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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투기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공격기술을 빠르게 인지하
여 반응하는 능력은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 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상대선수보다 민첩
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펜싱경기에서는 상대선수
의 공격패턴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Lee & Ganzorig(2015)는 운동
수행에서 사전에 주요한 시각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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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반응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 강조하였다. 이는
기술 숙련도가 높은 선수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 상
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
절한 운동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각을 통한 지각 기술 능력이 운동 숙련성을 결정짓는 주
요한 요인으로 제기되면서(Kim, 2000; Park, 2004;
Park & Kim, 2004; Williams et al., 1999), 다양한 운
동 종목과 기술 수준에 따른 시각 탐색 전략의 차이가 규
명되고 있다(Gu et al., 2009; Lee, 2009; Savelsbergh
et al., 2002).
투기 스포츠 종목의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전략의 차
이는 주로 복싱, 가라데, 그리고 태권도 등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 왔다. 킥복싱을 대상으로 한 Ripoll et al.(1995)
의 연구에서 숙련자는 적은 시선이동빈도 수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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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긴 시선고정시간을 나타내었지만, 초보자는 매우 다양
한 시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자는 상대의 머리 또는 몸통에 시선을 고정하여, 환
경시를 통해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지각하는 ‘visual
pivot’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가라데 연구에서는 경쟁
불안 수준과 기술 수준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살펴보
았는데(Williams & Elliott, 1999), 숙련자는 높은 불
안 수준에도 시각탐색전략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초보자는 불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각 탐색 활동이
증가하였고 시선고정위치에서도 팔이나 다리와 같은 신
체의 말초 부위로 이동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투기 종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숙련성에 따른 사전시
각단서 활용능력과 사각탐색 전략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숙련자의 시선고정위치가 주요
사전시각단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선수의 공격형
태와 방향에 대한 예측 정확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m & Kim(2012)은 태권도 숙
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전략과 반응 동작을 분석하였는데,
초보자는 주로 허리, 어깨, 다리 영역에 시선을 고정하고,
숙련자는 허리, 어깨, 얼굴 순서로 시선고정시간이 긴 것
으로 나타났다. Kim, Lee, & Park(2005)의 연구에서
엘리트 골키퍼는 킥커의 접근구간에서 어깨, 몸통, 키킹
다리 영역에 시선을 고정하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지지다
리와 공과 지지다리 사이 공간 영역에 주로 시선을 고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숙련자의 시
각탐색전략의 차이는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숙련자의
시선고정위치와 예측 정확성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숙련자가 고정한 시각단서가 주요 사전시각단
서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숙련자의 시선고정위치와 예
측 정확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단서가
예측 정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상대선수의 특정 신체 단서와 예측 정
확성과의 관계는 공간차단기법(spatial occlusion technique)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간차단기법은 시각적
으로 제시되는 정보의 일부분을 차단하는 기법이다. 만약
공간차단기법을 통해 수행자의 예측능력이 저하된다면
그 영역은 중요한 시각단서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ernethy & Russell(1987)은 배드민턴 리시버가 셔틀
콕이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공간차단기법
을 적용하였다. 상대선수의 서비스 동작에서 라켓, 머리,
하체, 뒤 배경 영역을 각각 차단하여 예측하도록 하였다.
초보자는 라켓영역을 주요시각단서로 활용하였으나, 숙련

