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필드 스포츠에서 움직임 분석은 주로 평균 속도 및 주

행 거리, 소요 시간 및 구간별 속도에서 수행된 물리적인 
움직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어 왔다[1]. 이러한 정보들은 

스포츠과학자 및 지도자들에게 필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신체정보를 제공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2].

가속은 속도의 변화율로 정의되며, 빠른 가속은 신체
에 피로감을 빠르게 주지만, 상대 선수를 이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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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자하키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GPS를 활용하여 실제 경기에서 측정되는 가속과 감속의 정보를 
정량화하여 포지션별로 분류하여 움직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여자하키선수 16명을 대상으
로 국제대회에서 측정된 308개의 가속과 감속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속 빈도는 미드필드(MF) > 
수비수(DF) > 공격수(FW)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속 이동거리는 미드필드 > 공격수 > 수비수 순서로 나타났다. 감속 
빈도는 미드필드 > 수비수 > 공격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속 이동거리는 미드필드 > 공격수 > 수비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키 선수들의 운동 강도와 운동량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주제어 : 하키, 위성항법시스템, 경기력, 가속, 감속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quantify the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information measured 
in the competition by using GPS device for the national women's field hockey players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movement by classifying them by position. For this study, 308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6 women's field hockey players measured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the frequency of acceleration was in the order of midfield 
> defender > striker, acceleration distance was midfield > striker > defender. The frequency of 
deceleration appeared in the order of midfield > defender > striker, deceleration distance was defender 
> striker > defend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setting the 
strength and amount of training for field hockey players.
Key Words : field hockey, GPS, performance, acceleration, de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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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3]. 감속은 팀 스포츠에서 가속
만큼이나 흔하게 발생하고[5], 신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선수
의 신체 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12]. 따라서 부상을 예방
하고 최대한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강도 움직임
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경기에서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4].

경기 중 발생하는 스프린트(Sprint) 및 가속과 감속의 
정보는 경기력을 변별하고 훈련의 특수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6]. 또한, 경기 중 가속 및 감속의 빈도가 개개인의 차별
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 확인과 부상예방을 
위한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7].

최근 스포츠에서는 신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
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사용하고 있다. GPS는 개인종목에서 처음 도입
하였으며, 이후 필드 스포츠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8]. 스포츠 현장에서 훈련이나 경기 시에 이동 패턴을 실
시간으로 측정하며, 선수들의 체력, 컨디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여러 선수들 사이에서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
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GPS 기술은 경기에서 속도와 
방향의 변화, 태클 등의 움직임 빈도가 높고, 넓은 공간에
서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9]. 

국내에서 GPS 및 영상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팀 스포
츠의 경기력을 확인한 연구로는 축구와 하키종목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축구종목에서는 FIFA에서 
제공하는 공식자료를 활용하여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동거리와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한 연
구[10], 2017 K리그 U17 & 18 챔피언십경기에서 측정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축구선수들의 유형을 도출하고 포
지션별 운동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
[11],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경기에 출전한 남
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포지션별 경기력 비교 및 
15분 단위의 경기력 비교를 한 연구[12]들이 있으며, 하
키 종목에서는 여자하키 연습경기에서 측정된 이동거리, 
시간, 심박수를 포지션별로 분석한 연구[13], 하키경기 
중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스프린트 요인을 개인별 구간과 
팀 별 구간을 분석하여 설정하는 연구[8], 연습경기와 실
제시합의 포지션별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14], 포
지션별 이동거리, 고강도움직임, 가속 및 감속으로 부상
을 예측한 연구[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외연구에서는 축구선수들의 경기수준과 포지션에 

따라 고강도움직임 패턴을 확인하고, 가속과 최대속도를 
정량화하는 연구[15]와 프로 럭비리그 경기에서 나타나
는 체력요인을 확인하여 훈련활동과 비교하는 연구[1], 
호주 축구에서 가속과 감속에 따른 근육 손상의 물리적 
부하를 확인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16]
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가속과 감속의 특성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하키는 움직임 속도가 빠르고 운동범위가 큰 팀 스포
츠중 하나로, 낮은 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짧은 
거리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 가속, 감속 및 방향전환능력 
등 다양한 움직임이 요구된다[7]. 팀 스포츠는 대부분 저
강도(걷기, 조깅) 움직임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경기 중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고강도 움직임은 
팀 스포츠 엘리트 선수에게 중요한 경기력 요인이므로
[17],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 수준을 정량화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5]. 

