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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의 글러브 색상이 타자의 타격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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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lor on the Glove Pitcher Hitting a Batt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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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투수 글러브 색상이 타자의 타격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투
수의 글러브 색상은 검정색, 주황색, 베이지색 세 가지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타자의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대전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러브 색에 따른 타격 실험을 마친 후 
Nideffer(1976)가 개발한 야구에서의 주의 집중 설문지 B-TAIS의 6개 주의집중 하위척도를 본 실험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신뢰 계수는 0.67에서 0.85까지 분포되어 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투수의 구종은 직구로 제한하였으며, 각 글러브의 색상별로 일주일씩 기한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의 색상과 대비가 큰 색상의 글러브를 착용하였을 때, 타자의 타격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
양한 투수의 구종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제어 : 야구, 글러브, 색상, 야구 타자의 집중도, 주의집중력,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lor that you want the pitcher glove hit impact on 
the intensity of the other. The color of the glove pitcher was set to black , orange, beige three kinds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the batter accordingl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 people targeting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in Daejeon , through a pre- test and vision test color blind players were selected with no visual 
problems. After the blow of the experiment was used to color the glove Nideffer is modified to fit and 
complement the six subscales B-TAIS. As a result, when wearing a colored glove that contrasts with the color 
of the ball, the batter's concentration was increased. Hopefully, research will take place using the ball skill and 
equipment of various pi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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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스포츠는 기술  과학  이론과 목되어 

과 의 인기와 경기력 요소 등을 하여 변화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종

목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효과 인 트 이닝 방법, 과학  기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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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심리훈련, 양  컨디션 조 , 환경  요소까지 스

포츠 과학화는 오랜 시간동안 발 되어 왔으며, 스포츠 

과학은 선수들의 기술  기량 향상과 함께 에 한 

인기를 고려하기도 한다[1].

선수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다양한 컬러의 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하 다. 타자의 경우 손목 보호 , 팔꿈치 

보호 , 정강이 보호 , 야구 배트 등을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수는 표 으로 다양한 색상의 

러 를 착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색상의 장비 착용으로 시각  정보는 뇌를 통

하여 운동기 으로 이어지는 수행에 있어 선수들에게 여

러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 최 로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는 색과 움직임, 조, 상세한 부분들은 망막에

서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에 의해 인지된다. 색은 을 통

해 인지하게 되는 모습과 련된 빛의 장의 조합을 의

미하는 일반 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으며 어떤 형체나 

물질의 시각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간  특성과는 구

분되며, 그 형체나 물질이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분  

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2]. 

색채 자극은 으로 들어오며 자기  내지는 입자

의 형태로 된 정보가 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며, 신경

을 통해 뇌로 달된다. 뇌에 도달한 색체 자극은 색채를 

인식한 후 생산하여 우리는 그 물체의 색을 단하게 된

다[3].

색에 한 연구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운동수행과 한 련이 있다. 한 측타이

이란 자극의 이동기간을 측하는 능력이다. 측은 자

극의 도착과 일치되게 반응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는  

반응시간을 미리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

다. 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을 측하는 능력으로 

측타이 , 일치타이  는 순간타이 으로 정의되고 있

다. 그러한 능력은 자극에 한 치와 포착시 의 정확

한 단을 요구한다[4].

기의 연구자들은 반복학습, 명쾌한 지시 그리고 다

양한 로그램을 통해 자극에 한 반응 시각 측을 향

상하기 해 노력하 으며 그러한 측타이 은 움직이

는 시각  물체에 한 반응과 련하여 일상생활의 과

제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황에서 쉽게 용할 수 있다.

한 지 에서 다른  하나의 지 으로 이동하는 물체

에 자극은 목표지 에 도달하는 시 과 같은 반응을 요

구하는 측타이 은 자극에 해 시각으로 탐색하고 반

응할 수 있어야 한다[5]. 