자는 팔과 라켓 영역과 함께 머리와 하체 움직임에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간차단기법은 크리
켓(Müller et al., 2006), 테니스(Jackson & Mogan,
2007)와 같은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차단기법(temporal occlusion technique)
과 공간차단기법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연구 또한 주요 사
전시각단서를 규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펜싱 종목을 대상으로 한 Hagemann et al.(2010)의 연
구에서 머리, 몸통, 허벅지, 종아리 영역에 공간차단기법
을 적용하였다. 숙련된 펜싱선수들은 주로 허리, 펜싱 칼,
몸통, 기타영역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
보자는 얼굴, 몸통, 다리, 기타영역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펜싱 칼에 대한 공간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영역에 대한 단서가 무엇인지 명
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숙련자는 머리 영역에
거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머리 영역
을 차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숙련자가 시선을 고정
하지 않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큰 의미가 있
는 것은 아니다.
공간차단기법은 마스킹(masking)과 배경대체(replacement with the background) 등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Abernethy & Russell(1987)의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마스킹을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신체영역 일부를 검
정색 마킹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수행자의 일반적인 시선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펜싱 숙
련성과 공간차단영역에 따른 공격방향 예측 정확성과 확
신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펜싱 종목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Hagemann et al., 2010)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펜싱 선수와 감독과의 상담을 통해 차단영역(칼
/손목, 팔/어깨, 머리, 몸통, 앞쪽다리, 뒷다리 영역)을 선
정하였다. 또한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한 영상에서 수행자
의 시선행동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경
대체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D광역시 C 체육고등학
교 근대5종부 펜싱선수 12명 중 6명씩 숙련자와 비숙련
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숙련자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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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경력이 5년 이상이며,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고등학생 우수선수로 구성하였다.
Ericsson(1996)이 제시한 숙련의 단계에서 지역수준
의 우수 고등학생 선수라 할 수 있다. 비숙련자는 펜싱경력
이 6개월 이하이며, 대회입상경력이 없는 비우수선수로 선
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피험자들은 연구참여 동
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
한 실험에 참여한 12명의 피험자들에게 제공된 공간차단
펜싱 공격 영상은 피험자들이 상대 공격수의 평소 습관이나
움직임 패턴을 쉽게 예측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D광역
시 소재 G대학교 펜싱 선수 3명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은 시각을 차단하지 않은 영상으로서 6가지 주요 신체 부
위에 대한 움직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시각 차단 영상
은 손목/펜싱 칼(wrist/foil), 팔/어깨(arm/ shoulder),
머리(head), 몸통(torso), 앞다리(front leg), 뒷다리
(hind leg)로 구분하여 각 신체영역 별로 시각을 차단하
였다. 이러한 배경대체 기법은 수행자의 동작에 모두 연
동되어 편집되었다.

실험도구

펜싱 선수의 숙련성과 공간차간기법에 따른 예측 능력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펜싱 예측 능력 측정 프로그램
과 공간차단기법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펜싱 예측 능력 측정 프로그램

본 소프트웨어는 펜싱 공격 영상 제시 순서를 제어하
는 장치로서 총 3개의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
은 컨트롤러 장치에서 시작버튼을 누르게 되면 총 54가
지의 다양한 펜싱 공격 기술(팡트) 영상이 무작위로 제
시된다. 본 프로그램은 .Net Framework 기반으로 개
발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Net
Framework 1.1 또는 2.0 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
시되는 비디오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Microsoft
DirectX 9.0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예측 능력 프로그램은 태권도 선수(Beak et al.,
2016)와 축구 페널티킥 방향예측 연구(Ryu, 2007) 등
에서 활용되었다.

2) 공간차단기법

선수들이 효율적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시
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의 일부분을 차단하는 기법이다.
만약 시각 차단 기법을 통해 수행자의 예측 능력이 저하
된다면 그 영역은 중요한 시각 단서로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 차단 과제에서는 총 6가지 신체 주요
부위를 배경대체 기법을 활용하여 차단하였다. <Fig. 1>

Fig. 1. Non-occlusion fente motion and
six body region

(1) 신체 영역에 대한 공간차단

본 실험에 사용된 공간차단기법 영상은 상대방의 팡트

공격 기술 동작에서 공간을 차단하지 않은 통제 영상과
함께 총 6가지 공간 차단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Adobe Photoshop 7.0.1과 무비
메이커(Window 7; Version 2012), 그리고 그림판을
사용하였다. 공간차단 영역에 따라 영역1은 손목/펜싱
칼 차단, 영역2는 칼을 든 팔과 양쪽 어깨 차단, 영역3은
공격자 머리 차단, 영역4는 상체 차단, 영역5는 팡트 공
격 시 앞으로 나오는 다리 차단, 마지막으로 영역6은 뒷다
리를 차단하여 편집된 동영상에서 차단 영역이 피험자들에
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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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region 1: Wrist/Fencing foil

