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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을 활용한 고교야구선수의 입스(yips)경험과 

대처방법에 대한 현상적 분석

최건용, 채환국
동국대학교

Study on the Yips Current States and Coping Method in High School 
Baseball Player Through Convergence

Kun-Yung Choi, Hwan-Kook Chai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 및 대처방법에 대한 현황조사로서 입스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에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고교야구선수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부적절한 설문응답을 제외한 
3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비율분석으로 연구대상자의 
입스 경험 및 대처방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교야구선
수 중 입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스 경험시 신체적인 문제와 심리적 문제가 동시에 발견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스 경험시 심리 훈련 등을 시도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효과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고교야구선수를 위한 입스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고교야구선수, 입스, 대처방법, 현상적 분석, 융복합 

Abstract  The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 yips phenomenon in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and provide the basis of its origin and an effective treatment intervention. Therefore, we survey 320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registered at Korea Baseball Association, excluding poorly answered 30 
questionnaires. Utilizing PASW 20.0, the analysis of yips experiences and a coping method is carried out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ratio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process above are as follows. The ratio of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who experience yips reaches 64%, which is significantly high; experiencing yips, they 
have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although they would have psychological trainings, few of them 
work, which implies that the discussion on yips prevention and coping methods for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is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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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야구는 근본 으로  스포츠이고, 심리  기술이 승

패를 좌우하는 스포츠이다.  높은 연 을 받는 선수를 보

유할 정도로 재정이 좋은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성 을 

보장 할 수 없고, 심리  능력을 배제하고 신체조건과 기

술만 우수한 선수들은 개인의 성공을 기 할 수 없다. 그

러나 선수 개인이 겪는 강한 압박과  승리를 한 스트

스에 한 책이나 보완책은 미흡하다.

이는 [1]가 보고한 야구 경기에서 선수의 심리상태는 

시합상황이나 연습상황 그리고 선수의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며, 심리  능력은 꾸 한 연습과 시합경기에 의

해 만들어진다. 냉정한 단과 투지력, 정신 집 과 흥분

된 감정의 통제 등은 야구선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

고 밝히고 있다. 한 [2]은 운동수행능력 극 화를 한 

요소로는 훌륭한 신체조건과 기술 그리고 장비 외에 운

동수행자 자신의 최 의 심리  상태를 들 수 있으며, 최

 운동수행의 결과는 운동수행자의 잠재  성과 훈련

의 정도와 효율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심리  운동발 능력과 련이 있다고 하 다. 

야구 뿐 만 아니라 타 종목의 스포츠에서 승패는 신체

의 기술, 근력, 스피드, 균형감각, 응력, 스포츠기술, 

략과 심리기술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수나 지도

자들은 스포츠에서의 50% 내외는 심리기술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하 다. 종목에 따라서는 90% 까지 심리  상황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며[3] 선수의 심리  상황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비되지 않았을 때 경기력 발

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 다.

[4]는 심리  상황 등을 운동수행과 연 하여 근육계

와 내분비계의 향을 포함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의 심리

 조 효과의 연구에서 뇌 , 심장 박동수, 호흡, 압, 

체온,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 되는 다른 신체의 

변화를 자발 으로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  짧은 

시간에 습득하고 정신과 육체사이에 복잡하고 정교한 효

율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5]은 

고도의 경쟁성을 수반해야하는 스포츠 장에서 각 선수

가 갖고 있는 최상의 수행능력을 지속 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경쟁 상황에 선수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외부  

향과 내부  향 등 경기와 련된 직  요인 외 선

수가 겪는 심리  요인 등도 경기력에 향을 다고 밝

히고 있다. 

야구 선수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심리  어려

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입스(yips) 경험도 선수생활

과 경기력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6]에 의하면 인간은 일정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를 습득하여 이 의 경험을 기 로 해서 다음 행동을 새

로운 상황에 응시켜 진 으로 진보해 나가지만 인간

행동의 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응 장면을 찾

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 한 행동양식이 나타날 수 있

다고 보고하 다.

[7]는 입스를 작업성 경련(occupational cramp) 혹은 

근 긴장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8]은 골 의 상황을 

고려해 심리신경 근육계  장애(psychoneuromuscular 

impediment)로 규정하여 심리, 생리  향이 동시  발

단한다고 단하고 있다. [9]은 입스의 악화요인을 국소

 근 긴장이나 과도한 심리  압박과 불안에 의한 것으

로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증가 악화된다고 보고하 다.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운동선수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량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어느 날 갑

자기 기량이 나빠지는 등의 상을 보일 때가 있으며 이

는 슬럼  상으로 어디서나 통용될 만큼 범 하게 

경험된다[10].