훈련과 경기에서 GPS로 측정된 팀 스포츠 엘리트 선
수들의 자료는 대부분 이동거리, 구간별 이동거리, 심박
수에 관한 연구들이었으며, 가속과 감속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도 GPS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트 하
키선수들의 실제 경기에서 발생하는 가속 및 감속을 분
석하고 정량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자하키 엘리트선수들을 대상
으로 경기 중 발생하는 가속과 감속의 빈도와 거리를 구
간별로 분류하여, 포지션에 따라 분석하였다. 실제경기에
서 나타나는 가속과 감속의 특성을 파악하여 종목특성에 
따른 과학적 훈련방법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경기력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시즌 하키시리즈(FIH Series)에 참가
한 18명의 여자하키선수 중 2명의 골키퍼를 제외한 16
명의 여자하키대표팀 Forward(FW), Midfielder(MF), 
Defender(DF) 필드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
기 전 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 자
발적 참여에 동의한 선수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총 5경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경기에 출
전하지 못한 선수의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대상
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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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FW(n=5) MF(n=6) DF(n=5)

AGE(yrs) 23.8±3.56 25.1±1.16 27.8±4.66
Height(cm) 163.0±5.15 163.3±4.84 165.4±1.52
Weight(kg) 55.8±5.89 57.0±3.46 57.8±2.17
Matchs 33.8 63.83 75.00

Mean ± 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쿼터 당 15분, 총 4쿼터 60분의 경기 시작 

전 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대회 중 매 경기 30분전 2-6
번 흉추 사이 위치 주머니가 있는 타이즈 형태의 조끼에 
Optimeye S5 (Catapult Innovations, Melbourne, 
Australia) GPS 센서를 넣어 고정하였다(Fig. 1). 경기 
후 Openfield를 사용하여 하키 선수들의 경기내용을 분
석하였으며 분석변인은 가속과 감속을 가속도를 기준으
로 각각 3개의 밴드로 구분하여 Table 2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가속과 감속 구간별 이동거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1. Field hockey player with GPS sensor in uniform

Parameter Band Setting

Acceleration
Band 1 
Band 2 
Band 3  

1.0 ∼ 1.5
1.5 ∼ 2.0

2.1 ∼

Deceleration
Band 1 
Band 2 
Band 3 

-1.0 ∼ -1.5
-1.5 ∼ -2.0

-2.1 ∼

Table 2.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Band Setting 
(Unit: m/s2)

2.3 통계분석
Catapult OpenField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Microsoft, Redmond, WA,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속과 감속의 빈도, 거리를 구간
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는 SPSS 21.0을 활
용하여 포지션에 따른 가속과 감속의 빈도와 거리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
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포지션 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cheffe’s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가속 구간에 따른 포지션 차이

Table 3은 구간별 가속 빈도를 포지션별로 나타낸 것
으로 공격수(FW)는 Acceleration Effect(AE) 1에서 평
균 15.92회, AE 2에서 평균 10.61회, AE 3에서 평균 
6.97회의 가속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드필드(MF)는 AE 
1에서 평균 19.63회, AE 2에서 평균 13.01회, AE 3에서 
평균 9.61회로 나타났다. 수비수(DF)는 AE 1에서 평균 
18.73회, AE 2에서 평균 10.75회, AE 3에서 평균 6.75
회의 가속을 하였다. 구간별 가속 빈도를 포지션의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모
든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Position FFW MF DF
Acc

Band 1
15.92
± 7.0

19.63
± 6.4

18.73
± 11.7 5.23**

Acc
Band 2

10.61
± 4.7

13.01
± 4.5

10.75
± 6.8 6.89**

Acc
Band 3

6.97
± 3.4

9.61
± 4.6

6.75
± 4.8 14.62***

*p<.05, **p<.01, ***p<.001,             Mean ± SD

Table 3. Acceleration effect by position 
(Unit: number of times)

Position FFW MF DF
Acc

Band 1
88.08
±33.3

105.37 
± 28.3 

88.99
±53.4 6.72**

Acc
Band 2

38.86
±16.2 

45.78
±14.6 

38.48
±24.3 5.30**

Acc
Band 3

17.24
±10.0

21.91
±14.0

14.86
±11.4 9.53***

*p<.05, **p<.01, ***p<.001,             Mean ± SD

Table 4. Acceleration distance by position     (Unit: m)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498

사후검정결과 AE 1에서 포지션별 차이를 보면 FW < 
DF < MF, AE 2에서는 FW < DF < MF, AE 3에서는 DF 
< FW < MF 순서로 발생빈도가 나타났다.

Table 4는 가속 구간별 이동거리를 포지션별로 나타
낸 표이다. 공격수(FW)는 AE 1에서 평균 88.08m, AE 
2에서 평균 38.86m, AE 3에서 평균 17.24m의 이동거
리를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드필드(MF)는 AE 1에서 
평균 105.37m, AE 2에서 평균 45.78m, AE 3에서 평균 
21.91m를 뛰었다. 수비수(DF)는AE 1에서 평균 88.99m, 
AE 2에서 평균 38.48m, AE 3에서 평균 14.86m를 뛰었
다. 가속구간별 이동거리를 포지션별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AE 1에서 포지션별 차이를 보면 FW  
< DF < MF, AE 2에서는 DF < FW < MF, AE 3에서는 
DF < FW < MF 순서로 나타났다.