Body region 2: Arm/Shoulder

Body region 3: Head

Body region 4: Torso

Body region 5: Front leg

Body region 6: Hind leg

Fig. 2. Spatial Occlusion technique: Occluded body region (6 different body parts)

연구절차
모든 피험자는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달받았으며, 개인별로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는 스크린을 통
해 제시되는 여섯 가지 공간차단 영상과 차단하지 않은 영
상을 포함한 총 7가지 영상을 통하여 상대 선수의 공격 기
술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영상은 펜싱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팡트
공격 기술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팡트 동작 영상
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펜싱 숙련자 3명이 세 가지 공격
위치(몸통, 허벅지, 발끝)로 공격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공격영상 촬영 시에 실제 경기상황에서 공격자의 높이를
고려하여 1.4m로 선정하였고, 공격 포지션에서 1.8m 떨
어진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아도브 프리
미어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공간차단
영역(P1: 손목/펜싱 칼, P2: 팔/어깨, P3: 머리, P4:
몸통, P5: 앞발, P6: 뒷발)과 차단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
분하여 하나의 영상파일이 2~3초 정도 되도록 편집하여
실험에 사용할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공격위치와 공간차
단 영역에 따라 54개 영상과 영상을 차단하지 않은 영상
6개를 추가하여 총 60개의 영상을 무선적으로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전 상황처럼 생태학적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피험자가 펜싱 장비를 착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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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실험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스크린에 제시되
는 공격 영상은 보고 방어 혹은 공격하는 동작을 상황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제 실험이 시작되지 이전에 실
험 과제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차단
영역에 따라 샘플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험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설명해 주었다. 실제 실험에서 피험자는 무선적
으로 제시되는 60개의 공격 영상을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제 반응이 끝나고 난 후에, 피험자
가 예측한 공격방향과 자신의 예측에 대한 확신정도를 구
두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은 30분 정도 소요되었
으며, 피험자가 휴식을 요구할 시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숙련성(숙련자, 비숙련자)과 공간차단 영역
(미 차단 포함 7개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혼합설
계이다. 이에 따른 종속변인은 반응 정확성과 확신도로 제
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 정확성은 공격 유형을 세 가지 방향
(몸통, 허벅지, 발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
른 예측 정확성 결과는 정확하게 예측한 시행수에 전체
시행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즉, 10번의 시행
에서 5번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50%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예측에 대한 확신도는 0~100% 범위 내에서 점수
화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피험자가 펜싱 공격 영상을
보고 공격자의 공격 방향에 대한 반응 동작을 수행한 후에
자신이 예측한 동작에 대한 확신 정도를 매시행 구두로
표현하게 하였다. 이때 자신의 예측이 확실히 맞다면
100%, 전혀 모르겠다면 0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숙련성에 따른 각 공간차단조건의 예측정확성과 확신
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공간차단 유무(non-occlusion 조건과 비교)에 따
른 예측정확성과 확신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수
준별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예측 정확성
<Fig. 3>은 숙련성에 따른 공간차단 영역의 예측 정확
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머리 영역을 차단한 경우, 숙련자
는 87.04%로 예측정확성이 높은 반면에 비숙련자는
79.63%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91, p <
.05]. 또한 왼다리 영역에서도 숙련자의 경우 90.74%,
비숙련자는 75.93%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t=-2.14,

Fig. 3. Anticipation accuracy of seven spatial occlusion tasks
*Spatial occlusion (H: head, T: torso, FL: front leg, HL: hind leg, W/F: wrist/foil, A/S: arm/shoulder, NO: no-occlusion)

