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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인지적 동작구조(CAA: Cognitive Action Architectrue) 모델에 따르면, 정신적 표상은 의도한 동작의 제어를 위한 인지적 참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Schack, 2004, 2006). 정신적 표상의 구조는
운동기능의 생체역학적 요구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일종의 인지적 빌딩블록을 의미하는 기초동작 개념들(BACs: Basic Action Concepts)로 구성되어 있다(Schack, 2001). 실제로, 그러한 정신적
표상구조는 기능학습이 진행되면서 보다 정교하게 조직화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rank, Kim, & Schack, 2018; Kim, Frank, & Schack, 2017, 2020).
• 하지만 기능학습과정에서 고유감각체계는 시각체계와 함께 기능학습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능학습이 진행되면 정신적 표상구조뿐만 아니라 고유감각적
표상구조 또한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신적 표상구조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기능수준에 따른 시각의존조건과 고유감각의존조건 사이의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기능학습의 초기와 후기단계에서의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정교성 차이와 고유감각적 정보의 의존성 차이를 간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에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차이가 나타날까?

연구의문

• 시각의존조건과 고유감각의존조건 사이에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차이가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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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고유감각적 표상구조

2 초보자 집단 - 시각의존조건이 고유감각의존조건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함

연구방법 - 디자인

초보자 집단 – 시각의존 (i.e., 눈뜬) 조건

• 참여자 20~34세 사이의 남성 35명
• 집단 (2)

λ = 0.23

ARI: 0.129

1. 초보자 집단 (20) 이전 테니스 수행경험이 없는 초보자
2. 숙련자 집단 (15) 10년 이상의 테니스 수행경험을 지닌 현직 또는 전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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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2)
1. 시각의존조건 ► 눈뜬 조건 (eyes open condition)
2. 고유감각의존조건 ► 눈감은 조건 (eyes closed condition)

초보자 집단 – 고유감각의존 (i.e., 눈감은) 조건
ARI: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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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클러스터
[2, 3, 6], [7, 8, 10], [1, 5], [4, 11, 12]

유의한 클러스터
[8, 12]

• 측정 및 분석된 변수
고유감각적 표상구조 변수
• 유의한 클러스터 (cluster) :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로 표상구조의 상태를 분석
• Adjusted Rand Index (ARI) : 표준표상구조와 실험표상구조의 사이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
내며, From -1 (완전히 다름) to +1 (완전히 동일함) 사이의 값으로 나타남

3 숙련자 집단 - 시각의존조건이 고유감각의존조건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함

λ = 0.31

ARI: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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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측정
7

Yes
(Same)

9

숙련자 집단 – 눈감은 조건

숙련자 집단 – 눈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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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fferent)

유의한 클러스터
[1, 2, 3, 6], [4, 8, 11], [5, 9], [7, 10]

ARI: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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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클러스터
[2, 6], [8, 11, 12]

지시: 우성 팔의 다섯 손가락 끝마디로 들어오린 두 개의
볼의 무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십시요. 같으면 Yes,
다르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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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볼은 한 번씩 앵커(i.e., 기준)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나머지 11개 볼은 각각의 앵커 볼과 무작위 순으로
비교되었다 (총 132회, 앵커 12 x 대조 11)

5 고유감각의존조건 - 숙련자 집단이 초보자 집단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함

측정 및 분석 알고리즘이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분석을 위해 응용되었음

S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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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Dimensional Analysis of Mental representation (SDA-M; Schack, 2012)

3D 프린터로 출력

사이즈 50 mm

사이즈 60 mm

사이즈 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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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7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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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9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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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40g

1

무게 5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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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고유감각적 표상구조

1 숙련자 집단이 초보자 집단보다 표상구조가 유의하게 정교함
숙련자 집단 (n = 15)

초보자 집단 (n = 20)
λ = 0.43

ARI: 0.181

1 숙련자 집단이 초보자 집단에 비해 고유감각적 표상구조가 유의하게 정교하였다
 결과는 기능수준이 증가할 수록 고유감각적 표상이 보다 정교하게 조직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숙련자 및 초보자 집단 둘다 고유감각의존조건에 비해 시각의존조건에서의

고유감각적 표상구조가 유의하게 정교하였다

 결과는 기능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시각적 정보는 고유감각적 표상의 형성에 의미
있는 정보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각의존조건의 경우, 초보자 집단이 숙련자 집단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한

반면에 고유감각의존조건의 경우, 숙련자 집단이 초보자 집단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하였다

d crit: 3.44

유의한 클러스터
[1,2,3,6], [4, 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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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클러스터
[2,3,6], [4, 11], [7, 10], [8, 12]

본 연구의 가치
본 연구는 운동기능의 수준에 따른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차이를 검토한 학술적
정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표상분석을 위한 SDA- M의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기능수준에 따른 고유감각적 표상구조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고자
시도한 첫번째 연구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ARI (Adjusted Rand Index): 표준집단의 덴드러그램과 실험집단의 덴드러그램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 (+1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1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람다 (λ) 값 = 0.68, λ < 0.68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집단간 또는 조건간 표상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추후
연구방향

결과요약 및 논의

 결과는 기능수준이 증가할 수록 고유감각적 정보의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ARI: -0.011

d crit: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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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의존조건 - 초보자 집단이 숙련자 집단에 비해 표상구조가 정교함

[1] 고유감각의존과 시각의존의 병행훈련이 복잡한 운동기능의 동작표상, 고유감각적 표상 및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
[2] 고유감각의존훈련과 시각의존훈련의 다른 병행조건이 복잡한 운동기능의 운동표상, 고유감각적 표상 및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
[3] 인지적훈련과 고유감각의존훈련의 병행이 복잡한 운동기능의 동작표상, 고유감각적 표상 및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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