22 40.37 40.07

3rd 56.93 56.01 x x x 46.03 46.62 46.23 x 42.20 39.90

Final

4th 57.34 55.13 x 48.76 x 46.25 47.10 45.04 . . .

5th 58.52 55.60 x 49.32 x x x 42.80 . . .

6th 58.27 57.47 x x x 48.80 46.99 45.71 . . .

표 1. Official records of each trails                                      (uni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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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여자 창던지기 선수들의 투사요인, 창 각의 특성과 기록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투사

요인 중 투사높이와 투사속도가 기록과 정적 관계를 보이면서 릴리즈순간 투사높이가 높고, 투사속도가 클수록 기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 각과 관련된 자세각과 공격각의 경우 기록과 낮은 관계를 보인 반면에 요 각은 기록과 정적 관계를 보여 릴리즈

순간 0보다 큰 각도에서 릴리즈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창던지기의 투사 거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풍속, 
공기 밀도, 창의 특성, 창의 진동, 체력, 체격, 지지발에서 
파울 라인까지의 거리, 투사속도, 투사각도, 투사높이의 
투사체 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고[1][2], 이러한 
변인들 중 도움닫기 속도와 릴리즈 구간에서 투사속도, 투
사각도, 투사높이 그리고 던지기 자세와 같은 기술적 요인
은 최대 비행거리를 얻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3].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기술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4]가 이루어
져 왔지만, 창 각의 특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있어서는 
실험상황과 특정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분석이 주
를 이루어왔다.
  또한 실제 경기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록과
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고, 창의 
요 각(yaw angle)을 이용한 기록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도 미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난 
2011년 전국체전 여자 창던지기에 참가한 11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선, 결선의 기록과 릴리즈 요인과 관련된 창 
각의 요인, 그리고 투사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이
들 요인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석된 자료는 국내 선수들에게 정량적 자료를 제공함으
로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1년 제 9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여자 창던지기 11명
(신장: 1.68±0.05m; 체중: 72.3±8.32kg; 경력: 
11.27±4.05yrs; 최고기록: 52.70±5.01m; 측정기록: 
48.7±5.97m)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선(3차 시기, 11명)
과 결선(3차 시기, 8명) 시기에 대한 자료(n=57)를 분석하
였다.

2. 실험도구 및 자료처리

  창의 머리(top), 꼬리(end), 그리고 그립(grip)에 대한 3
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 60 fields/s로 촬영되는 Sony 
HXR-MC2000 비디오 카메라 4대를 이용하여 촬영하였
다. 3차원 공간좌표 계산은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방법을 사용하였고, 창에 대한 3차원 좌
표 값은 Kwon3D 3.1(2005, VISOL Ins)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얻었다. 
  창의 운동학적 산출 요인은 창의 투사높이와 투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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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요인 창의 수직 기울기각(°)  창의 좌우기울기각(°)

높이
(m)

속도
(m/s)

릴리즈
각(°)

공격각
(°)

요 각
(°)

E1 E2 E3 E4 E1 E2 E3 E4

실패 1.55 
0.06 

19.4 
0.66 

38.1 
4.72 

2.3 
4.99 

4.6 
5.11 

22.5 
3.93 

31.4 
3.16 

37.7 
2.36 

40.4 
2.98 

20.7 
6.83 

22.9 
6.18 

23.1 
5.49 

19.7 
5.03 

성공 1.56 
0.06 

20.4 
1.62 

35.6 
4.19 

4.5 
5.21 

3.2 
5.20 

25.5 
6.30 

31.7 
4.68 

38.9 
4.15 

40.1 
4.03 

22.0 
8.99 

23.4 
7.52 

21.1 
6.31 

15.9 
5.47 

전체 1.56 
0.06 

20.11 
1.50 

36.26 
4.44 

3.93 
5.21 

3.59 
5.17 

24.56 
5.49 

31.64 
4.31 

38.59 
3.78 

40.19 
3.76 

21.65 
8.43 

23.28 
7.14 

21.65 
6.12 

16.90 
5.58 

r .433** .866** .549** -.427**

p<.01**

표 2. Release factors and javelin's angle          

그리고 자세각(attitude angle), 릴리즈각(release angle), 

공격각(attack angle), 좌우 기울기각(medial-lateral 

tilt angle), 야 각(side attack angle, yaw angle)이며, 

Matlab2009a를 이용하여 창의 각도요인을 산출하였다(그

림1). 

  통계적 검증은 전체(n=57) 시도 중 실패 기록(n=15)을 
제외한 성공 기록(n=42)과 각 운동학적 요인에 대한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해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의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
였다.

Z(0) m Height of release

Vk(0) m/s Release velocity

Ak(0) deg. Attitude angle

rk(0) deg. Release angle

αk(0) deg. Attack angle

βk(0) deg. Yaw angle

Jk(0) deg. Medial-lateral angle

▶▶ 그림 1. Angle definition

Ⅲ. 연구결과

  릴리즈순간 창의 투사요인과 창과 관련된 각도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사요인 중 투사높이는 기록과 유의한 관계
(r=.433, p<.01)를 보이면서 투사점이 높을수록 기록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고, 투사속도에 있어서도 기록과 높은 관
계(r=.866, p<.01)를 보이면서 투사속도가 클수록 기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과 창의 각 요인과 관계에 있
어서 창의 자세각은 크로스 스텝의 왼발 착지에서 기록이 
좋을수록 작은 자세각으로 착지(r=-.427, p<.01)되는 특
성을 보인 반면에 힘 발 착지와 지지발 착지, 그리고 릴리
즈순간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낮은 관계를 보였다. 릴리즈 
순간의 투사각, 자세각과 투사각의 차이인 공격각에 있어

서는 피험자 간에 많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유의성이 낮은 
관계를 보였고, 창의 좌우 기울기각에 있어서도 착지 동작
에서 릴리즈까지 점진적으로 각이 작아지는 특성을 보였
지만, 유의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창의 좌우 기울기각과 투사속도 벡터의 차이인 
요 각에 있어서는 기록이 좋을수록 각이 큰 특성(r=.549, 
p<.01)을 보였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들과 같이 
투사높이와 투사속도가 기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투
사속도가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 각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선수
들의 경우 자세각과 릴리즈각이 큰 특성을 보였는데, 세계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 자세각과 릴리즈각이 작다는 것은 
수평속도 성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선수들의 경우는 수직속도가 크게 작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평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착지구간부
터 릴리즈 구간까지 일관성이 있는 창 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 각과 관련된 요 각은 기록과 유
의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창의 회전이 크지 않고, 굽힘 현
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우기울기각의 자세각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피험자들의 경
우 시기 별 많은 편차를 보임에 따라 앞서 제시하였듯이, 
자세의 일관성과 릴리즈순간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일관
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록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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