Fente defence with occluded vision 721

p < .05]. 칼 영역을 차단한 경우에는 숙련자(75.93%)와

비숙련자(59.26%) 모두 예측정확성이 현격히 감소하였
고, 숙련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2,
p < .05]. 마지막으로 팔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숙련자는
83.33%, 비숙련자는 70.37%로 숙련성에 따른 예측정확
성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t=-2.91, p < .05]. 반면,
몸통 영역을 차단한 경우, 숙련자는 87.04%, 비숙련자는
85.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오른다리를 차단한 경우에도 숙련자는 87.04%,
비숙련자는 81.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p > .05].
<Fig. 4>는 공간 차단 유무에 따른 예측 정확성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숙련자와 비숙련자는 칼 영역을 차단한

조건에서 시각을 차단하지 않은 No-occlusion 조건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숙련자:
t=5.452, 비숙련자: t=3.576, p < .05]. 그러나 칼 영역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공간 차단 유무에 따른 예측 정
확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Table 1>.

2. 예측 확신도
다음은 숙련성에 따른 예측 확신도 결과이다. 분석결
과, 숙련자는 머리(90.83%), 몸통(90.33%), 오른다리
(88.61%), 왼다리(91.11%), 팔 영역(91.01%)을 차단
한 조건에서 비숙련자에 비해 높은 확신도를 보였지만 통
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Fig. 4. Comparing anticipation accuracy of each body part with no-occlus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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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 rate of anticipation accuracy comparing with non-occlusion task
Nonocclusion
AA
Expert

91.67

Head
AA
87.04

Torso
CR

-4.63

AA
87.04

Front leg
CR

-4.63

AA
87.04

CR
-4.63

(Unit : %)

Hind leg
AA
90.74

CR
-0.93

Wrist/foil
AA
*

75.9

*

Arm/Shoulder

CR

AA

CR

-15.74

83.33

-8.34

Novice

80.56

79.63

-0.93

85.19

4.63

81.48

0.92

75.93

-4.63

59.3

-21.3

70.37

-10.19

Mean

86.115

83.34

-2.78

86.12

0

84.26

-1.86

83.34

-2.78

67.6

-18.52

76.85

-9.265

* (AA: Anticipation Accuracy, CR: Change Rate)

Fig. 5. Certainty of accuracy in seven spatial occlusion task
*Spatial occlusion (H: head, T: torso, FL: front leg, HL: hind leg, W/F: wrist/foil, A/S: arm/shoulder, NO: no-occlusion)

초보자는 칼 영역(86.11%)에서 비교적 높은 확신도를 보
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ig. 5>. 펜싱
팡트 공격자의 신체영역을 차단하지 않은 No-occlusion
조건과 비교한 대응 표본 T-검정에서도 숙련자와 비숙련
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 > .05].

논 의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상대방의 동작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 능력은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숙련성과
스포츠 종목에 따라 지각기술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운동
기술의 학습과 성공적인 운동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구, 축구, 사격
등의 다양한 내적/외적 조절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기

