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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ІІІ...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피드백이란 용어는 목표와 실제 행한 수행에 대한 차이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회
로 혹은 순환이란 용어로도 사용되며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피드백의 제시는 비행기나 우주선의 비행과 같이 매우 복잡한 것에서 뿐만 아니

라 모든 과제의 학습과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또한 피드백은 모든 운동
행동의 장면에 있어서 중요하다.신체와 주위 환경을 연결하는 우리의 뇌이기도 하
다.우리가 허기가 졌을 때 피곤할 때나 지쳤을 때 즉 어떤 일을 할 수 있듯이 위
험에 쳐해 있든지 당황할 때 혹은 우리 마음이 편할 때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감
각 수용 기들이 뇌의 중추와 교신하고 있다.살아가는 가운데 운동 제어와 학습과
정에서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중
요한 많은 피드백이 있다.
피드백은 크게 외재적 피드백과 내재적 피드백으로 나누어진다.외재적 피드백은

운동 결과에 대해 외부로 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며 내재적 피드백은 시각,청
각,후각,미각 그리고 촉각 등 고유피드백을 말하며 보강적 피드백이라고도 불린
다.외재적 피드백은 결과지식과 수행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결과지식은 실제 행한
결과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수행지식은 운동의 실제적인 수
행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즉시,자주 그리고 정교하게 제공되었을 때 가능
한 한 오차를 빨리 감소시킨다(이상수,2006).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동안에 결과지식은 운동수행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결과지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행이 저조하게 된다.결과지
식의 안내가설은 정보의 빈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결과지식은 부정적인 면
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긍정적인 효과는 강화와 정보와 비슷하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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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너무 과도하게 학습자의 운동 행동을 안내한다면 학습이 감소된다.
Lee& Maraj(1994)는 결과지식이 수행 후에 너무 자주 제시되었을 때 정보처리

활동을 지배하게 되어 오차 탐지 능력에 중요한 내재적 근원의 처리를 차단하며 또
한 학습자가 운동계에서 소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차를 수정하기 시도하는 단기 수
정에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한미진(2006)도 배구 서브의 학습에 스스로
조절하여 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수행과 학습이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
리고 골프 퍼팅의 학습에도 자기 조절 연습 집단의 파지 및 전이에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연경,2005).
피드백을 너무 자주 제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의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피드

백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연습 초기에 높은 상대 빈도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후기에 상대 빈도를 줄임으로

피드백의 의존 생성 효과를 막기 위한 점차적으로 피드백의 빈도를 줄여나가는 방
법을 Goodwin& Meeusen(1995)과 Schmidt(1991)는 제시하였으며,Schmidt(1991)
는 5회,10회 시행 후 요약하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요약피드백과 마찬가지로 5,10시행 후 평균 수행 점수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
안하였다.그리고 수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수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도 나타났으며 수용범위를 지정하여 피드백의
빈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파지난 전이 단계에서 수행을 안정시키고 학습을 더 효
과적으로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피드백의 제시 방법은 결과지식이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결

과지식 연구는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같이 사용함으로서 학습자에게 추가된 보
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과 정보 상태로 말미암아 결과지식 연구의 일반화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또한 실험실 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실지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수행에 대한 운동학적 정보가 결과지식보다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Newell,

Quinn,Sparrow & Walter,1983;임재홍,2003).수행지식은 학습자가 실행한 운동
동작을 기자재를 이용하여 과제 수행 후에 그 동작을 재현하여 언어적 혹은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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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학습상황에서는 결과지식보다 더 적
합한 형태의 정보다.
수행 지식이 자기 조절 상황에서 전달되는 이상적인 형태의 피드백이며 수행 후

만약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피험자들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과제에
집중하며 운동선수에게 항상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지식이 이상적인 피드백이
다(Janelle,Kim & Singer,1995;한미진,2006).
학습자의 상태나 인지적인 측면,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도자나 코치

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훈련 상황이 형성되어있다.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개된 연구들은 만
족할 만한 전략을 생성할 수도 없으며 다른 과제나 혹은 다른 상황에서 만족한 결
과를 얻을 수도 없다.
Chen과 Singer(1992)는 전략 혹은 기술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수

행상황과 정황이 적당할 때 개인이 자신의 조절을 통하여 전략을 이행하며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조절이나 통제 하에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은 자기 주도적 그리고
적극적인 피험자가 되게 하며 수행과 학습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학습자의 요청
에 의하여 주어지는 정보는 운동이나 인지적 기술에 더욱더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생성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자에 의존하여 제공되는 수행정보는 미
리 결정된 피드백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김연경,2005;윤정규,2006).
현재까지 피드백의 제시 방법은 결과지식이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결과지식 연구는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같이 사용함으로서 학습자에게 추가
된 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과 정보 상태로 말미암아 결과지식 연구
의 일반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현상은 교사나 코치가 피드백에 대한
과 정보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겠으며,초보 학생들에게 최상의 피드백 요소들인 시간,빈도,강도 등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여 운동기술 학습의 효과를 분석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연
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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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 학습에 있어서 어떤 피드백 제시 방법이 효
과적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 과제를 이용하여 수행 단계와 전이 단계를 집단
별,분단별 비교 분석하여 수행 과정 및 전이의 효과를 검증하여 현장학습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과제인 배구 언더핸드 서브를 이용하여 현재 학교 현
장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드백 전달 방법 중에서 어떠한
피드백의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모색하여 학교 현장 뿐 만 아니라 스포
츠 상황에서도 적절하며 이상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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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피드백 유형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과 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현장과제를
사용하여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수행 피드백 조건에 따라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시 절대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수행 피드백 조건에 따라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시 가변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3)수행 피드백 조건에 따라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시 반경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4)수행 피드백 조건에 따라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시 방향각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힌다.

