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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CSAI-2 and Frontal Muscle EMG                
According to Performance Result and Gender in      
Fencing Epee University Athletes 

서론

“할 수 있다.” 한국 펜싱 에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외친 마법의 주문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펜싱 에페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박
상영 선수는 2피리어드까지 13-9로 지고 있었다. 3피리어
드 시작 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할 수 있다’고 되새긴 

후, 경기가 재개되자 마치 원래부터 이기고 있었던 선수처
럼 놀라운 기세로 5점을 연속 득점하며 기적과 같은 역전
승을 거뒀다. 이는 선수들의 운동수행 시 여러 가지 심리
적인 요인들이 그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1]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메달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국가대표 펜싱선
수들은 물론 지도자들도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왜냐하면, 펜싱경기가 대인경기여서 상대편 선수 전형
에 따라 선수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적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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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to compare of CSAI-2 and frontal muscle EMG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result of university athletes in fencing epee.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11 male and 13 female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fencing epee 
of University A in Seoul.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based on age and gender. EMG was measured 
to measure normal frontal EMG, pre-match EMG and post-match EMG. And electromyography(CSAI-2) was 
measured just before 30 minutes before the match. CSAI-2 mean value, mean and variance of frontal EMG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2-Ways ANOVA. 

RESULTS First, This study compared with CSAI-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fidence 
among the three factors of competitive state anxiety in the main effect of performance result (p < .01).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state anxiety and physical state anxiety 
factor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groups, and the performance group effect. Second, There was a sta-
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mal frontal EMG dispersion in the main effect of gender(p < .05). The 
main effect of the performanc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rontal EMG average (p < .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ormal average (p < .05) on the intera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gender.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 of the training program to improve the per-
formance of the fencing is neede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not only the state anxiety, but also 
physique, physical fitn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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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 관중, 대진 등)이 선수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격, 동

기, 공격성, 욕구수준, 자아개념, 불안, 집중력, 주의형태, 
정신력, 응집력, 주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
들이 적당하지 않을 때 경기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
히 심리적 요인들 중 불안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3-5]. 이러한 
불안은 상황에 적용시켜 경쟁 특성 불안(competitive trait 
anxiety)과 경쟁 상태 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으로 다
시 구분한다. 운동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느끼는 불안은 
곧 경쟁 상태 불안이다. 경쟁 상태 불안을 효과적으로 통
제 또는 조절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선수나 지도
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의 스포츠 심리연구에서는 대부분 경쟁 상태 불안

을 측정하여 상태불안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
부분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경쟁특성불안을 측정
할 수 있는 SCAT(Sport Competition Anxiety Test)나 CSAI-
2(Comptetive State Anxiety Invertory-2)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중 CSAI-2가 시합상황에서 경쟁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6-12]. 여러 
연구들에서 CSAI-2 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
지만 스포츠 현장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나타내
고 있지 않다[13,14]. 
불안과 경기수행 간 관계를 연구한 한 선행논문에서

는 CSAI-2 구성 요소와 경기수행력 간의 관계보다는 전
두근 근전도(Frontal EMG)와 수행간의 관계가 선형 경향
으로 잘 설명된다고 하였으며[15], 다른 연구들에서도 운
동 선수의 신경학적 성격을 나타내는 전두근 근전도가 경
쟁 상태에서의 불안을 잘 나타내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13,14]. 그리고 Rokicki, et al. (2003)은 평균 EMG 활동보
다 EMG 변동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EMG 값은 기
록 전극 주위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평균 운동 근육 단
위 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EMG 진폭이 더 클수록, 기
록 전극 주위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근육 활동이 더 커
지며 EMG 변동은 평균 근육 활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
는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Son JR(2009)에서는 평균 EMG 활동과 EMG 변동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생리적 변화를 더욱 포괄적인 측정을 제
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16,17]. 일반적인 불안상태와 근

전도 반응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전두근 근전도가 불안상
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다
[15,18]. 그러나 전두근 근전도를 이용하여 펜싱 선수들뿐 
아니라 일반 선수들의 상태 불안을 측정하거나 비교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최고의 수행을 이루고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

은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체육학 분야의 연구자들 모두
에게 공통된 목표가 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
듯이 경기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내는 것은 필요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
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학교 운동 선수들은 
우수선수로서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으로 실업 및 
프로선수 등의 직업 운동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대학교 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상태불안을 
비교해 보는 것은 대학운동선수 개인의 측면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수행과 경기력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및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펜싱 에페 종목에서 대학교 선

