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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physical training with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for 
throwing skill in 20's women. Methods The 30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andomly divided to three 
groups: physical training group, physical training with visual feedback, physical training with auditory feedback. We used 
softball game ball and instructed participation to over the head throwing. Degree of Skill was measured by scoring that 
the number of the balls exactly pointed the target. Target size was 180*180 and distance between line of throwing and 
target was 20m. Training was performed five times a week for two weeks.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throw 15 balls 
each and the accuracy of throwing was measured.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training in three groups(p<.05). There was not significantly relationship of improving degree of throwing skill according 
training methods. Conclusion We suggest that physical training and physical training with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was effective training for improving motor skill and need more longitudinal study to find out influence of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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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피드백(Feedback)이란 특정한 과제의 수행결과에 한 정보

가 다음 수행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라 하였고, 정보출처에 의

해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재적 피드백

(intrinsic feedback) 또는 감각피드백(sensory feedback)은 

학습자 내부의 감각시스템 자극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며, 외재

적 피드백(extrinsic feedback) 또는 보강적 피드백

(argmented feedback)은 학습자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정보

가 아닌 교사나 지도자에 의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1,2)

피드백은 학습자의 움직임의 과정이나 결과에 하여 학습

의 적정상태와 동작의 오류에 한 정보제공과 동작의 오류를 

교정해주며,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하는 강화인의 역할을 하

여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3) 

이러한 피드백은 교육현장, 스포츠영역 그리고 재활치료를 포함

한 보건의료 영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피드백의 사용은 학업성취도나 학습에 관한 태

도 등 학습결과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정진희는 피드백 

사용이 토론수업의 활성화, 즉 토론태도 및 토론내용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4) 주영주와 한세희는 단순 

정보제공 형태인 교정적 피드백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적 피드백이 영어어휘학습에서 성취도와 자기 효능감 상승

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교사의 직접 피드백은 학생들의 영

작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5,6)

고지현 등은 저난이도의 골프퍼팅보다 고난이도의 골프퍼

팅시 자기통제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정성국은 소프

트볼 타격과제의 타격점수 향상에 단일적 피드백정보보다는 결

과지식과 운동학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7,8) 
정종순은 제기차기와 공기놀이의 운동수

행능력에 해 시각 및 청각피드백의 제시빈도가 높을수록 운

동 수행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 하였고 김지수와 육동원은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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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throwing steps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5)

Physical characteristics Physical training, Physical training
+ visual feedback 

Physical training
+ auditory feedback

Age(year) 21.60 ± 1.07 21.10 ± 0.32 22.20 ± 2.15

Height(cm) 162.50± 5.82 162.80± 5.37 160.10± 2.64

Weight(kg) 54.70 ± 8.56 53.90 ± 5.93 57.80 ± 9.34

이나 체조와 같은 동작패턴과 관련이 있는 동작의 학습에는 언

어적 피드백만 제공하는 것보다 시각피드백, 혼합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3,9)

황기철 등은 시각피드백을 이용한 휠체어 추진이 척수손상

환자의 균형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김

형백 등은 편마비환자에게 시각 및 청각피드백이 기립자세에서 

무게중심을 유효범위 내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효

과적이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0,11) 
안명환과 안창식은 피드

백 과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환자

에게 균형능력의 향상과 하지의 기능적 증진 및 낙상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 하였고 이동진과 이완희는 편

측 무시 환자에게 눈을 가린 후 시각적 피드백훈련은 균형 및 

시 지각기능의 회복과 편측 무시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12,13)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교육현장, 스포츠영역, 보

건의료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4-21) 보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

하는 방법으로 크게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과 청각 또

는 언어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혼합

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

다 하였다.3)

시각은 다른 감각체계보다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의존도가 

높은 감각의 형태이다. Lee는 동작계획 과제어에 한 외부 감

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외부 수용기를 시각

이라고 하였고, 시각은 동작계획 과제어에 가장 효과적인 외부

수용기이기에 이를 이용한 학습은 시각정보를 통해 기억을 표

상시키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1,22,23)

Newell은 신체적 연습이 없이 언어피드백과 결과지식만으

로 시간성 움직임에 한 피험자들의 재인기억을 발달 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언어 피드백의 증가는 더 나은 시간성 재인기억

을 유도한다고 하였다.24)

던지기동작은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초운동능력이므로 공을 던지는 동작은 동작시작

(ST), 왼쪽무릎의최고높이(lead knee up : LKU), 양손벌어

지기((hand break point : HBP), 왼발의착지((lead foot 

contact point : LFC), 최 코킹((max cocking point : 

MCP), 릴리스(ball release point : BRP)의 동작으로 이루어

져있고(figure 1.) 일반적으로 던지는 방법은 오버드로우(over 

throw), 스리쿼터(three quarter), 사이드드로우(side 

throw), 언더드로우(under throw)의 네종류로 구분된다
25). 