4.용어의 정의

․결과지식(knowledgeofresults):동작의 수행에 대한 결과를 언어적인 정보로
써 제공하는 외적 정보를 말함.
․수행지식(knowledgeofperformance):운동학적 피드백이라고도 부르며 수행

한 운동유형에 대한 보강적 정보를 말함.
․무 피드백(no-feedback):전체 시행중 한 번의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는 것.
․자기통제 피드백(self-controlledfeedback):피험자가 요청할 때만 각 과제의

실행동작으로부터 발생된 정보를 수행의 지식을 통하여 피험자에게 제공하는 것.
․100% 빈도 피드백(100% frequencyfeedback):전체시행 중 100%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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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즉 모든 시행 중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수용범위 피드백(bandwidthfeedback):미리 설정해 놓은 범위 내에 수행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고,범위 밖으로 수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
․절대오차(absoluteerror):운동수행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수
행한 동작오차의 절댓값.
․가변오차(variableerror):운동수행 동작결과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험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수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방법.
․반경오차(radialerror):운동수행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참조점을 구하
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목표점에서 참조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 거리는 한 점에
대한 x,y축의 자승에 제곱근을 붙이는 값으로 방향각과 가변오차를 측정하는 참조
점.
․방향각(directionalangle):2차원의 평면 목표점 위에 떨어진 볼의 위치를 방
향각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즉 탄젠트를 적용하여 떨어진 볼의 위치를
360°각도 범위 안에서 추적하여 방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전이(transfer):이미 획득하였거나 파지된 운동 기능이 새로운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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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피드백은 학습에 있어서 많은 형태를 취하지만 일반적으로 숙달된 움직임에 대한
수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피드백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동작 수행 및 동작 결과에 관한 정보이며 수행되어진 동작의 결과와 동작 특성 등
에 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오차를 최소한 줄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지며 연습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피드백이 결국 기술적인 동작을 생성해 내
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다.
피드백은 안내,동기,강화 그리고 운동 목표와 수행과정을 연결시키는 결합 기능

등이 있으며 피드백의 기능들은 학습자가 오차를 줄이고 목표점을 향하여 계속 전
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Schmidt,
1988).
내재적 피드백은 동작 생성의 자연적인 결과로 발생되는 정보이다.모든 운동 특

성은 과제 수행의 내적인 측면으로서 특별한 방법이나 장비가 없이도 감각을 통하
여 다소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외재적 피드백은 오차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비디오 등과 같은 어떤 인공

적인 수단에 의하여 수행자에게 송환되며 수행력은 측정한 결과에 대한 정보로 이
루어진다.따라서 외재적 피드백은 내재적 피드백보다 늦게 제공된다.
이와 같이 외재적 피드백의 일반적 특징은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한 피드백을 보

충 또는 보강해 준다는 것이다.가장 중요한 점은 외재적 피드백이 코치 또는 교사
에 의해서 정보가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서로 다른 시간에 제공할 수도 있고 학습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상이한 형태
로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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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형형형태태태

1)결과의 지식
결과지식은 의도한 운동 목표에 대해 달성한 반응의 범위와 관련하여 되받은 지

식을 말한다.또한 결과지식은 수행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언어적 정보를
말한다.그러나 결과지식이라는 용어는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어졌다.때로는 순환
혹은 강화라는 용어들이 결과지식 대신에 사용되었다(Schmidt,1988).
결과의 지식은 언어적이며 최종적인 피드백 혹은 반응 종료 후에 반응의 결과나 그
결과를 생성한 수행 특성에 대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운동기술상황에서 반응에 대한 정보는 수행자에게 기술을 다시 시도하기 전에 필
요한 조절을 하도록 돕는 성질을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결과적으로 학습자가 적
정한 양에서 적절한 형식의 조절을 할 때 그 반응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Fischman,Wang& Yao(1994)은 공간적 목표와 시간적 목표를 이용한 피드백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결과지식을 받은 모든 집단이 수행 단계 동안 오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Sherwood(1988)과 Dornier,Reeve& Weeke(1990)은 운동기술
수행에 있어서 KR의 제시가 오차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연습 기간 동안 수행의 오류를 교정하는데 사용된 정보이며 교정은 결과

적으로 정확한 수행을 유도한다.
정확한 반응 후에 뒤따르는 보상은 다음 동작을 위한 강화 또는 그 반응이 같거

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Meadors(1991)는 운동학습
상황에서 결과지식의 효과에 대하여 직선 정치 과제를 이용하였는데,결과지식은
피험자들의 일정한 반응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동기유발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임을 계속하

게끔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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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오차의 교정을 지시하는 정보로서의 결과지식이 작용하는 많은 상황
에서는 그것이 또한 동기유발의 역할을 완수하는 가치를 지닌다.이것은 특히 학습
자 스스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그렇다.이 상황에서는 결과지식이 다음
의 시행이나 연습의 오차 교정의 정보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목표 획득과 관련되는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과지식 빈도의 조절을 통하여 운동학습에 미치는 결과지식 빈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시행이 증가하고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빈도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Schmidt& Winstein,1990).그리고 김병철(200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 던지기 운동학습에서 피드백 제공 빈도는 운동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또한 고빈도와 저 빈도 집단으로 나눈 상황에서 결과지식

이 제시되지 않는 파지검사에서 저 빈도 결과지식 집단이 더 좋은 수행 성적을 나
타냈다(Winstein,1988).
임재홍(2003)은 골프 퍼팅과제를 이용하여 피드백 빈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그 결과 저 빈도 집단의 골프 퍼팅 과제의 학습에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결과지식 빈도는 운동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정상인에게 있어서 저 빈도의
결과지식이 운동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Magill(1994)은 바신 타이밍 예측과제로 결과지식의 수행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질적,양적 결과 지식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과제는 반응판위에서 미리 설정된
형태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연습 초기에는 양적 결과지식 조건과 질
적 결과지식 조건이 수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연습 마지막 단계와 파지단
계에서 양적인 결과지식 조건이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Donieretal.(1990)은 타이밍 과제의 수용범위와 양적,질적 결과지식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출발 버튼으로부터 목표 지점까지 500ms로 80㎝를 이동하도록 하였
다.피험자들을 수용범위 2집단과 양적 결과지식 집단과 질적 결과지식 집단,모두
4집단으로 나누었다.습득단계에서 넓은 범위의 수용범위 집단들이 좁은 범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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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 집단보다 가변오차와 절대오차의 점수가 낮았으며 또한 양적인 결과지식을
받은 피험자들이 질적인 결과지식을 받은 피험자보다 파지단계에서 더욱더 정확하
게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타이밍 과제에 있어서 결과지식은 양적인 결과지식이 학습에