술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 전략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
히고 있다(Lee & Kim, 2012; Park 2003). 이러한 선
행연구를 통해 숙련자가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시각단서
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더 중요한 것은 예측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시각단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숙
련자가 활용하는 모든 시각단서가 예측 정확성과 높은 관
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펜싱 종목을
대상으로 한 Hagemann et al.(2010)의 연구에서 숙련
된 펜싱선수들은 허리, 펜싱 칼, 몸통, 기타영역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련자가 고정하는 시각단
서가 향상 주요단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방향 예측
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다.
숙련성과 공간차단 영역에 따라서 팡트 공격 방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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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선수의
펜싱 칼(foil)과 손목 그리고 팔과 어깨 영역에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을 때, 방향 예측 정확성이 현
저히 저하되었다. 특정 영역을 차단하지 않은 조건에서
숙련자는 91.67%, 비숙련자는 80.56% 정확하게 공격
방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선수의 칼
(foil)과 손목 영역 차단 조건에서 숙련자는 75.93%, 비
숙련자는 59.26%로 예측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공간 차단영역별로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리를 차단한 조건에서 숙련
자는 87.04%, 비숙련자는 79.63%의 예측 정확성을 보
였으며, 공격자의 몸통을 차단한 조건에서는 숙련자가
87.04%, 비숙련자는 85.19% 공격 방향을 정확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영역을 차단하지 않은
조건과 비교했을 때, 숙련자는 손목과 칼 차단 조건에서
15.74%, 팔과 어깨 차단 조건에서 8.34% 예측 정확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선수의 칼과 손목, 칼
을 든 팔과 어깨 영역을 차단한 조건에서 수행자의 예측
정확성은 다른 시각 차단 조건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펜싱 팡트 공격 방향 예측을
위한 주요 단서는 손목과 칼 그리고 팔과 어깨 영역이 주
요 사전시각단서라 할 수 있다.
공간차단기법은 환경정보들 중 주요시각 단서를 파악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Wöllner(2008)의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
휘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휘자
의 머리, 팔, 몸통을 차단한 영상을 제시하고 의도를 파악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머리와 몸통 차단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팔을 차단한 조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상황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테니스 종목을 대상으로 한 Jackson & Mogan(2007)
의 연구에서 서버의 서브 방향을 예측하는데 상대선수의
팔과 라켓 영역이 가장 중요한 단서임을 밝히고 있다. 그
리고 핸드볼 페널티 드로우 과제에서 공격자의 머리는
예측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상체와 팔을 차단
했을 때 골키퍼가 공격방향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한 선행연구(Jackson & Mogan, 2007, Loffing,
& Hagemann, 2014, Müller, et al., 2006, Wöllner,
2008)는 안구 움직임 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숙련성에 따
른 시각탐색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펜싱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Hagemann et al.(2010)의 연구에서 숙련자는 주로 몸
통, 펜싱 칼, 허리, 기타영역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몸통과 허리, 기타영역은 주요 단서로 작용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펜싱 칼과 잡고 있는 손, 그리고 팔/어깨 영
역이 상대선수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
각 단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숙련자는 몸통 차단 조건에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예측 정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보자도 차단조건에 따라 예측 정확성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정확성과 관련성이 낮은 영역으로 숙련자는 뒷다
리 영역이 가장 늦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앞다리, 머리,
그리고 가슴 영역 차단 조건에서 4.63% 정확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련자는 앞다리, 머리, 가슴 영
역 순으로 예측정확성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이와 관련하여 공간차단기법을 활용한 Müller
et al.(2006)의 크리켓 연구에서도 투수의 팔, 손목과 공
차단 조건에서 예측 정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켓 과제에서도 하체 영역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ernethy & Russell(1987)
의 연구에서는 상대 선수의 서비스 동작에서 라켓, 머리,
하체, 뒷 배경 영역을 각각 차단하여 배드민턴 리시버가 셔
틀콕의 랜딩 지점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초보자는 예측 정
확성을 위해 라켓 움직임을 가장 주요한 시각단서로 활용
하였지만, 숙련자는 팔과 라켓 움직임과 더불어 머리와 하
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도에 대한 결과에서, 펜싱 숙련성에 따라 확신도에
차이가 있으며, 숙련자가 확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숙련자는 주요단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지만, 비숙련자는 차단된 단서가 방향 예
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ark(2003)의 연구에서도 초보자는 아직 어떤 사전시각
단서를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반응하게
되고, 예측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숙
련자가 공간차단 영역에 따라서는 확신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차단된 사전시각단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명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하여 펜싱 숙련성
에 따른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단서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만약 특정 영역의 차단으로 수행자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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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저하된다면 그 영역은 중요한 사전시각단서로 판
단할 수 있다.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도 숙
련성과 공간차단영역에 따라 ‘어떤 영역(where)’에서 예
측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와 주요 단서가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펜싱 선수의 숙련성과 공간차단영역에 따른