특히 고교야구선수의 경우 청소년기의 심리상태와 함

께 운동 몰입  경기수행 향상과  다양한 목표설정에 의

해 겪는 심리  스트 스 등은 입스 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스 상에 한 황  악과 처방

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작

하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경험과 처방법을 살

펴보고 입스 방과 올바른 처방법에 해 논의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재 한야구 회에 등록된 고교야

구선수로 경기에 뛰고 있는 3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 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편의추출방법을 용

하 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서울, 경기도,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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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주 일 의 고교야구 감독  코치에게 동의를 구하

고 선수들을 상으로 설문에 한 응답을 부탁하 다. 

조사에 응한 상자는 총 350명이었으나, 이  응답 내용

의 불성실과 답하지 않은 문항의 결측치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20부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입스와 련된 연구 상자에 한 일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Division Division frequence ratio(%)

grade

1 129 40.3

2 115 35.9

3 76 23.8

age

16 18 5.6

17 129 40.3

18 106 33.1

19 65 20.3

20 2 .6

career

less than 3years 14 4.4

less than 5years 56 17.5

less than 7years 124 38.8

over 7years 126 39.4

income

less than 2,000,000 15 4.7

less than 3,000,000 75 23.4

less than 5,000,000 134 41.9

less than 7,000,000 55 17.2

over 7,000,000 41 12.8

exercise 1 

days

less than 5time 4 1.3

less than 7time 42 13.1

less than 9time 91 28.4

less than 11time 164 51.3

less than 13time 19 5.9

position

pitcher 127 39.7

catcher 25 7.8

1baseman 25 7.8

2baseman 34 10.6

3baseman 24 7.5

shortstop 23 7.2

left fielder 24 7.5

center fielder 20 6.3

right fielder 18 5.6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able 1>과 같이 연구 상자 특성은 1학년이 129명

(40.3%), 2학년이 115명(35.9%), 3학년이 76명(23.8%)이

며, 연령은 16세가 18명(5.6%), 17세가 129명(40.3%), 18

세가 106명(33.1%), 19세가 65명(20.3%), 20세가 2명

(.6%)로 나타났다. 경력은 7년이상이 126명(39.4%), 7년

미만이 124명(38.8%)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 은 500

만원 미만이 134명 (41.9%)으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이 75명(23.4%)순으로 나타났다. 1일 운동시간은 11

시간미만이 164명(51.3%), 9시간 미만이 91명(28.4%), 7

시간 미만이 42명(13.1%), 13시간 미만 19명(5.9%), 5시

간 미만 4명(1.3%)순으로 나타났으며, 포지션은 투수가 

127명(39.7%), 2루수가 34명(10.6%), 포수가 25명(7.8%), 

1루수가 25명(7.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8]이 사용한 설문지와 [11]가 

골 선수를 상으로 한 입스 련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배경변인 

6문항(학년, 연령, 경력, 소득수 , 1일 운동시간, 포지션), 

야구와 련된 입스 상  처 방법에 한 12문항으

로 구성하 으며, 총 18문항으로 하 다. 응답의 척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으

며, 단일 응답  개별  특성을 갖고 있는 문항은 선택

형으로 구성하 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 비율의 검을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평균  표 편차, 왜도  첨

도)를 통하여 결측 문항  분석의 성을 검토하 으

며, 응답자의 문항 무응답에 해서는 연구결과를 훼손

하지 않는다고 단하여 문항 무응답을 보정하지 않았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상에 한 황과 

처방법 등 분석하고자 통계 로그램인 PASW 20.0을 

이용하 다. 데이터 스크린 작업을 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 으며, 각 측정 문항의 황분석을 해 빈도  비

율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의 의미 있는 문항과 

문항은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에 한 내용과 

처방법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고교

야구선수를 상으로 입스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연구자가 장에서 입스에 한 구체 인 설명과 

련 시를 들어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 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입스 련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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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YIPS 경험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 유무  입스 양상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 상자 320명  입

스를 경험한 비율이 64.7%(207명),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35.3%(113명)로 나타났다. 입스의 양상은 일시 으로 나

타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139명), 지속 으로 나타

났다고 응답한 비율 32.9%(68명)로 나타났다. 고교야구

선수  입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주로 일시  

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patterns

total ratio(%)
transient persistent

yips 

prese

nce

presence 139(67.1) 68(32.9) 207(100.0) 64.7

absence 113 113 35.3

<Table 2> Yips presence/patterns

<Table 3>은 입스를 경험한 연구 상자들의 입스 기

간을 나타낸 것으로 1년 미만 73.9%(1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년미만 12.6(26명)%, 3년미만 