수들의 경기성적별, 성별로 주관적인 상태불안을 측정하
는 CSAI-2, 생리적 측정도인 전두근 근전도(Frontal EMG)
의 평균과 분산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A대학교 펜싱 에페종목을 
주경기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은 나이와 성별을 기초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진
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실험참가 동의
서를 구두와 서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
적과 함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과 운동 중 주의사항
을 설명하였다. 최초 연구대상은 28명이었으나 개인사정
으로 인해 중도 이탈된 4명을 제외한 최종까지 지속된 24
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실험설계 및 절차

피험자 선정 후 이들의 기초자료를 위한 사전검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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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에 대해서는 원 검사 채점 및 해석 방법을 따르
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이 훼손
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번역 검사지의 요인분석결
과가 원 검사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해석과 논
쟁은 스포츠심리학적 이론이나 통계학적 이론의 측면에
서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활
용에 있어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제한이 
있음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 자료들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에 의한 내적 합치도(internal con-
sistency)로 CSAI-cog = .68, CSAI-som = .72, CSAI-sc = .73
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검사는 펜싱 팀의 코치에게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선수들에게 검사의 내용 및 
목적 그리고 방법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후, 2017년도
에 실시한 제 18회 한국대한펜싱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 대회 경기 당일 시합 1시간전부터 시작하여 
최소 30분전에 시합장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사 소요시
간은 5분 이내였다. Martens, et al. (1982)에 의하면 CSAI-2
의 사용은 최소한 시합 1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상
적으로는 측정시기가 가능한 한 시합시간 전에 가까울수
록 좋다고 하였다[19,20]. 

전두근 근전도(Frontal EMG) 본 연구에서는 �ought 
Technology Ltd 사의 바이오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
면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을 진행
한 Procomp In�niti encoder(8ch) 모델은 스포츠 분야 집중
력 개선 및 운동능력 향상과 관련된 많은 기관에서 심전
도, 뇌파, 근전도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정확도를 요하는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표면 근전도 측정은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는 무통증,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최
근 이를 활용한 유용한 임상 효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 특히 Hoehn-Saric, et al.(1991)은 전두근 근전도의 증가
가 불안 장애 환자의 과도한 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

체격 검사인 신장, 체중, 체지방율, BMI를 측정하였다. 경
기 수준은 2017년도에 실시한 제 18회 한국대한펜싱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 대회 경기에서 1,2,3위를 수
상한 선수들을 경기성적 우수그룹, 나머지 그룹을 비우
수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기가 성별로 따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다시 그룹을 남녀로 구별하여 상태불안을 비
교하였다. 

측정항목 및 방법

경쟁상태불안 검사지(CSAI-2)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경쟁 상태불안 수준을 파악하고자 Martens, et al. (1990)에 
의해 개발된 CSAI-2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28]. CSAI-2 
검사지는 총 27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지적 상태 불
안, 신체적 상태불안, 자신감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 각
각 9문항씩 구성되어 문항마다 최대 1점에서 최고 4점까
지 평가할 수 있도록 척도화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 점수
는 요인별로 최저 4점에서 최고 36점까지 분포되며 점수
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도 높고, 자신감도 높게 평가된
다. 검사지의 전체 점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는 Lee, Kim, Ahn (2004)의 ‘

스포츠심리 검사지 핸드북’에 제시된 CSAI-2 번역 검사지
를 비교 검토하여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29]. 번역 검사
지에 대한 타당도는 3명의 스포츠심리학자들에 의해 주
관적으로 평가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만을 확인하
였다. 번역 검사지에 대한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
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하지 않았
다. 왜냐하면, 상태불안에 관한 CSAI-2 검사지의 이론적
개념과 도구 개발과정에 대해 다른 검사지를 개발해야 하
는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된 선행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
다. 단지 활용 부분에 있어 문화와 언어에 따른 번역 검사
지의 문항이해도나 스포츠 종목별 결과해석 및 적용에 관
한 점들이 CSAI-2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 검사지에 대한 문
항이해도만을 원본 문항이해도와 비교 검증한 후, 검사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²) Fat Percentage (%)

Male 
(n=11) 20 ± 0.89 179.18 ± 5.47 76.88 ± 9.82 23.88 ± 1.74 13.48 ± 2.08

Female 
(n=13) 20.33 ± 0.81 164.05 ± 3.04 61.87 ± 6.64 22.97 ± 2.12 27.73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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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기저 수준에서 공황장애 환자의 불안수준과 
긴장상태를 반영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지표임을 기술하
였다[21]. 
근전도 반응은 이러한 불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두