자극의 탐색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처리과정은 자극의 

탐색, 자극에 한 단의  측 속도, 자극과의 같은 동

작을 수행하기 한 정보인지와  동작의 융합을 통해 이

루어지며 이러한 처리과정은 자극 투여, 반응과 련한 

복잡성, 운동 연습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시각탐색이란 일정한 운동 환경에서 합리 인 단서에 

시각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

에서 시각탐색 략과 정보 인지의 차이를 규명하기 

하여 시각의 움직임을 추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왔다

[7]. 시각탐색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장된 다양

한 상황 속에서 축척된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수행

자의 경험을 통해 지식이 운동 환경  주요상황에 주의

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각탐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8].

운동 상황에서 시각탐색 과정은 시선의 고정, 빠른 움

직임, 이동하는 물체의 추  움직임 등 의 세 가지 형

태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며, 시선 고정은 일정한 치에 

있는 목표물의 형태를  망막의 앙에 일정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100m/s-140m/s 

이상 시선의 치가 한 치에 정지해 있을 때에 시선 고

정 상이라 할 수 있다[8].

시선고정은 운동 상황에서 선수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략  행동을 비 할 수 있게 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단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각탐색

이나 시각  주의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9]. 한 안구의 빠른 움직임은 한 치에

서 다른 치로 의 이 빠르게 이동하는 형태로, 인

간이 생활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다[10]. 

마지막으로 의 추  움직임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물체에 시선을 고정시킨 후 목표물을 따라 시선의 

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선

의 움직임을 해서는 의 빠른 움직임과 함께 반드시 

이동하는 목표물이 있어야 하며 의 움직임은 운동 수

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반 한다[11].

숙련자의 시각탐색 략이 보자보다 작은 빈도의 

시선 고정이 이루어지며, 평균시선 고정 시간이 훨씬 길

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경으로부터 제시되는 한 단서에 선택 으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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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상

황에서 시각  운동은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 시선 고정과 시선 지속시간은 운동 

수행의 성공정도와 한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2].

이러한 향들로 인해 시각 처리 기술은 과학 인 훈

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수들은 체격이나 체력요인도 

요하지만 효과 인 타격을 해서는 먼  공을 으로 

정확히 보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하다고 

단된다.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운동 형태는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요하다. 어떠한 

과제수행을 정확하고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시

각  정보를 정확히 인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작의 공간

 시간  타이 이 정확해야만 높은 수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12,13].

색은 시각 정보로 색채 자극으로 인하여 으로 들어

오게 된다. 자기  는 입자의 형태로 된 정보가 을 

통해 들어오면 신경도를 거쳐 뇌로 달된다. 뇌에 도달

한 자극은 색채를 인식하여 우리는 그 물체의 고유 색상

을 인지하게 된다. 색은 각각의 다양하고 개채만의 성질

을 갖고 있으며 색 인지의 차이에 따라 개인에게 향을 

미친다[13]. 

다각 인 연구를 통한 과학 인 훈련방법의 연구를 

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타격의 기술과 성공률의 

향상을 해 투수 러 의 색체에 의한 타자들의 시각

에 한 요소가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선행 연구는 색체에 의한 시각  운동 감각

인 요인이 운동 경기력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단되며 오랜 과거부터 연구되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경기에서의 시각  운동 감각

인 향과 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야구

의 연구는 치격  체력  요인과 스포츠 마  등에만 

한정 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색체에 의한 시각 

 운동 감각 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

이 실이다[14,15,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수 러

 색상이 타자의 주의집 력에 미치는 향에 해 규

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선정된 상은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15명(타자)을 상으로 하 으며, 사 에 시력

검사와 색맹검사를 통하여 시각  감각에 문제가 없는 

선수들로 선별하 으며, 교정시력(안경, 즈)은 인정하

다. 이들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Index Age height Weight
Athletic 

career

M±SD
17.65±

1.35

177.33±

4.39

70.55±

4.19

5.42±

2.55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Index
Faculty of 

sight
Left sight Right sight

Color 

blindness

M±SD
1.14±

0.24

1.01±

0.37

1.09±

0.16
Normal

<Table 2> The eyesight of the subjects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Nideffer(1976)가 개발

한 야구에서의 주의 집 과 인 계 유형에 한 검사

(B-TAIS)이다.