도움이 되며 더욱더 정밀한 결과지식이 수행정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행의 지식
운동의 실제적인 수행과 실행에 관하여 받게 되는 정보다.또한 수행의 지식은 운
동학적 피드백이라고도 불리며 학습자가 방금 수행한 운동 유형에 대한 보강적 정
보를 의미한다.운동을 정확하게 하였는가.혹은 의도한 대로 수행이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정보는 운동 형태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그래서 수
행자는 긍정적 결과지식과 부정적 결과지식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운동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고 의도한 대로 행할 수 있지만 목표는 달
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970년대에 Gentile(1972)은 정보피드백과 기술습득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
고 폐쇄기술을 습득하는데 운동 그 자체에 대한 정보 즉 수행지식이 가장 좋은 방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DelLay(1971)는 40명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펜싱의 찌르기 동작을
개방과 폐쇄 환경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수행지식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과의 비교에서 수행지식을 받았던 피험자들이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폐쇄기술에서 제시되는 수행지식이 개방기술의 수행지식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서 그들은 수행지식이 개방기술보다 폐쇄기술에 효과적이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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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 Young(1992)은 야구 볼을 배팅하는 것과 유사한 실험실 과제를 이용
한 실험조건에서 결과지식이 기술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실험실
과제로 계속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운동학습의 적용에 의문시 된다
고 하였다.운동 형태에 관한 보강적 정보인 수행지식이 더 적당한 피드백의 형태
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매 시행 후 주어지는 수행 지식 효과와 5시행이 끝나면 주어
지는 수행 지식 조건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매 시행 후 주어지는 수행 지식 방법
보다 5시행이 끝나고 난 뒤 주어지는 수행지식이 더 효과적인 사실을 알아냈다.이
러한 결과는 결과지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동 기술 획득에 있어서 수행 지식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과 지식과는 달리 수행 지식 정보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운동

의 성공 여부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운동학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실제로 생성한 운동 유형의 성공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였다.운동학적 피드백에 관
한 연구로 Barr(1991)는 골프 퍼팅 과제의 기술 획득에서 결과지식 피드백과 운동
학적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하였다.18명의 오른손잡이 피험자들을 3집단으로 나누
었다.운동학적 피드백 집단은 볼에 가한 힘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받았다.결과지
식 집단은 목표 값에 벗어난 오차에 대한 값을 제공받았다.통제집단은 아무런 피
드백도 받지 않았다.결과지식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운동학적 피드백 집단이 더 나
은 기술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소분(2006)은 운동기술 습득에 있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보강적 피드백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반응 전의 피드백(언어적 혹은
모델링)이 반응 후(VTR혹은 수행지식)의 피드백보다 파지 검사에서 정확성에 있
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피드백을 함께 사용한
집단이,단지 반응 전의 피드백만 사용한 집단보다 수행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수행지식은 피드백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정확성과 운동 유형 점수
에서 우수했으며 VTR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단지 정확성 점수에서만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반응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수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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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과제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과제 설명적인 정보를 제시했을 때 가장 좋은
운동 기술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김지수(2002)는 피드백의 제시 방법에 따라 리듬체조 후프 동작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그 결과 언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 보다 시
각적인 피드백이나 혼합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았다.
결과지식과 수행지식의 유사점은 언어적인 그리고 반응 후에 제시된다는 점이며

결과에 대한 정보나 혹은 동작 생성이나 동작 유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점수나 득
점에 관한 정보 혹은 운동학에 관한 정보란 관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Schmidt,
1991).그리고 배팅 수행 학습에 있어서 수행 지식이 결과지식보다 더욱 수행에 일
관성 있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oss,1983).
Kernodle& Carlton(1992)은 결과지식,수행지식,단서 주의집중 그리고 오차 수

정 지시의 4가지 피드백을 제시하여 자유도가 높은 던지기 운동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단서 주의집중 집단과 오차 수정 지시 집단이 결과
지식과 수행지식 집단보다 던지기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습득했다.단서 주의집
중 집단이 결과지식과 수행지식 집단보다 우수한 수행성적을 보였으나 결과지식과
수행지식 집단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자유도
가 높은 운동기술의 학습에 있어서 결과지식과 수행지식은 가장 효과 있는 정보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운동학습에 있어서 수행지식은 폐쇄기술의 학습에 있

어서 효과적인 형태의 피드백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자유도가 높은 과제에 있어
서는 아직까지 수행지식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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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제제제시시시 방방방법법법

1)요약피드백
매시행마다 제공되는 피드백의 부적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피드백과

평균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매 시행이 끝난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행이 끝난 후 다양한 방법으로 피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다.
이것은 학습자가 일련의 시행이 완성된 후 피드백을 제공받을 때까지 아무런 피

드백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습득단계에서는 다소 저조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최종적으로 피드백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특정 시행과 피드백이 결합된 운
동을 연관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러나 피드백이 제거된 파지 검사에서
통합피드백을 제공받은 피험자가 매시행마다 피드백을 제공받은 피험자보다 좋은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Schmidt,Lange& Young(1990)는 너무 적거나 많은 시행을

통합하는 것은 학습을 감소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매 시행마다 피드백을 제공받
은 피험자는 수행 동안 피드백 의존 생성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피드백이 제시되지
않는 파지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여러 번의 시행 중에서 5회 시행
일 때 학습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반적으로 과제의 복잡성이 증가하
면 할수록 학습은 적절한 동작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김병철(200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 던지기 과제를 이용하였으며,임재홍

(2003)은 골프 퍼팅 과제를 이용한 피드백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모두 피드백 빈도
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임재홍(2003)은 30% 정도의 피드백이 효과
적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김병철(2001)은 숙련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1회 요약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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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 효과적이며 숙련자에게는 3회 요약 피드백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Tucker(1995)는 오차탐지능력에 관해 통합 결과지식의 효과를 시험하였다.매 시

행 후에 즉시 결과지식을 주는 집단과 8시행 후 통합 결과지식을 주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4개의 키를 누르는 것을 과제로 하였
다.요약 결과지식 집단은,24시간 후 파지검사에서 안정적인 수행의 결과를 나타냈
다.즉시적 피드백 집단은 초기의 습득 단계 동안만 요약피드백 조건보다 수행이
좋았으나 습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행을 보였으며 파지단계에서는
요약 결과지식의 수행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약피드백은 피드백의 의
존 생성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한다.그리고 반응
생성피드백의 처리를 향상시켜서 보다 효과적인 오차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2)평균 피드백
평균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점수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받기 이전에 통합피