7.7(16명)%순으로 나타나 입스기간이 단기 인 상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5년 이상 지속 으로 입스를 경험하

고 있는 비율도 2.4(7명)%로 나타났다. 

division frequency ratio(%)

less than 1year 153 73.9

less than 2year 26 12.6

less than 3year 16 7.7

less than 4year 4 1.9

less than 5year 3 1.4

over 5year 7 2.4

total 207 100.0

<Table 3> Yips term

3.2 YIPS의 정도

고교야구선수의 입스가 경험하는 상황을 연습과 시합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Table 4>에 의하면 연습시

에만 입스를 경험하는 경우 30.4%(63명), 시합시에만 입

스를 경험하는 경우는 19.3%(40명)로 나타났으며 연습과 

시합모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50.2%(104명)로 나타났

다.

division frequence ratio(%)

practice 63 30.4

match 40 19.3

both 104 50.2

total 207 100.0

<Table 4> Yips experience

<Table 5>는 입스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가끔 경험한

다는 응답이 61.8%(128명),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19.1%(61명), 항상 경험한다는 응답이 5.6%(18명)로 나

타났다. 하지만 입스 빈도 정도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로

서 실제 입스의 빈도는 응답자 응답 보다 빈도가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division frequency ratio(%)

sometimes 128 61.8

often 61 19.1

always 18 5.6

total 207 100.0

<Table 5> Yips frequency

<Table 6>은 입스를 경험하게 되는 야구 동작이다. 

입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동작은 송구가 

77.8%(16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캐치가 10.1%(21

명), 타격이 8.2%(17명), 질주, 기타가 각각 1.9%(4명)순

으로 나타났다. 고교야구선수의 입스를 경험하게 되는 

동작은 송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division frequency ratio(%)

hit 17 8.2

throw 161 77.8

catch 21 10.1

run 4 1.9

etc 4 1.9

total 207 100.0

<Table 6> Yips movement

3.3 YIPS의 심리/생리적 반응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시 심리  반응은 <Table 

7>과 같다. 입스 경험시 심리 으로 과도한 불안을 경험

한다는 응답이 26.6%(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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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21.3%(44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 력 분산, 다른 사람의 인식에 한 

두려움 각 15.9%(33명)순으로 나타났다. 입스의 심리  

반응은 불안과 불확실, 혼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 송

구  캐치에 향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division frequency ratio(%)

The body will be stopped 20 9.7

Physically sensitive 17 8.2

Distributed concentration 33 15.9

whirl 3 1.4

Excessive anxiety 55 26.6

Anxiety and confusion 44 21.3

Recognition of others 33 15.9

etc 2 1.0

total 207 100.0

<Table 7> Yips psychological reactions

<Table 8>은 입스 경험시 생리  반응에 한 결과이

다. 입스시 몸이 굳는 경험을 한다는 응답이 24.8%(51명)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근육긴장이 19.9%(41

명), 가슴이 철 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18.9%(39명)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입스시 생리  반응이 근육의 긴장과 

원활한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에 해 요소가 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division frequency ratio(%)

net visual muscle spasms 17 8.3

hand, shoulder, muscle spasm 19 9.2

muscle stiffness 51 24.8

excessive muscle tension 41 19.9

chest pain and pressure 4 1.5

increased heart rate and irregular 11 5.3

breasts wonder 39 18.9

excessive hand, foot sweat 13 6.3

etc 12 5.8

total 207 100.0

<Table 8> Yips physiological reaction

<Table 9>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이 경기  경

기력 발휘에 부정  향 정도를 묻는 응답에 부정  

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47명)로, 부정  

향이 크다 43.%(89명), 부정  향이 보통이다가 

24.6%(51명)로 나타나 체 부정  향에 65.7%(136명)

를 나타냈다. 입스를 경험하고 있는 의 경기  경기력 

향상에 개인에게 지 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스 제거를 한 처 방안이 실하다고 사료된다.  

division frequency ratio(%)

very large 47 22.7

large 89 43.0

average 51 24.6

few 12 5.8

very few 8 3.9

total 207 100.0

<Table 9> Yips negative impacts

3.4 YIPS 대처방안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 시 입스 극복을 한 심리

훈련 시도 경험에 한 응답은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 의하면 입스 극복을 해 심리훈련을 시