타격 시 여하는 주의 유형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

된 B-TAIS의 6개 주의집  하 척도를 야구의 타격에 

알맞도록 재구성되었다.

주의집  하 척도는 포  외  주의, 과 한 외

주의, 포  내  주의, 과 한 내  주의, 한정된 효과

 주의, 소한 비효과  주의이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 다. 연구 도구의 Cronbach a 계수는 0.67에서 

0.85까지 분포되어 수렴 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실험 방법

투수의 러  색상이 타자의 주의집 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고등학교 야구 선수 15명을 상

으로 검정색, 주황색, 베이지색 러 를 투수가 착용하

을 때 타격을 수행하게 하고 바로 설문지를 실시하

다. 연구  설문조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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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진행하 다.

투수의 구종은 직구로 제한하 으며, 각 러 의 색

상별로 일주일씩 기한을 두고 실험을 진행 하 다.

2.4 자료 처리

회수된 45부의 설문지의 자료를 SPSS 21.0 로그램

을 이용하여 자료 처리 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평균과 편차를 산출하 으며, 투수의 러  

색상 별 타자의 주의집 력의 하 변인간의 차이를 비교

하기 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유의수 은 .05로 하 다.

3. 결과

3.1 투수가 검정색 글러브 착용 

Index M SD F p

Comprehensive

(Out)
4.20 ±.51 2.209 .034*

Excessive

(In)
3.48 ±.46 3.457 .098

Comprehensive

(Out)
4.48 ±.41 3.221 .028*

Excessive

(In)
3.12 ±.80 1.883 .041*

Limited

(Effective)
3.96 ±.44 3.552 .072

Narrow

(Ineffective)
3.50 ±.64 2.614 .093

<Table 3> When the pitcher wore a black glove

투수가 검정색 러 를 착용하고 투구 하 을 때 타

자가 공을 타격한 후 주의집 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

타났다. 검정색 러 와 흰색 공의 확연한 색 비를 감

안하여 투수의 공을 타자가 타격한 후 다음과 같은 반응

이 나타났다. 포 (외 )주의력, 포 (내 )주의력, 

한정 (효과 )주의력 부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는 투수가 검정색 러 를 착용하

을 때 포 (내 )주의력이 타자는 많은 외  자극들을 

효과 으로 통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되는 상황  

자극에 주의집 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한 포 (내 )주의력은  다양한 역으로부터의 아이

디어와 정보를 효과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척도

가 높으며 이는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있으며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정

(효과 )주의력은 자신의 필요할 때 자신의 주의집

을 좁  한 가지 일에 효과 으로 주의를 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과도한(외 )주의력, 과도한(내 )주의력, 소

한(비효과 )주의력 부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타자는 투수가 검정색 러

를 착용하 을 때 흰색공과 러 의 분명한 색의 구분

으로 인해 타석에서 타격의 집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2 주황색 글러브를 착용

Index M SD F p

Comprehensive

(Out)
2.41 ±.76 10.605 .116

Excessive

(In)
2.85 ±.41 3.353 .312

Comprehensive

(Out)
3.14 ±.50 15.282 .245

Excessive

(In)
4.12 ±.64 5.139 .036*

Limited

(Effective)
4.40 ±.85 7.465 .028*

Narrow

(Ineffective)
2.67 ±.62 5.320 .102

<Table 4> When the pitcher wore an orange glove

투수가 주황색 러 를 착용하고 투구 하 을 때 타

자가 공을 타격한 후 주의집 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

타났다. 과도한(내 )주의력, 한정 (효과 )주의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과도한(내 )주