드백과 같은 몇 차례의 시행을 거치지만 여기서는 단지 수행에 대한 평균 점수만을
제공받는다.
Patterson(1996)은 요약피드백과 평균 피드백이 운동기술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피험자들에게 5회,10회 혹은 15회 시행 후에 평균 및 통합피드백을 제
시하였다.습득단계에서는 평균피드백 조건보다 통합피드백 조건이 더욱더 일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지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내가설을 지지하는 학자(Salmoni,Schmidt& Walter,1984;Schmidt,Shapiro,
Swinnen& Young,1989;Schmidt& Winstein,1990)들은 너무 많은 피드백은 학
습자를 안내하기 때문에 습득단계 동안에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나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처리해야할 중요한 내재적 피드백 처리와 오차 탐지와 같은 활동들에 집
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부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통
합피드백과 평균피드백은 매 시행마다 제공되는 피드백 제시 방법보다 효과적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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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운동과제에 따라 얼마만큼의 통합과 평균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더 많은 연구
를 필요로 하였다.

3)수용 범위 피드백
수행이 정해진 수용 범위 내에 이루어졌을 때 수행에 대한 오차 피드백을 제시하

는 것을 연기함으로 어느 정도 정확성의 범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차 결
과지식은 단지 수행이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였을 때 제공된다.전형적인 수용범위
상황은 수행의 허용 범위 혹은 미리 결정된 범위를 말한다.전형적인 수용범위 피
드백은 수행이 허용범위 내에 이루어졌을 때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Sherwood(1988)의 연구에서는 반응 가변성은 수용 범위가 증가할 때 감소하였으

나 그러나 반응 정확성은 수용 범위 조절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지식은 운동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이론적으로 결과지식은 즉
시,정확하게,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시될 때 아
주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과지식의 긍정적인 역할은 전통적인 이론과 유사하다.즉,결과지식은 활성화와

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만약 결과지식
이 과도하게 안내한다면 학습은 감소한다(Schmidtetal.1990).탄도적 타이밍 과제
를 이용한 연구에서 절대오차와 가변 오차의 값을 습득 단계와 파지 단계와 비교해
볼 때 역 U의 관계를 나타낸다(Schmidt,1988).피드백의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자는 과도하게 안내되어 내재적 정보처리의 사용을 제한하여 피드백이 제시되
지 않았을 때의 파지 검사에서 정보처리 능력의 감소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수용 범위 피드백은 학습에 피드백이 미치는 부정적인 역할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넓은 범위의 수용 범위는 허용한계가 넓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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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를 어렵게 한다.이러한 것과 관계 깊은 2가지 가설이 있다.
수행 후에 너무 빨리,너무 자주 피드백을 제공하면 에러 탐지 수행에 중요한 내

재적 정보 피드백의 처리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이 차단(blocking)가설이다.반대로
수행에 대하여 피드백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뒤로 미루는 것은 내재적 피드백의 처
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오차 수정과 오차 탐지를 위해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학
습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Brian,Lee& Maraj,1994).
조익성(2001)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선 정치 과제를 이용한 수용범위 피

드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그 결과 습득단계에서 100% 수용범위 집단과 10% 수
용범위 집단이 정확성과 일관성 성취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행을 하였다고 하였
다.
Brianetal.(1994)은 운동 학습에 관한 결과 지식의 안내 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가설을 타이밍 과제를 이용하여 연구했다.전체 집단은 전 시행에 걸쳐서 수행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향상은 연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그리고 파지 단계에 있
어서 중요한 효과는 결과지식의 형태로서 수용 범위 결과지식을 받은 두 집단이 다
른 두 집단보다 더욱더 수행이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수용 범위 집단은
구체적 집단보다 정확성에 있어서 높은 수행 성적을 나타냈다.
Goodwin& Meeuwsen(1995)은 120명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 퍼팅 과

제를 이용하여 결과지식 빈도와 수용 범위 결과지식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습득
단계 초기에는 결과지식의 상대 빈도가 높은 집단의 수행 성적이 좋았다.그러나
습득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낮은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들은 습
득 단계의 끝 부분에서 고 빈도 결과지식을 받는 것은 매 시행마다 결과지식을 받
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결과지식이 너무 많이 제시되
면 내재적 피드백의 분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오차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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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 통제 피드백
자아는 개인적인 과거 경험 자료를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

내는 모든 것으로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며 개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한다.그리
고 개인의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자아를 개인의 복합적인 과정을 추론하는
가상적인 구조로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처리를 도와주며 정보

처리의 일부가 되어 투입하는 자료를 약호 화하는 조정자 노릇을 하며 개인의 과거
경험과 새로운 정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아의 주된 기능이다.개인의 인지
적 상태와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최상의 운동학습을 성취
하기위한 중요한 변인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운동기술의 습득동안 인지적인 처리는 기술습득의 초기 단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인지적 처리로 인한 노력들은 연습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통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수행이며 우리가 시도한 활동 중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을 뜻한
다고 하였다.또한 유아들은 운동 활동과 함께 감각을 경험할 때까지 자신의 수행
으로부터 개인적 통제에 의하여 학습을 시작한다(Lee,Serrien& Swinnen,1994).
정신적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한 조건의 피험자들이 신체적 연습과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의미 있는 차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
이완,주의 통제,감정 통제 그리고 자기 통제 개발 등의 훈련 프로그램이 폐쇄적
기술의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Straub,1989).
윤정규(2006)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균형훈련 과제를 통하여 자기 조절의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수행 단계에서는 동반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학습을 추론하는 파지단계에서 자기 조절 집단이 동반집단
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다.편마비 환자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자기 조
절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우수 골프 선수들은 과제에 대한 집중이 뛰어나며 거의 자동적으로 수행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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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적으로 이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들 스스로 자기 통제의 감정을 느낀
다는 것이다.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부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고도의
자신감을 유지하게 된다.이러한 결과는 운동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지적 상태
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통제 전략은 동기를 증가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이러한