근(Frontalis Muscle)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고, 생리
적 측정치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 
및 출력되었다. 근전도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휴식상태 기
저기, 스트레스 반응기, 스트레스 후 회복기를 보게 되는
데, 정신생리학적 변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3시기
의 생리학적 변인의 변화상태를 보기 위함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전도 반응이 모두 스트레스기
에 유의하게 상승했다가 회복기에는 유의하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15]. 본 연구에서도 3시기에 따른 근전도
의 변화상태를 보았다. 
측정시기는 먼저 휴식상태 기저기로서 2017년 4월 평

상시 전두근 근전도를 측정하였고, 시합직전 30분경(스
트레스 반응기), 시합 후 30분경(스트레스 후 회복기) 각 
3분간, 3회 측정하였으며, 위치는 <Figure 1>과 같이 전두
근의 근육과 직각의 위치로 배치하여 3분간 측정하였다. 
특히 이 때에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최대한 끼치
지 않도록 의자에 편히 앉아 편안한 상황을 제공하였으
며, 측정을 준비하는 시간 및 측정시간을 10분 이내로 최
대한 줄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회당 3분간 
측정된 전두근 근전도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경쟁상태불
안 설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유의수준
은 .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 통계기법으로는 CSAI-2 결

Table 2.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of CSAI-2 By Performance and Gender

　 M ± SD N

Cognitive state Anxiety

Male

Excellent 2.03 ±0.51 4

Non-Excellent 2.00 ±0.53 7

Total 2.01 ±0.5 11

Female

Excellent 2.47 ±0.85 5

Non-Excellent 2.53 ±0.73 8

Total 2.51 ±0.74 13

Total

Excellent 2.28 ±0.71 9

Non-Excellent 2.28 ±0.68 15

Total 2.28 ±0.68 24

Physical State Anxiety

Male

Excellent 1.64 ±0.54 4

Non-Excellent 1.78 ±0.53 7

Total 1.73 ±0.51 11

Female

Excellent 2.13 ±0.46 5

Non-Excellent 2.14 ±0.57 8

Total 2.14 ±0.51 13

Total

Excellent 1.91 ±0.53 9

Non-Excellent 1.97 ±0.57 15

Total 1.95 ±0.54 24

Confidence

Male

Excellent 2.68 ±0.22 4

Non-Excellent 2.24 ±0.3 7

Total 2.40 ±0.34 11

Female

Excellent 2.72 ±0.36 5

Non-Excellent 1.91 ±0.55 8

Total 2.22 ±0.62 13

Total

Excellent 2.70 ±0.29 9

Non-Excellent 2.07 ±0.47 15

Total 2.30 ±0.5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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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평상시, 시합 전, 시합 후 전두근 근전도에 대해 이원 
분산분석(2-ways ANOVA)을 사용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펜싱 에페 종목에서 대학교 펜싱 선수
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불안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CSAI-2 및 전두근 근전도(평균과 분산)를 경기 성적별, 성
별로 나누어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경쟁상태불안 검사지(CSAI-2)

<Table 2>, <Table 3>은 경기성적 우수집단과 비우수집
단, 남녀 사이의 경쟁상태불안을 측정한 결과를 2-ways 
ANOVA 를 통해 검증한 결과, 평균 및 분산값이다. 경기
성적의 주효과에서 CSAI-2 결과 경쟁상태불안의 세 가지 

요소 중 자신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13.047, p=0.002).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 모두 남
자선수의 경우 자신감 요소의 평균값이 여자선수보다 자
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요소의 경우 남, 녀 두 집단 간, 경기성적별 집단 
주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전두근 근전도(Frontal EMG) 평균과 분산 

<Table 4>, <Table 5>는 경기성적별 우수집단과 비우
수집단, 남녀 사이의 평상시, 시합 전, 시합 후 전두근 근
전도 평균값과 분산을 2-ways ANOVA 를 통해 검증한 결
과와 평균 및 분산값이다. 성별의 주효과에서는 평상시 
분산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008, 
p=0.010). 평상시 근전도 분산에서 여자선수의 경우 남자
선수보다 분산의 평균값이 높았다. 
경기성적의 주효과에서는 시합 전 근전도 평균