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1.2%(168명)로 나타났으며, 

심리훈련 시도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18.8%(39명)로 나

타났다. 입스를 경험한 다수의 고교야구선수는 심리훈

련을 통해 입스 상을 개선하고자 시도하 으나 일부는 

시도 경험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단이나 학교 측에

서 주기 인 선수 리를 한 심리상담과 심리훈련이 요

구된다.

division frequency ratio(%)

training psychological attempt 168 81.2

Do not attempt to psychological training 39 18.8

total 207 100.0

<Table 10> Yips whether psychological training

<Table 11>은 입스 경험자의 심리훈련효과 한 응

답이다. <Table 11>에 의하면 심리훈련효과에 해 보

통이다 응답이 64.7%(1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

과 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32명), 효과 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6%(22명), 매우 효과 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1명), 매우 효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명)로 나타났다. 심리훈련효과에 

해 명확한 효과와 선수들에게 심리훈련에 한 이해 

등을 얻기 해서는 다양한 심리훈련 근 방법과 심리

훈련효과를 높이기 한 체계 인 상담 방법론 등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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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ratio(%)

not very effective 11 5.3

not effective 22 10.6

average 134 64.7

effective 32 15.5

very effective 8 3.9

total 207 100.0

<Table 11> Yips psychological effects

<Table 12>는 입스 극복을 한 방법에 한 응답이

다. 입스 극복을 해 지도자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경

우가 70.0%(1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책이나 정보 

검색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 겨우는 15.5%(32명),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도 7.2%(15명)로 나타났으며, 심리

문가의 상담을 통해 극복하려한 경우도 4.8%(10명)로 

나타났다. 고교야구선수의 경우 지도자  부모의 조언

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입스 극복을 한 노력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입스

의 해결에 한 부분은 지속 인 노력과 심리  해소를 

통해 이끌지 않으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사

료된다.

division frequency ratio(%)

counseling psychologist 10 4.8

leaders and advice of parents 145 70.0

search and book 32 15.5

do not try anything 15 7.2

etc 5 2.5

total 207 100.0

<Table 12> Yips how to overcome

 

4. 논의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가 선수생활을 하면서 입스에 

한 경험과 처방법에 한 황을 악하고 야구선수

를 한 심리훈련개발과 경기력 향상을 해 본 연구를 

수행하 으며, 와 같은 목 과 연구 차에 의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고교야구선수가 경험하는 입스의 비율이 64.7%로 높

게 나타났으며, 일시 ,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고교야구선수는 성인야구선수와 달리 심리  

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한 장기 으로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아 입스 상 기에 심리상담  심리훈

련 등을 통해 개선 시 킬 필요가 있다.

고교야구선수의 입스가 나타나는 상황은 연습과 시합

시 모두 나타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면 이는 

선수들에게 심리  스트 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해 [12]의 연구에서는 골 선수를 상으로 경기 , 

경기 의 심리 상태는 환경 인 문제(비, 바람, 무더 , 

추 , 코스의 상태  조건), 개인 인 문제(가족문제, 경

제  문제, 훈련 량에 한 책임감, 부상)[13][14], 상황

인 문제(경기자의 행동특성)등 여러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한, [15][16]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성공 인 운동수행은 개인 내 , 외 , 환경  요인 등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며, 문 인 운동선수로 성

공하기 해서는 심리 , 행동  자기 리가 필연 으로 

요구 되며,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 리란 자신과 생활에

서 자기 스스로의 제를 통하여 정신 으로 비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선수

가 개인 으로 자신의 리와 선수로서의 시합에서 좋은 

성 을 내기 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  

내, 외부 인 요인에 해서는 코칭스텝이나 구단, 학교 

측에서 선수에게 심을 갖고 선수의 컨디셔닝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야구의 입스는 심리 으로 과도한 

불안,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움, 집 력 분산, 다른 사람의 

인식에 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생리 으

로는 몸이 굳음, 과도한 근육긴장, 가슴이 철 함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선수 스스로가 

실수를 하거나 실수에 한 두려움으로 원활한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해 [11]는 심리 인 불안이나 긴장이 가 되는 상황

에서 손, 발 등의 국소 인 부분에서의 떨림이나 불수의 

이고 단속 인 근육경직 등이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를 

골 의 입스에 용하여 새로운 을 제시하 다. 이

는 야구선수의 송구  캐치 등과 연 해서 생각해 볼 때 

[11]의 연구의 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스 경험에 해 처방법으로 심리훈련을 시도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