통제 전략은 목표 설정,심상,점진적 이완 그리고 주의 통제와 같은 방법을 포함하
는데 어린이들 보다 성인들의 수행 강화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시합 상황에서 높은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 사격 선수들은 자기 조절 훈련으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감소되었으며 자신감과 수행 능력은 훈련 전 보다 향
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환경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행동

수정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며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관점을 제
의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극이나 강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
로 운동 수행이나 학습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자기 통제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지각,관념 및 태도의 독특한 경향을 나
타내는 자아 개념,자신감,자기효능감 등은 상호 관련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정내경(2007)은 자기조절의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골프

퍼팅과제를 이용하였다.그 결과 학습을 추론하는 전이검사에서 자기조절집단이 통
계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이중과제 수행에
서는 자기조절의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상은 연습 동기를 강화시킨다.그리고 심상을 사용한 피험자들은 그들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 많은 자기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
화의 역할을 한다.피험자가 과제를 더 많이 경험할 때 심상은 효능감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른다.기술 감각과 기술의 전체적인 모습에 더 좋은 감각을
느낄 때 자기효능감과 운동선수의 능력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앞으로 미



- 19 -

래 연구는 심상과 자기효능감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더 많이 경험한 선수들의 분
석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ase,Ewing,George& Lirgg(1994)은 링의 높이와 공의 크기의 수정을 통하여

농구 링의 높이 수정은 어린이들의 슈팅 수행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기 상황에서 결과,환경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은 지나

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통 나타나게 된다.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긴장하
여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우수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는 흥미로운 문제임에 틀림없다.우수 선수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잘 적응하며
늘 통제 속에 있게 된다.다른 선수들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이는 것에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 조절은 스포츠 참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인식될 수도 있으

며 다른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조절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 부과한 법칙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을 명령하고 제어하는 인지적 과제의 수행 동안 일어나는
행동이다.
시합 상황에서,전략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

다.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은 어떤 선수에게는
승리로 어떤 선수에게는 실패로 작용한다.하나의 재능만으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자기 책임,헌신,노력,자기 통제의 지각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성공에 기인한다.
이제까지의 피드백 연구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피드백의 빈도와 관

련된 문제,수용 범위 피드백,점감피드백,요약 피드백,평균 피드백 등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Janelleetal.(1995)은 학습자에게 운동 기술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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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상태와 함께 제시되는 피드백 방법을 운동 학
습에 적용하였는데 이 연구의 파지 단계에서 자기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이 절
대 오차에 있어서 다른 조건의 피험자들 보다 좋은 수행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교사나 코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피드백 제시 방법
보다 자기 통제 하 에서의 피드백 제시 방법이 운동 학습에 효과적임을 암시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자기 통제는 개인의 독특한 사고와 행위를 지도하는 독특한 힘을 지닌

개체로서의 자기가 외적 조건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
며 외적 영향이 있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형식의 행동 통제
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자기 통제는 환경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행동 수정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자긍심,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
주며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관점을 제의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극이
나 강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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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11...피피피험험험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소재 중학교 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아무
런 사전 정보와 사전 지식이 없으며 배구 언더핸드 서브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정
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모두 오른
손잡이였다.피험자들은 무피드백 집단,100%피드백집단,수용 범위 집단,자기 통
제 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할당되었으며 피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
다.

표 1.피험자의 신체적 특징 (M±SD)

구 분 연 령(yrs) 신 장(㎝) 체 중(㎏)

무 피 드 백 15.2±0.2 159.9±5.4 48.5±6.1

100% 피 드 백 15.3±0.3 158.4±4.6 50.6±5.1

수 용 범 위 15.0±0.0 159.2±4.4 49.2±5.9

자 기 통 제 15.1±0.2 157.5±4.8 5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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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과과과제제제

본 연구의 실험 과제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로서 피험자들은 정해진 지점에서 준
비 상태에 있다가 반대편 코트의 목표점을 향해 배구공을 언더핸드 서브하는 것이
다.실험도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흰색인 표적판(9m×9m)에 가로,세로
50㎝ 간격으로 각각 18개의 검은색을 그었으며 표적판 중앙에 피험자가 목표 지점
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 중앙을 기준으로 1,2,3그리고 4분면 (가로,세로
150㎝)을 적색으로 표시했다.
종속변수는 목표 지점에서 발생한 절대 오차,가변 오차,반경 오차 그리고 방향

각을 측정하고 오차는 낙하한 볼이 떨어진 지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낮
은 점수는 오차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1.표적판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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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실실실험험험절절절차차차

서브는 6m라인에서 손이나 주먹 또는 팔을 이용하여 상대편 코트로 볼을 쳐 넘
기는 기술로서 아무런 방해 없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법이다.언더 핸드
서브는 위력은 약하나 안정성이 높은 서브로 네트를 바라보고 발을 앞뒤로 어깨 넓
이만큼 벌린 뒤 무릎을 굽히고 관성을 이용하여 불의 밑 부분을 손목이나 주먹으로
쳐 올리는 기술이다.타구 방법은 볼을 보낼 방향으로 몸을 향하고 양발은 어깨 보
다 조금 넓게 벌린 후 무릎 관절과 허리를 앞으로 굽혀 뒷발에 체중의 중심을 두며
볼을 토스하여 아랫부분을 전방으로 밀어 오르도록 지도한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피험자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시범

을 본 후 7회의 예비 연습이 주어졌다.
수행 단계는 총 5분단으로,한 분단 당 15회를 시행하였으며,전이 단계는 2분단

으로 한 분단 당 15회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배구 언더핸드 서브를 한 번 하
는데 걸린 시간은 약 7초 정도 소요되었으며 분단과 분단 사이에는 30초의 휴식이
주어졌다.
수행단계는 목표 지점 반대쪽 코트 오른편에서 실시하였으며,전이단계는 반대편

왼편에서 실시하였다.
무피드백 집단은 수행 단계에서 한 번의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100% 수행

피드백 집단은 매 시행마다 피드백이 주어진다.수용 범위 피드백 집단은 목표 중
심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표적판 내에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고 원 밖에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피드백이 주어졌다.자기 조절 집단은 피험자
자신이 피드백을 요청할 때만 피드백이 주어졌다.오차는 김진구 및 정상택(1996)의
오차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절대 오차,가변 오차,반경 오차 그리고 방향각을 구하였
다.반경 오차는 2차면에서 가변 오차와 방향각을 구하기 위한 기준 점으로 평균 x
와 y의 자승에 제곱근을 붙이면 배구 언더핸드 서브 점수가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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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수행 단계의 실험 설계는 집단과 분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4×5(집단
×분단)요인 설계이다.전이 단계는 집단과 분단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4×2(집단×
분단)요인 설계이다.
첫째 통계 처리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고,집단 간에 유의차가 나타났을 때는
TukeyHSD를 이용하여 유의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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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11...절절절대대대 오오오차차차

피드백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현
장과제 실험에서 얻어진 절대오차에 대한 결과는 <표 2>,<그림 2>와 같다.