오버드로우는 투구법 자체가 육체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신체 

어디에도 무리 없이 볼에 전신의 힘을 넣어 던질 수 있기 때문

에 가장 많이 던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20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신체활동이 많

지 않고 던지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떠한 종류의 피드백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데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효과를 입증하기에 효과적인 상자라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  여학생을 상으로 신체반복연습집

단, 시각피드백과 신체반복연습집단, 청각피드백과신체반복연

습집단에따른피드백의효과및운동숙련도향상에미치는효과의차이

를밝혀효과적인피드백제공방법을설정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

공하고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의 상은 부산시 소재 S 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중

인 20  초반의 여학생 45명을 상으로 하였고, 총 2주 동안 

주 5회 운동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45명을 상으로 무작

위 선정에 의해서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모든 상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각 집단 별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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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xperimental procedure

2. 측정도구 및 방법

소프트볼 던지기 측정에 사용한 것은 부산시 s 학교 시설 기

구를 이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12M 거리에서 설치한 지상 

30cm높이의 가로, 세로 1.2m의 면적에 소프트볼을 15회씩 

던지게 하여 표적에 맞춘 공의 개수를 점수화 한다.

3. 실험방법

본 연구는 신체연습, 시각피드백+신체 반복연습, 청각피드백+

신체반복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검사의 목적은 실험 상

자에게 실시할 실험 처치의 시작 전에 신체연습의 경험을 갖게 

하며 동시에 실험 측정 후 자료 처리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다. 신체연습은 숙달된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되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1) 사전검사

각 실험자는 본 연구자의 지시에 의하여 표적에 10개의 소프

트볼을 자신의 최 기량으로 직선 비행하도록 던지게 하였다. 

각 시기의 중간간격은 5초 이내로 하였다.

2) 실험처리

실험 상자들은 임의로 3개 집단으로 배정한 다음, 5회씩 2주

간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소프트볼을 자신의 최 기량으로 직

선 비행하도록 던지게 하였다. 소프트볼을 던지고 난 후 다시 

소프트볼을 던지기까지의 시기간격은 5초 이내로 제한하였다.

(1) 제 1집단 (신체연습집단)

연습시간이 되면 연구자가 옆에서 연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였다. 연구자는 각 시기의 기록을 측정하고 이를 각자에게 알

렸으며 10개를 던지고 난 후 1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10개를 던진 다음 표적에 맞힌 점수를 평균하여 그날의 기록

으로 하였다.

(2) 제 2집단 (시각피드백+신체반복연습집단) 

연습시간이 되면 우선 3분간시각피드백을 제공한 후 10개의 

소프트 볼을 던진 후에 다시 이를 1회 반복한다(투구 수 총 20

개). 표적에 맞은 점수를 평균하여 그날의 기록으로 하였다.

(3) 제 3집단 (청각피드백+신체반복연습집단) 

연습시간이 되면 우선 3분간 청각피드백을 제공한 후 10개의 

소프트볼을 던진 후에 다시 이를 1회 반복한다(투구 수 총 20

개). 표적에 맞은 점수를 평균하여 그날의 기록으로 하였다.

4. 소프트볼 던지는 자세

설명에 따라 순서 로 던지기 자세를 수행하였다. 

1) 한 손(우세 손)에 소프트볼을 잡는다. 

2) 천천히 심호흡을 2~3회 실시하고 소프트볼을 던지는 장소

로 이동한다.

3) 던지는 장소에서 12m 앞에 있는 목표물(표적) 응시한다. 

4) 소프트볼을 잡은 손을 머리위로 올리면서 던지는 자세를 취

한다. 

5) 발을 들어올리면서 바로 목표물(표적)을 향하여 야구공을 

던진다. 