(F=6.230, p=0.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시합 전의 근전도의 평균값은 성적우수집단의 평균
값이 비우수집단보다 더 낮았다. 
경기성적과 성별의 상호작용에서는 평상시 근전도 평

균(F=5.689, p=0.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논의

이번 연구는 펜싱의 에페종목에서 CSAI-2와 평균과 전
두근 근전도의 평균과 분산 결과가 대학교 선수들의 경기

Figure 1. Position of EMG experiment

Table 3. Results of 2 Ways ANOVA for Comparison of CSAI-2 By Performance and Gender

Factor SS df M F

Cognitive state Anxiety

Gender 1.328 1 1.328 2.947

Performance .001 1 .001 .003

Gender * Performance .011 1 .011 .024

Physical State Anxiety

Gender 1.030 1 1.030 3.607

Performance .031 1 .031 .110

Gender * Performance .025 1 .025 .088

Confidence

Gender .113 1 .113 .691

Performance 2.141 1 2.141 13.047**

Gender * Performance .196 1 .196 1.19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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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별 수준과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관적인 상태불안 척도와 생
리적 척도를 확인하여, 대학교 선수들의 상태불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선
행연구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AI-2의 결과 성적우수집단은 비우수집단에 비

해 상태자신감의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SAI-2를 이용하여 경쟁상태불안과 경기력과의 
관계를 비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우수선수들은 불필

요하게 긴장을 하지 않으며, 자기 통제를 잘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운동경기에서 선수 수준별로 
자신감의 영역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연구, 인지적 
상태불안과 자신감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연구, 신
체적 상태불안과 자신감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연
구, 인지적 상태불안, 신체적 상태불안, 상태 자신감 모두 
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낸 연구가 있었다[22-24].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신감의 
영역에서 경기력 수준과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동

Table 4.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of Frontal EMGs By Performance and Gender

　 M ± SD N

Normal Frontal EMG Average

Male

Excellent 2.34 ±0.17 3

Non-Excellent 3.43 ±0.53 8

Total 3.13 ±0.68 11

Female

Excellent 2.92 ±0.93 3

Non-Excellent 2.56 ±0.72 10

Total 2.64 ±0.74 13

Total

Excellent 2.63 ±0.68 6

Non-Excellent 2.94 ±0.77 18

Total 2.87 ±0.74 24

Pre-match Frontal EMG Average

Male

Excellent 2.53 ±0.51 3

Non-Excellent 5.47 ±2.8 8

Total 4.67 ±2.72 11

Female

Excellent 2.26 ±0.43 3

Non-Excellent 3.99 ±1.58 10

Total 3.59 ±1.58 13

Total

Excellent 2.40 ±0.45 6

Non-Excellent 4.65 ±2.26 18

Total 4.08 ±2.2 24

Post-match Frontal EMG Average

Male

Excellent 4.16 ±3.33 3

Non-Excellent 3.27 ±1.32 8

Total 3.51 ±1.9 11

Female

Excellent 2.92 ±1.1 3

Non-Excellent 2.51 ±1.02 10

Total 2.60 ±1 13

Total

Excellent 3.54 ±2.32 6

Non-Excellent 2.85 ±1.19 18

Total 3.02 ±1.52 24

Pre-match Frontal EMG Dispersion

Male

Excellent 0.83 ±0.02 3

Non-Excellent 1.25 ±0.47 8

Total 1.13 ±0.44 11

Female

Excellent 1.57 ±0.11 3

Non-Excellent 1.77 ±0.57 10

Total 1.73 ±0.5 13

Total

Excellent 1.20 ±0.41 6

Non-Excellent 1.54 ±0.58 18

Total 1.45 ±0.5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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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자신감 영역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
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나,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

체적 상태불안은 선행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CSAI-2의 경쟁상태 불안 중 자신감의 영역만 통계

Table 4. Results Descriptive Statistics of Frontal EMGs By Performance and Gender (Cont.)