표 2.절대오차 점수 (M±SD)

집 단 수 행 단 계 전 이 단 계
1 2 3 4 5 1 2

무피드백
(n=10) 6.2±1.3 5.8±1.6 5.2±1.4 4.9±1.0 5.5±1.7 5.9±1.6 5.3±1.3

100%피드백
(n=10) 5.8±0.6 5.4±1.0 5.1±1.0 4.6±0.7 4.6±1.0 5.4±3.6 5.0±3.5

수용범위피드백
(n=10) 5.7±0.7 5.3±1.0 5.2±1.2 4.9±1.2 4.6±1.2 6.1±1.7 4.5±1.2

자기통제피드백
(n=10) 5.7±1.2 5.3±0.8 5.3±1.4 4.7±0.8 4.7±1.1 5.4±2.0 4.9±0.6

<표 2>와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언더핸드 서브의 정확성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연습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었다.즉 시행과 분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
차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행 단계 처음과 중반부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마지막 분단에서 무피드백

집단은 오차 증가를 보였고 100%피드백,수용범위피드백 그리고 자기 조절 집단의
오차가 감소되었다.전이 단계에서는 4집단 모두 오차 감소의 경향을 보였으며 수
용범위 집단의 오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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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수행 단계 분산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6.1850 2.0616 1.30
피 험 자 36 57.0806 1.5855
분 단 4 34.2712 8.5678 7.14** 4>1,2,3
집단×분단 12 3.9440 0.3286 0.27
오 차 144 172.8350 1.20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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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전이 단계 분산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2.0050 0.6683 0.43
피 험 자 36 56.2650 1.5612
분 단 1 12.0125 12.0125 4.82* 2>1
집단×분단 3 4.3165 1.4388 0.58
오 차 36 89.6810 2.4911
*p<.05

<표 3>의 수행 단계 분산 분석 결과,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며 분단 간
에는 p<.001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ukeyHSD 결과,4분
단이 1,2,3분단 보다 배구 언더핸드 서브 정확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전이단계 분산 분석 결과,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며 분단 간에

는 p<.05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ukeyHSD 결과 2분단
이 1분단 보다 배구 언더핸드 서브 정확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집
단 간 분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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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변변변 오오오차차차

피드백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현
장과제 실험에서 얻어진 가변오차에 대한 결과는 <표 5>,<그림 3>과 같다.

표 5.가변오차 점수 (M±SD)

집 단 수 행 단 계 전 이 단 계
1 2 3 4 5 1 2

무피드백
(n=10) 4.9±1.1 4.2±0.9 4.2±0.7 3.8±1.1 4.1±1.1 4.6±0.8 4.5±1.2

100%피드백 (n=10) 4.3±0.8 4.0±0.9 3.8±1.0 4.0±1.6 3.6±1.5 4.5±0.9 4.2±1.1
수용범위피드백

(n=10) 4.3±0.9 4.2±0.8 3.9±0.7 3.9±1.1 3.6±0.8 4.5±1.0 3.3±0.5
자기통제피드백

(n=10) 5.0±1.0 4.2±0.6 3.8±0.8 3.6±0.8 3.5±0.7 4.4±1.0 3.2±0.6

<표 5>,<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수행단계에서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다섯 집단 모두 시행이 거듭할수록 오차감소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전이 단계에서도 4집단 모두 2분단에서 오차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표 6>의 수행 단계 가변오차 분산 분석 결과,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분단 간 p<.001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ukeyHSD
결과,5분단이 1분단보다 수행 지속성 점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구 언더핸드 서브 수행에 대한 지속성이 1분단보다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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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수행 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2.2098 0.7366 0.33
피 험 자 36 79.7976 2.2166
분 단 4 19.8840 4.9710 7.42** 5>1
집단×분단 12 5.7974 0.4831 0.72
오 차 144 96.4810 0.67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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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전이 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7.6451 2.5483 3.22* 3,4>1,2
피 험 자 36 28.5211 0.79322
분 단 1 10.5633 10.5633 11.13* 2>1
집단×분단 3 5.2010 1.7336 1.83
오 차 36 34.1676 0.9491
*p<.01

<표 7>의 전이단계의 가변오차 분산 분석 결과,집단 간(p<.01),분단 간(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ukeyHSD 결과,자기조절과 수용범위 집단이
무피드백과 100%피드백 집단보다 수행의 일관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분단
간 차이는 2분단이 1분단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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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반반반경경경 오오오차차차

피드백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현
장과제 실험에서 얻어진 가변오차에 대한 결과는 <표 8>,<그림 3>과 같다.

표 8.반경오차 (M±SD)

집 단 수 행 단 계 전 이 단 계
1 2 3 4 5 1 2

무피드백
(n=10) 3.6±1.5 2.9±1.3 2.3±1.3 3.0±0.6 2.6±1.0 2.3±0.6 2.6±1.2

100%피드백 (n=10) 2.6±1.1 2.2±0.9 2.6±0.6 2.4±0.9 2.2±1.0 1.9±1.1 1.9±1.1

수용범위피드백
(n=10) 3.2±1.5 2.3±0.7 2.4±0.6 2.6±0.7 2.1±0.5 1.8±0.7 1.4±0.9

자기통제피드백
(n=10) 2.8±1.6 2.3±0.9 2.4±1.0 2.7±0.8 1.9±0.9 2.2±0.6 2.3±0.9

<표 8>,<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양상은 일반적인 연습곡선의
형태를 보이다가 4분단에서 다시 오차 증가현상을 나타내었으나 다시 분단의 마지
막인 5분단에서 오차 감소 경향을 보였다.습득 단계에서는 대체로 4집단 모두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전이 단계에서는 무피드백 집단의 오차 증가와 100% 피드백
집단의 오차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9>의 수행단계 반경 오차 분산 분석 결과,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분단 간에 p<.001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ukeyHSD 결과,5분단이
1분단보다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참조점이 목표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단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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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수행 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7.5293 2.5067 2.41
피 험 자 36 37.5241 1.0410
분 단 4 16.7874 4.1968 3.87** 5>1
집단×분단 12 6.3069 0.5255 0.48
오 차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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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전이 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9.1227 3.0409 3.22* 3>1,4,2
피 험 자 36 34.0023 0.9445
분 단 1 0.0017 0.0017 0.96
집단×분단 3 1.7845 0.5948 0.83
오 차 36 25.9068 0.7196