예측 정확도와 확신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각 숙련성이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펜
싱 팡트 공격 상황에서 숙련자는 예측 정확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이론의 감각지각
단계에서 선택적 주의를 통해 유용한 사전시각단서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감각지각단계에서
선택적 주의를 통해 유용한 사전시각단서를 획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반응선택단계에셔 획득한 사전단서와 경험
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간차단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정확성과 관련된
사전시각단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
전시각단서에 관한 연구는 안구 추적정치를 통해 숙련성에
따른 사전시각단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수준에 따른 사전시각단서의 차
이보다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사전시각단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팡트 공격을 가장 효과적
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펜싱칼/손 영역의 움직임을 잘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펜싱 종목을
대상으로 한 Hagemann et al.(2010)의 연구에서 숙련자
는 허리, 몸통, 펜싱칼 영역에서 비숙련자보다 시선을 더
오랫동안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차단기법
을 활용한 본 연구를 통해 몸통 차단조건에서 숙련성에 따
른 예측 정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측에 대한 자신의 확신도에 대한 결과에서 숙
련성과 공간차단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숙련자의 확
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자는 사전시각단서
가 공격 방향예측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

하고 반응하지만, 비숙련자는 차단된 단서가 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종목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일한 종목에서 공간차단기법
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있다하더라도, 차단 조건, 숙련성
차이(올림픽 수준, 국가수준, 지역수준, 대학수준), 생태
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양
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쌓여야 실제 현장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제, 어떤 정보가 예측정확성과 관련이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주요 사전시각단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
차단기법과 공간차단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연구가 필요
하다. 시간차단기법은 주요 단서를 활용하는 타이밍과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간차단기법은 주요단서가 무엇
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동시적으로 활용하여 언제,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공간차단기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펜싱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체단서 하나씩 차단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관련된
2~3가지 신체단서를 동시적으로 차단하여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련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획득하여 예측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간차단기법을 적용하는 영상이 수행자의 시선
행동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스킹과 배경대체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영상에서 동
작의 일부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시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 마스킹보다 배경대
체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마스킹과 배경대체 방
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에 언급한 것처럼 펜싱 종목에 대한 공간
차단기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펜싱종목에서 공간차단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펜싱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각기술훈련을 조직하는데 유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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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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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트 공격 방어의 시각 차단: 펜싱 숙련성과 공간 차단 영역에 따른
예측 정확성과 확신도의 차이
이주영(대천중학교), 이승민(충남대학교), 안종성(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펜싱 숙련성과 공간차단영역에 따라서 예측 정확성과 반응 선택 확신도에 미치는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숙련성에 따라서 두 집단(숙련자
6명과 비숙련자 6명)으로 구분하여 펜싱 공격 기술 팡트 동작에 따른 예측 능력을 평가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펜싱 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로 스크린에 제시되는 공격 장면이 담긴 공간 차단 영상을 보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격 부위(몸통, 허벅지, 발끝)를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공간 차단 영상은 상대 공격수 움직
임에서 6가지 영역(손목+칼, 어깨/팔, 머리, 몸통, 앞다리, 뒷다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공간
을 차단하지 않은 조건 포함하여 공격 부위와 신체 영역에 따른 총 60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독립 표본 T-검정과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예측 정확성 측면에서는 숙련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머리, 뒷다리, 칼, 팔 영역을 차단하는 과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각을 차단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팔과 칼 영역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예측 정확성이 나타났다. 예측 확신도 측면에서는 숙련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공간차단영역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 [결론] 펜싱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
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칼과 팔/어깨 영역의 시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팔과
칼 영역의 운동학적 정보를 통해 팡트 공격 방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주요어:

공간차단기법, 펜싱 숙련성, 예측, 시각 단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