의력은 한번에 많은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

는 정도로 선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의가 산만

해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수가 

타석에서 타자의 공에 해 집 할 때 투수의 주황색 

러 와 흰색 공의 색 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한정 (효과 )주

의력은 자신이 필요할 때 주의집 을 함으로써 일시 인 

주의 집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타석에서 

투수가 공에 해 치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의집 효과가 

일시 으로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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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포 (외 )주의력, 과도한(외 )주의력, 

포 (내 )주의력, 한정 (효과 )주의력, 소한(비효

과 )주의력 부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3.3 베이지색 글러브를 착용

Index M SD F p

Index 3.38 ±.86 1.328 .762

Comprehensive

(Out)
4.24 ±.55 8.012 .057

Excessive

(In)
3.40 ±.50 1.662 .492

Comprehensive

(Out)
3.93 ±.41 1.377 .028*

Limited

(Effective)
3.02 ±.87 2.565 .245

Narrow

(Ineffective)
3.34 ±.73 1.460 .067

<Table 5> When the pitcher wore a beige glove

투수가 베이지색 러 를 착용하고 투구 하 을 때 

타자가 공을 타격한 후 주의집 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과도한(내 )주의력 부분에 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과도한(외 )주의력은 지나치게 외  자극에 치 하

여 혼란을 일으키는 정도로 부 한 정보로 인해 주의

가 산만해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의집 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 으로 처하지 못하

는 타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과도한(내 )주의

력은 한번에 무 많은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혼란을 일

으키는 것으로 선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의가 

산만해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한

(비효과 )주의력은 지나치게 집 하려는 과욕으로 인한 

실수로 시야가 좁아지는 상으로 인해 나타나 선수가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 (외 )주의

력, 포 (내 )주의력, 한정 (효과 )주의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논의

일반 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직면했을 때 제한된 수의 정

보를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무시되어야 한다. 운동

수행의 심리  요인으로 설명되는 주의라는 용어는 다양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경계성을 나타내

기도 하고 집 력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떤 때는 선택

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 으로 선수들은 자신의 스트 스뿐만 아니라 환

경 인 스트 스 요인에 해 반응할 비를 갖추고 있

어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의집 의 강 을 신뢰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  스트 스 요인에 한 심리

 반응으로서의 주의집  능력은 크게 네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이 주의집  형태는 통상 긴장 상태 하에서 상

황에 따라 각기 다른 주의집  형태를 상황에 합한 주

의집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로 2013년 8월 3일 로야구에서 핑

크색 러 에 한 논란이 있었다.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LG의 경기에서 삼성의 윤성환 투수가 핑크색 

러 를 끼고 선발 출 하 다. 경기 도  LG 타자들은 

러 와 야구공의 색 구분이 힘들어 타격에 방해가 된

다고 어필하 으나 당시 주심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 다. 례가 없던 이의제기 기 때문에 

핑크색 러 가 그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윤

성환은 6이닝을 4안타 무실 으로 막아 시즌 8승을 이루

었다. 경기가 끝난 뒤 심 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한 끝

에 핑크색 러  사용을 지하 다. 야구 규정에는 

러  색과 련하여 회색 는 흰색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핑크색이 추가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와 같은 논란을 배경으로 투수의 러  색이 타석

에서 타자의 주의집 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투수의 러  색상에 따른 타자의 주의집

력을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으며, 색상별로 투수의 

주의집 력이 높게 나타난 러 는 통계 으로 검정색, 

주황색, 베이지색 순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상을 고등학생 15명으로 제한하여 연

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체 인 결과에 용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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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있으며, 투수의 구종을 직구로 제한하 고 투구

의 개수를 제한하여 실험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

반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연구 상 선정에 있

어 범 를 넓히고, 상의 수를 늘리며, 다양한 색상의 

러 와 투수의 구종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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