*p<.05

전이단계의 반경오차 분산 분석 결과,분단 간에 유의한 차가 p<.05수준으로 나타
났다.수용범위 집단이 나머지 3집단 보다 배구 언더핸드 수행 참조점이 목표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분단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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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방방방향향향각각각
피드백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현

장과제 실험에서 얻어진 가변오차에 대한 결과는 <표 11>,<그림 5>와 같다.

표 11.방향각 점수 (M±SD)

집 단 수 행 단 계 전 이 단 계
1 2 3 4 5 1 2

무피드백
(n=10) 126.4±71.2111.9±57.0125.1±59.1 144±73.6 120±53.9 115.5±35.1137.2±61.0

100%피드백
(n=10) 11.7±87.9 90.2±75.3 146.7±72.2 89.3±66.2167.3±74.1125.7±77.81.00.6±51.0

수용범위
피드백(n=10)121.2±84.887.7±65.5 107.3±431 95.6±37.7155.7±79.298.2±48.8 80.2±35.4

자기통제
피드백(n=10)120.6±33.8148.9±86.3123.8±64.4122.2±53.1145.4±62.1126.6±21.213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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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수행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3258.7971 3086.2657 0.41
피 험 자 36 274107.0826 7614.0826
분 단 4 35599.8614 8899.9653 2.43
집단×분단 12 54581.4081 4548.4506 1.24
오 차 144 527296.9497 3661.7843

표 13.전이단계 분산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TukeyHSD
집 단 3 19990.9844 6663.6515 1.84
피 험 자 36 130041.0855 361203357
분 단 1 331.7651 331.7651 0.22
집단×분단 3 6931.3463 2310.4487 1.54
오 차 36 54154.5935 1504.2942

<표 11>,<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수행의 각도 변화가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특히 수행 단계의 마지막 분단에서 무피드백 집단을 제외한 3집단
모두 목표점의 윗 부분에서 중앙점을 향한 오차 수정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전이단계에서는 100% 피드백 집단과 수용범위 집단은 더 큰 적은 각도로 수행이

변화하고 있고 무 피드백 집단은 더 큰 각도로 수행 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방향각에 대한 수행단계 및 전이단계 분산 분석 결과,분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으며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분단
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차가 없기 때문에 방향각에 대한 수행과정이나 전이과정에서의 모든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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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피드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운동 기술 학습에 피드백
의 제시 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배구 언더핸드 서브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피드백 집단,100% 피드백 집단,수용
범위 집단,자기 통제 집단에 각각 10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 과제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로서 반대편 코트의 목표점을 향해 배구공을 언

더핸드 서브하는 것이다.수행 단계는 총 5분단으로,한 분단 당 15회를 시행하였으
며,전이 단계는 2분단으로 한 분단 당 15회의 시행을 하였다.수행단계는 목표 지
점 반대쪽 코트 오른편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이단계는 반대편 왼편에서 실시하였다.
무 피드백 집단은 수행 단계에서 한 번의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100% 수

행 피드백 집단은 매 시행마다 피드백이 주어진다.수용 범위 피드백 집단은 목표
중심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표적판안에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드백이 주어지
지 않고 원 밖에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피드백이 주어졌는데 정청희,이정주(1994)
의 수용범위 피드백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용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정확한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고 수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으로 결국 피드백의 빈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며 또한 피
드백의 빈도 감소가 운동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자기 조
절 집단은 피험자 자신이 피드백을 요청할 때만 피드백을 주었다.김연경(2005),윤
정규(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기 조절 집단은 피험자 스스로 자신의 수행에 대
해 의문점을 가지거나 또한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잘못된 점을 알고자 할 때 피드백
을 받기를 요청한다.이러한 자기조절 피드백의 설정은 너무 많은 피드백이 피험자
의 인지적 처리 능력을 차단하며 단기 수정에 부적응하게 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 37 -

피드백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수행 단계의 실험 설계는 4×5(집단×분단)요인 설계이며 전이 단계는 4×2(집단

×분단)로 설정하였으며 TukeyHSD를 이용하여 집단 간 분단 간 유의차를 구별했
다.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수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분단 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분단 간 차이는 Carnahan,Lee& White,1990;Cauraugh,Chen
& Radlo,1993;Schmidt,1991),그리고 Lee& Maraj(1994)은 연습곡선의 형태를 나
타내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훈련의 효과로 인하여 분단이 증가할수록 오차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피드백의 효과가 아니라 훈련(시행)을 통하여 전체
적인 시행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하며 더욱더 정확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수행 단계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단 간 전체 오차 흐름

을 보면 대체로 무 피드백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오차 감소의 경향이 뚜렷
하다.그러나 무 피드백 집단은 오차 감소의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오차 증가 현상
을 가끔 나타내고 있다.피드백을 받는 집단과 받지 못하는 집단은 운동 수행의 일
관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Shea,Shebiske& Worchel(1993)의 주장과도 일치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즉 피드백을 받는 집단은 올바른 운동학습으로의 안내가 가
능하기 때문에 다음 시행에서 정확한 운동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무 피드백 집
단은 단지 시각과 청각 등 감각 기관을 이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
동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진보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수용범위 피드백 집단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오차 감소의 경향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오차
가 일어났을 때 피드백을 제시하고 오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피드백을 주지 않는
수용 범위 연구 결과(Goodwin& Meeuwsen,1995;정청희 및 이정주,1994)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수행 단계에서 피드백의 빈도가 많은 집단의 수행이
피드백을 적게 받은 집단보다 수행이 우수하나,운동학습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피드백이 제시되지 않는 파지 단계에서 오히려 피드백 빈도가 적은 집단의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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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것으로 조익성(200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선 정치 과제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수행의 오차가 줄어드는 것은 연습의 효과 외