은 경우도 있어 심리훈련에 한 인식 개선과 심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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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에 한 이해와 함께 선수 리 차원에서 다양한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그램  방안 등 선수

에게 주기 으로 제시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은 선수들의 운동수행에 향을 주는 심리 인 측

면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으로 정신훈련(mental training), 

정신연습(mental practice), 심상훈련(image training), 정

신력 훈련(mental toughness training), 처 략(coping 

strategy), 심리  비(psychological preparation), 심리

 시연(mental rehearsal), 정신기술훈련(mental skills 

training) 등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심리훈련과 련된 

로그램의 용의 필요성 있으며, 한 선수들이 경험

하는 심리훈련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 심리훈련 문가의 빙에 있어 련 종목과의 

연 성, 심리훈련 경력, 학계의 평가 등 다양한 에서 

질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스 극복을 해 고교야구선수는 지도자  부모를 

찾아 상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 문가를 

찾는 비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교야구

선수가 훈련과 학교 공부라는 두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심리 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상  어려움이 많은 것

으로 단돼 지도자의 심리 문가의 연계와 심리훈련에 

한 기술훈련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가 경험하는 입스의 황을 

악하고 처방법에 한 논의를 개하고자 하 으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개한 결과 입스를 경

험하는 선수는 상 으로 많지만 입스를 방하고 처

하기 한 방안 등은 미흡한 것으로 단되며, 선수의 

리와 경기력 향상을 한 주기 인 심리기술훈련과 지도

자의 심리훈련에 한 기 지식 습득  교육을 통한 선

수의 질 높은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경험과 처방법에 

한 상  분석을 통해 야구선수들이 겪는 심리  불안

감과 생리  문제를 해결하고 야구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수도권, 충북, 남 고교야

구선수를 상으로 입스 경험과 처방안에 한 설문 

320부를 분석 상으로 활용하 다. 이를 해 통계 로

그램인 PASW 20.0을 이용하 다. 각 응답 자료의 결측

값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제외시키기 한 데이터 스

크린 작업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측정 문

항의 황분석을 해 빈도  비율 분석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입스의 경험 유무에 해 입스를 경험한 비율이 

64.7%,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35.3% 나타났으며, 입스의 

양상은 일시 이 67.1%, 지속 이 32.9%로 나타났다. 입

스 기간은 1년 미만 73.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미

만 12.6%, 3년미만 7.7%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스 상황은 연습시에만 입스를 경험이30.4%, 

시합시만 19.3%, 연습과 시합모두 50.2%로 나타났으며, 

입스 빈도는 가끔 응답이 61.8%, 자주 응답이 19.1%, 항

상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입스를 경험 동작은 송구가 

77.8%, 캐치가 10.1%, 타격이 8.2%, 질주, 기타가 각각 

1.9%로 나타났다. 

셋째, 입스의 심리 반응은 과도한 불안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26.6%,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경우

가 21.3%, 집 력 분산, 다른 사람의 인식에 한 두려움 

각 15.9%로 나타났다. 입스 경험시 생리  반응은 몸이 

굳는 경험을 한다는 응답이 24.8%, 과도한 근육긴장이 

19.9%, 가슴이 철 함 18.9%으로 나타났으며, 입스 경험

이 경기  경기력 발휘에 부정  향 정도를 묻는 응답

에 부정  향이 매우 크다가 22.7%, 부정  향이 크

다 43.%, 부정  향이 보통이다 24.6%로 나타냈다.

넷째, 입스의 처방법은 심리훈련 시도 81.2%, 심리

훈련 시도 경험이 없음 18.8%로 나타났으며,  심리훈련

효과에 해 보통이 64.7%, 효과 이다 15.5%, 효과 이

지 않다 10.6%, 매우 효과 이지 않다 5.3%, 매우 효과  

3.9%로 나타났다. 입스 극복을 해 지도자  부모의 조

언 70.0%, 책이나 정보 검색 15.5%,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도 7.2%, 심리 문가의 상담은 4.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교야구선수의 입스 경험  처방법에 

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입스에 

한 처방안에 해 과학  근과 심리 상담이 미비

하다고 사료되며, 입스 상을 운동 선수 구나가 경험

하는 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그 

해결 방법 역시 선수 스스로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

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



융복합을 활용한 고교야구선수의 입스(yips)경험과 대처방법에 대한 현상적 분석

54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539-547

스 상에 해 코칭 스텝이나 학교(구단) 등에 해 보

다 더 심을 갖고 처 방안에 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심리상담  심리훈련에 한 

체계  근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수의 입스  심리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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