3.2 감속 구간에 따른 포지션 차이

Position FFW MF DF
Dec

Band 1
13.40
± 5.7

18.10
± 6.5

15.89
± 10.0 10.13***

Dec
Band 2

8.37
± 4.1

12.28
± 4.6

9.90
± 6.9 14.72***

Dec
Band 3

11.35
± 4.9

13.55
± 4.5

9.28
± 6.3 17.59***

*p<.05, **p<.01, ***p<.001,             Mean ± SD

Table 5. Deceleration effect by position 
(Unit: number of times)

Position FFW MF DF
Dec

Band 1
35.59
±13.4

46.13
±12.6

35.50
±21.7 10.13***

Dec
Band 2

13.90
±5.3

17.24
±5.2

12.61
±8.0 15.76***

Dec
Band 3

7.69
±4.0

8.89
±3.8

5.69
±4.2 16.95***

*p<.05, **p<.01, ***p<.001,             Mean ± SD

Table 6. Deceleration distance by position     (Unit: m)

Table 5는 구간별 감속 빈도 포지션별로 나타낸 표이
다. 공격수(FW)는 Deceleration Effect(DE) 3에서 평
균 11.35회, DE 2에서 평균 8.37회, DE 1에서 평균 
13.4회로 나타났다. 미드필드(MF)는 DE 3에서 평균 
13.55회, DE 2에서 평균 12.28회, DE 1에서 평균 18.1
회로 나타났다. 수비수(DF)는 DE 3에서 평균 9.28회, 

DE 2에서 평균 9.9회, Dec1에서 평균 15.89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감속 빈도를 포지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DE 3에서 포지션별 차이를 보면 DF < 
FW < MF, DE 2에서는 FW < DF < MF, DE 1에서는 
FW < DF < MF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6은 감속구간별 이동거리를 포지션별로 나타
낸 표이다. 공격수(FW) DE 3에서 평균 7.69m, DE 2에
서 평균 13.9m, DE 1에서 평균 35.59m를 뛰었다. 미드
필드(MF)는 DE 3에서 평균 8.89m, DE 2에서 평균 
17.24m, DE 1에서 평균 46.13m를 뛰었다. 수비수(DF)
는 DE 3에서 평균 5.69m, DE 2에서 평균 12.61m, DE 
1에서 평균 35.5m를 뛰었다. 감속구간별 이동거리를 포
지션별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
과 모든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DE 3에서 포지션별 차이를 보면 DF < 
FW < MF, DE 2에서는 DF < FW < MF, DE 1에서는 
DF < FW < MF 순서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하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고 운동범위가 넓은 팀 

스포츠 종목으로 장시간 높은 강도의 움직임과 가속과 
감속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에게 간헐
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14]. 또한, 경기 중 나타나는 가
속과 감속은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며, 순간적인 움직임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
임으로 경기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16명의 하키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제 경기 중 발생되는 가속과 감속의 빈도와 
거리에 대한 포지션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량화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가속 빈도는 1경기 당 공격수는 1인 평균 33.5
회, 미드필드 42.25회, 수비수 36.23회로 나타나 미드필
드 > 수비수 > 공격수 순서로 나타나 실제 경기에서 미드
필드 선수들이 가속하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속 시 이동거리를 보면 공격수 평균 
144.18m, 미드필드 173.06m, 수비수 142.33m로 나타
나 미드필드 > 공격수 > 수비수 순서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감속 빈도는 1경기 당 공격수는 평균 



GPS를 활용한 여자 하키 선수들의 가속과 감속 분석 499
33.12회, 미드필드는 43.93회, 수비수는 35.07회로 미
드필드 > 수비수 > 공격수 순으로 나타나 미드필드 선수
들이 경기 중 감속하는 움직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한, 감속 시 나타나는 이동거리는 공격수 57.18m, 미드
필드 72.26m, 수비수는 53.8m로 미드필드 > 공격수 > 
수비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키경기에서 미드필드는 경기흐름에 
따라 가장 빠르게 반응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활동반경이 넓고, 중원에서 공격상황과 수비상
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포지션의 특성상 다른 포지
션에 비해 높은 빈도의 가속과 긴 거리의 가속과 감속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가속 움직임이 많다는 선행연구[8]
결과와도 일치했다.

공격수는 고강도 가속과 감속에서 높은 빈도의 가속과 
이동거리를 나타냈으며, 미드필드보다는 낮게 나타났으
나 모든 강도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와 이동거리를 나타
났다. 이는 공격수는 주로 득점기회에 상대진영을 장악하
고 상대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이동을 시도하기 때문이며, 
상대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한 방향전환을 반복적으로 시
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격수의 빠른 움직임은 
경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격수의 고강도
가속, 감속의 빈도와 이동거리는 중요한 경기력평가 요인
이라고 사료된다[8]. 

수비수는 저강도 가속과 감속에서 많은 움직임을 나타
냈다. 이는 수비수는 경기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해야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움직임
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키는 승리한 경기에서 가속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강도 가속이 증가할수록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과[8], 
가속 및 감속의 빈도가 비접촉 하지손상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7]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 경기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속과 감속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포지션별, 개인별로 운동부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포지션별 여자 하키선수들의 가속과 감속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기 전체상황을 분석하여, 포지션에 따
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
목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경기 전체상
황뿐 만 아니라, 공격 및 수비 등 상황별로 나누어 분석
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치 및 스포츠과학자가 
훈련내용 및 강도설정 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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