M ± SD N

Normal Frontal EMG Dispersion

Male

Excellent 1.19 ±0.64 3

Non-Excellent 1.24 ±0.47 8

Total 1.23 ±0.49 11

Female

Excellent 1.24 ±1.26 3

Non-Excellent 1.55 ±1.23 10

Total 1.48 ±1.19 13

Total

Excellent 1.21 ±0.9 6

Non-Excellent 1.42 ±0.95 18

Total 1.37 ±0.93 24

Post-match Frontal EMG 
Dispersion

Male

Excellent 1.81 ±1.71 3

Non-Excellent 1.24 ±0.47 8

Total 1.40 ±0.9 11

Female

Excellent 1.24 ±1.26 3

Non-Excellent 1.26 ±0.99 10

Total 1.25 ±1 13

Total

Excellent 1.53 ±1.38 6

Non-Excellent 1.25 ±0.78 18

Total 1.32 ±0.94 24

Table 5. Results of 2 Ways ANOVA for Comparison of Frontal EMGs By Performance and Gender

Factor (point) SS df M F

Normal Frontal EMG 
Average

Gender .091 1 .091 .217

Performance .587 1 .587 1.401

Gender * Performance 2.385 1 2.385 5.689*

Pre-match Frontal EMG 
Average

Gender 3.463 1 3.463 .884

Performance 24.401 1 24.401 6.230*

Gender * Performance 1.625 1 1.625 .415

Post-match Frontal EMG 
Average

Gender 4.464 1 4.464 1.944

Performance 1.915 1 1.915 .834

Gender * Performance .256 1 .256 .112

Normal Frontal EMG 
Dispersion

Gender 1.810 1 1.810 8.008*

Performance .422 1 .422 1.869

Gender * Performance .052 1 .052 .232

Pre-match Frontal EMG 
Dispersion

Gender .149 1 .149 .156

Performance .153 1 .153 .161

Gender * Performance .075 1 .075 .078

Post-match Frontal EMG 
Dispersion

Gender .345 1 .345 .353

Performance .339 1 .339 .347

Gender * Performance .384 1 .384 .39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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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효능감이 경기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전두근 근전도 분산

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수준에 따라 시합 전 전
두근 평균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전두근 근전도의 
남녀차이를 비교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기저기, 스트레스기, 회복기 모두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나, 분산 값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15]. 국
내와 국외에서 경기에서의 전두근 EMG 분산에 대한 연
구들의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
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
다. 하지만, 전두근 근전도 평균과 관련하여 불안과 경기
수행 간 관계를 연구한 한 외국선행논문에서 전두근 근전
도(Frontal EMG)와 수행간의 관계가 선형 경향으로 잘 설
명된다고 하였으며, 전두근 근전도와 경쟁 불안과의 관계
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경기의 승자가 낮은 수준의 생리 
각성을 보였다[25,15]. 이는 시합 전 경기성적별로 시합 전 
전두근 근전도의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펜싱 에페종목에서 대학선
수의 시합 전 근전도는 선수들의 상태불안을 잘 설명해 주
고 있으며, 특히 <Table 4>에서 우수선수들이 비우수선수
들보다 근전도 평균이 적은 것을 볼 때, 경기 전 선수들의 
불안상태가 적은 경우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운동 선수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하고 자기조절 훈련을 위해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또
는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이라는 행동인지요법을 받
는 선수나 훈련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도자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뇌파(EEG)나 근전도(EMG) 등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생체전기신호를 이용한다. 국외의 
경우 근전도는 스포츠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데 기본적으
로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6-28]. 임상적으로 EMG
를 이용한 바이오피드백은 정신생리성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으며, 국내외 문헌에서 많이 이용
되고 있으나 스포츠분야에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우선 여러 요소들이 반응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이들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18,29]. 설문지 이외에도 EMG나 EEG 등의 구조화된 방법
으로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면, 펜싱종목 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 

생리적 조절 및 측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스포츠 경기에서
의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
은 실정으로 이 또한 스포츠 상태불안과 전두근 근전도 및 
경기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상태불안을 측정

하는 CSAI-2, Frontal EMG 외에도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요소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개개인
의 신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론

펜싱 에페종목에서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성적
별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 성별로 CSAI-2 평균값, 전두근 
근전도의 평균과 분산을 이원분산분석(2-Ways ANOVA) 
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CSAI-2를 비교한 결과 경기성적의 
주효과에서 경쟁상태불안의 세 가지 요소 중 자신감의 경
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요소의 경우 남, 녀 두 집단 
간, 경기력 집단 주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전두근 근전도(Frontal EMG) 평균과 분산을 비교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에서 평상시 분산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경기성적의 주효과에서는 
시합 전 전두근 근전도 평균(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성적과 성별의 상호작용에서는 평
상시 전두근 근전도 평균(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향후 펜싱종목에서 상태불안과 관련하여 
경기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경기력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에 대한 추가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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