6) 소프트볼을 던진 후에 공이 목표물(표적)에 맞는 것이 확인

될 때까지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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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Score change according to trials for each group

        Group 1: Physical training, 2: Physical training+ visual feedback, 3:Physical training+ auditory feedback

Table 2. Score change according to trials for each group (N=45)

Group Trial Pre-test Post-test t

1
1st 2.90±4.23a 7.60±3.27a -3.17*

2nd 7.60±3.27 10.90±3.78 -3.01*

2
1st 3.00±5.33 8.40±3.71 -5.45**

2nd 8.40±3.71 14.40±3.44 -6.29**

3
1st 1.80±2.78 8.10±4.58 -6.60**

2nd 8.10±4.58 13.20±4.35 -11.13**
aMean±SD; *p＜.05; **p＜.01; Group 1: Physical training, 2: Physical training+ visual feedback, 3:Physical training+ auditory feedback

Table 3. Training methods and exercise time by univariate analysis (N=45)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Corrected Model 178.724 3 59.575 4.892**

Intercept 35.581 1 35.581 2.922

Time 169.857 1 169.857 13.947**

Group 10.678 2 5.339 .438

Error 316.643 26 12.179

Total 693.000 30

Corrected Total 495.367 29

7) 다시 처음의자세로 돌아와 공을 잡는다. 

5. 피드백의 제공내용 및 방법

1) 시각피드백의 제공

처음에는 시각피드백의 태도, 방법 등을 강의 식으로 설명하였

다. 시각피드백 제공 시 상자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

로 최 한 외부의 자극을 피하고 시각자료에 집중하도록 하였

다. 시각자료는 숙달된 전문가가 시행한 자세를 촬영한 것이다. 

전문가는 2년간 전문적 인지도를 받았으며, 5년간 사회인 야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2) 청각피드백의 제공

처음에는 청각피드백의 태도, 방법 등을 강의식으로 설명하였

다. 청각피드백 제공 시 상자의 눈을 감게함으로써 시각적인 

자극을 피하고 청각자료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청각자료는 숙

달된 전문가가 소프트볼 던지는 방법을 구두로 설명한 것을 녹

음하여 제공하였다.

6. 자료 및 통계처리

자료분석은 t-test, ANCOVA를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각 그룹별 시기에 따른 점수변화

공 던지기 정확도에 따른 세 집단의 사후 변화를 살펴보면 모

든 그룹에서 시기별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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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방법과 운동시기별 일변량 분석

운동방법과 시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V. 고 찰 

피드백은 움직임이나 과제의 수행 동안에 또는 수행 후에 학습

자가 받아들인 여러 가지 감각정보라 하였고 정보출처에 의해 

내재적 피드백(intrinsic feedback)과 외재적피드백(extrinsic 

feedback)으로 나누어진다.26) 시각과 청각, 전정감각, 운동감

각, 피부수용기에서 감각정보인 내재적 피드백과 외부로부터 

학습자에게 제공된 운동에 한 보강적인 정보(augmented 

information)인 외재적 피드백은 운동학습을 위해서 이용된다

고 하였다.27,28)

외재적 피드백은 신체의 변화를 신체외부에서 감지하여 나

타내는 정보로서, 이는 건강인의 운동학습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운동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운동학습변

수라 하였고, Shumway-Cook 등은 외재적 피드백을 사용하

는 운동학습방법이 외적 되먹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23,28-30) 

피드백제공은 크게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과 청각 

또는 언어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혼

합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시각적 피드

백과 청각적 피드백에 따른 효과차이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재적 피드백을 시각적 피드백과 

청각적 피드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이에 따른 20  여학생의 

운동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및 피드백의 효과에 한 영향을 규

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인경과 김현종의 연구에 의하면 뇌성마비인 상자에게 

시각적 피드백제공이 시각적 피드백 미제공 상자들보다 던지

기 기술습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동일수준의 기술에

서도 피드백제공이 기술습득에 효과적이지만 초급수준에서는 

수행능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31) 김정진 등

은 가상현실에서 시각적 피드백이고 관절외전 동작 시 관절움

직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시

각적 피드백이 움직임의 오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32)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해 시각적 피드백이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연태 등은 정신지체중학생을 상으

로 암시적 명시적 피드백제공에 따른 골프퍼팅 수행에 한 연

구를 하였으며, 청각적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골프퍼팅수행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33)

본 연구에서도 운동학습 시 시각적피드백과 청각적피드백

의 제공이 선행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운동숙련도향상에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지수와 육동원에 의하면 시각적 피

드백이 청각피드백보다 리듬체조 후프동작 학습 시 더 효과적

이라 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3) 
본 연구

에서는 시각피드백 신체훈련군과 청각피드백 신체훈련군의 그

룹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그룹 간의 훈련 전후의 

운동기술향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었다. 이는 피드백 제

시시기와 제시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제

시시기와 제시방법의 수정 및 변현에 따른 추가적인 실험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각피드백과 청각피드

백에서 어느 피드백에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드백은 

운동숙련도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시각 및 청

각피드백을 동반한 신체훈련은 운동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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