에 피험자들이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 에러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추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피드백을 받지 않는 피드백 조건의 피험자들의 수행 결과를 살펴

보면 분단이 지나갈수록 오차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피험자 본인에
의해 감지되는 내재적 피드백 즉,시각 피드백과 연습의 결과로 인해 대체적으로
오차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분단 간 분석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무 피드
백 피험자들의 수행이 시행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현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Magill(1994)과 Lee& Maraj(1994)은 주장에서처럼 피드백이 없이도 학습은 이루어
지나 만약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학습자는 더욱 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 학습을 향상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들의 수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즉 내재적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피드백이 없이도 학습은 진행된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
습의 천정효과,즉 상위의 수준으로의 학습이 어렵다는 것이다.더 좋은 향상을 가
져오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피드백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자리멀리뛰기와 같은 아동들의 운동과제에 있어서 학습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문부환,2001).
전이 단계의 전체적인 수행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분단 간 집단 간 조금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의 결과를 추론하기 위한 방법
으로 파지와 전이 테스트가 있다.파지 테니스는 수행 상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
습을 추론하며 전이 테스트는 수행 상황과 유사한 방법으로 학습을 추론하는 것이
다.전이 테스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면 어떤 피드백이 배구 언더핸드 서
브의 수행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전이 테스트는 피드백이 제
시되지 않는 네 집단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학습에 효과적
인 피드백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절대오차의 전이테스트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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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그러나 2분단이 1분단 보다 유의하게 오차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가변오차의 전이 테스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 조절 집단과 수용범위 집단이 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일관성이 무 피드백 집단
과 100% 집단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내재적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만약 피드백이 내재적 피드백의 이용을 돕는다면
학습은 강화되지 않는다는 Lee& Maraj(1994),정내경(2007)그리고 김연경(2005)
의 주장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운동 수행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참조점을 구하기 위한 방법인 반경오차의

전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수용범위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arnahan etal.(1990),Schmidt(1991)그리고
Goodwin& Meeuwsen(1995)은 운동 기술 습득에 있어서 피드백의 안내 기능을 차
단하기 위한 수용 범위 피드백을 주장하였다.피드백이 너무 자주 제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보 처리 활동의 차단(blocking)과 내적 기준(reference)의 부족에서 나타
나는 피드백의 부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용 범위 피드백을 주장하였는
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조절 집단이 필요로 한 피드백의 빈도를 분석해 볼 때 전체 시행 중

23%의 피드백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빈도는 임재홍(2003)의 연
구 결과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수용범위 피드백 집단의 빈도와 거의 유사한 빈
도로 피드백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것과 매 시행마디 제시되어 내재적 피드백을 제
한하게 되는 조건보다는 전체적으로 오차 감소의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내경(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골프 퍼팅 과제에서 자기 조절 피드백의 효과

를 입증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수행 단계 마지막 10분단에서 자기 조절 집단이
동반 집단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제공되는 정보보다는 스스로 계획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운동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윤정규(2007)도 위의 사실을 편마비 환자를 이용한
실험에서 뒷받침하고 있다.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결과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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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정내경(2007)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조절 집단의 수행이 우수한 것은 자기 조
절의 피드백 방법이 효과적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드백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운동 기술의 수행과 전이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한미진(2006)의 배구 서브를 이용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배구 서브의 과제에서 피드백의 빈도를 줄여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피드백의 안내 가
설을 지지하며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 제시 조건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적용이 기
대된다.그리고 피드백 효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41 -

VVVIII...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 학습에 있어서 어떤 피드백 제시 방법이 효과적

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 과제를 이용하여 수행 단계와 전이 단계를 집단별,
분단별 비교 분석하여 수행 과정 및 전이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연구대상은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4개 집단에 10명씩,총 40명으로 나
누어 무선 할당하였다.과제는 배구 언더핸드 서브였으며 종속변수는 목표 지점에
서 발생한 오차 거리와 방향을 고려한 절대 오차,가변 오차,반경 오차 그리고 방
향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학습에 있어서 절대오차는 집단 간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2.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학습에 자기조절 집단과 수용범위 집단이 가변오차를 줄
이는데 효과적이었다.
3.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학습에 있어서 수용범위 집단이 반경오차를 줄이
는데 효과적이었다.
4.배구 언더핸드 서브의 학습에 있어서 방향각은 집단 간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피드백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수용범위 피드백과 자기
조절 피드백이 현장 과제의 운동 기술 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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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ectoffeedbacktypesontheperformanceand
transferofvolleyballunderhandserve

Jang,MyungHee

MajorinOceanPhysicalEducation
DepartmentofMarineEnvironment& Bioscience
GraduateSchoolKoreaMaritimeUniversity

Busan,Korea

Thepurposeofthisstudyistodemonstratewhatkindoffeedbackismore
effectiveinlearningunderhandvolleyballservebycomparingandanalysingthe
effectfeedbackontheprocessoflearner'sperformanceandtransfer.
Thesubjectsofthisstudywere40femaleschoolstudentswereselectedat
random,each10beingdividedintofourgroups.
Thedependentvariablofthisstudywasspecifiedtomeasureabsoluteerror,
variableerror,radialerroranddirectionalangleconsidering thedirection and
errordistanceform goalarea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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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lf-regulationfeedbackandbandwidthfeedbackhavenoeffectonabsolute
errorseeninprocessoflearningunderhandvolleyballserve..

2. self-regulation feedback and bandwidth feedback aremoreeffectivein
reducing thevariableerrorseen in processoflearning underhand volleyball
serve.

3.bandwidthfeedbackismoreeffectiveindiminishingradiuserrorseenin
processoflearningunderhandvolleyballserve.

4.self-regulation feedback and bandwidth feedback haveno effecton the
directionalerrorseeninprocessoflearningunderhandvolleyballserve.

Asaresult,judging from theabovefindingsofthisstudy,self-regulation
feedbackandbandwidthfeedbackshow greatereffectivenessinlearningmotor
skillrelatedtoeducational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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