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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 C. RYEW, H. S. Oh, and J. H. KIM, A Kinematic Analysis on Propulsion of COG by Types of 

Fin-kick in SCUBA Diving.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2, pp. 11-21, 2007. The study 

was undertaken to present the quantitative materials available in underwater industries, underwater rehabilitation 

& physical training through comparison & analysis of effects contributing to propulsion of COG by types of 

fin-kick in underwater activities. For this 3D cinematography was performed for the skilled subjective and 

conclusions obtained on the basis of analysis of kinematic variables were as follows.

In temporal variable the delay in the order of flutter>side>dolphin kick in elapsed time by total & phase 

resulted in longer sliding phase by larger fin kick of extension & flexion of both leg and thus more contributed 

in propulsion of COG. than those of the otherwise.  

In linear variable the contribution ratio to the result of propulsion of COG in both propulsive(mean 35.39±7.93cm 

in Y axis) and sliding phases(mean 66.36±11.01cm in Y axis)was shown to be order of flutter>dolphin>side fin kick. 

the maximum velocity of COG in Y direction was showed in both propulsive and sliding phases, and the 

contribution ratio to the propulsion of COG was in the order of flutter≥dolphin>side fin kick.

In angular variab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ngle of leg joint by types of fin kick in both leg was 

showed but no routine order.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ngular velocity of leg joint by types of fin kick in 

both leg was showed in the order of flutter>dolphin≥side fin kick in propulsive but no in sliding phase.

The Fluid resistance by tilting angle of trunk in both propulsive and sliding phase was decreased in the 

order of flutter>dolphin≥side fin kick and tilting angle of trunk of the skilled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unskilled in difference of maximum mean 7.97degree and minium mean 2.06degree.

In summary of the above, It will desirable fin kick type because of more contribution to COG propulsion by 

the velocity & displacement in Y-axis and less fluid resistance by tilting angle of trunk and larger angular 

velocity in the case of more delayed in elapsed time of propulsive phase than that of th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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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나이(yr) 신장(cm) 체 (kg) 잠수횟수

숙련자 26 172 76.1 1000

미숙련자 22 178 80 6

M±SD 24±2.83 175±4.24 78±2.76

표 1. 피험자의 특성

Ⅰ. 서 론

인간의 표 인 이동운동의 수단은 양 하지에 의한 

력에서 보행(gait)과 부력의 법에 의한 추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이동 수단의 공통 은 신경과 골격

근의 동원으로 사지분 의  간 상호작용과 기능  

응으로 이루어진다. 즉 머리, 목, 체간, 골반, 하지의 

리듬을 유지하고 각 은 한 가동범 와 안정성

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 분  간의 교차운동을 한다

(Winter,1990).

다양한 수 활동의 보편화  수 산업과 련

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증하고 있으며, 이

들의 수 에서 이동 수단은 휜 킥에 의해 가능하다. 

력상황에서 보행은 진행하는 방향에서 하지가 지

지기(supporting)와 스윙기(swing)로 구성되고, 부력상

황의 수 에서 휜 킥에 의한 이동은 성부력상태에서 

최 한 유선형을 유지한 채 회복기(recovery), 추진기

(propulsion), 활주기(gliding)의 주기 이고 연속 인 

국면과 이벤트로 구성된다.

육상이동과 련하여 신체부 에 따라 하 이 가해

지는 상황에서 연구는 손의 경우 Auble 등(1987), 

Graves 등(1987), 발목 혹은 다리의 경우 Burse 

등,(1979), Jones 등(1984), 종귀(1992) 복합부 (손, 

발, 머리)의 경우 Soule 등(1969) 등을 들 수 있다.

수 이동과 련한 연구로서 잠수 러터 킥과 휜의 

구조  특성의 안우 등(2003), 잠수 숙련도, 스트로크 

빈도수, 휜 종류에 따른 운동학  변인과 추진력의 박

재범(2003)  휜 유형별 신체 심의 추진의 류재청 등

(2005)을 들 수 있다. 이 들의 연구에서는 휜의 유형이

나 구조  특성  잠수숙련정도에 따른 운동학  비

교ㆍ분석을 하 다. 

각종 잠수활동과 련한 수 산업의 경우 필요한 장

비(슈트, 웨이트, 공기통, 각종 게이지뭉치, 휜, 기타 보

조장비)의 착용과 각종 작업 도구를 운반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따라서 수 에서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되는 

휜 킥의 추진력은 결국 작업능률과 비례한다.

상황에 따라서 요추와 등 에 체 비(%Wt) 하 이 

약40%Wt  기타장비를 운반하는 경우와 력이 상쇄

되어진 부력상황에서 각종 상해로 인한 재활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진력의 크기에 한 정량 인 자료

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력이 상쇄되어진 수 에서 

각종 잠수산업 뿐아니라 재활  훈련의 효과를 정량

화시키기 한 방편으로 휜 킥에 한 추진력의 효과

를 운동학 으로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잠수활동에 숙련된 남자1명(다

이빙회수 1000회 이상)과 미숙련 남자1명(다이빙회수 

10회)을 선정하 다. 모두 DAN(Dive Alert Network)

의 기 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다이버를 선정하 다.

2. 실험  분석장비

상촬 장비와 3차원 상분석시스템은 디지털 캠

코더 2 (60f/s, VX-2000, Sony), 통제 틀(2m×2m×1m,

Visol), LED(8555, V-Teck), 수 조명등 2개와 Kwon3D 

Motion Analysis Package(ver3.016, Visol) 다.

3. 실험 차

수  5m 풀장의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2명), 보조자

(10명)  연구 상자(2명) 모든 수심에서 성부력을 

취할 수 있는 잠수활동에 숙련이 된 경험자들로 구성

하 다. 실험장소는 실내수 장의 5m 풀장의 벽면으로

부터 2m 방과 양쪽 벽면(25m)의 앙에 통제  틀

을 설치하 다. 두 카메라는 통제  틀로부터 우측과 

좌측 120도 각을 유지하여 각 10m지 에 높이를 1m가 



잠수 휜 킥 유형별 신체 심 추진 동작의 운동학  분석  13

그림 1. 분석 이벤트  국면

되게 설치하 다. 촬 속도는 60field/sec로 하고, 노출

시간(exposure time)을 1/600로 설정하여 실험장면을 

완 히 포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1분간 통제 틀을 촬

한 후 제거하 다. 연구 상자의 복장은 수 팬티만

을 착용하게 한 후, 인체  21개 지 에 반사마크를 

부착시켰다. 정상 인 잠수장비(BC, 공기통, 웨이트, 휜, 

마스크)를 착용하여 완 한 성부력을 취하게 한 후 

신호에 따라서 휜 킥을 실시하여 연구의 분석국면의 

완 한 주기를 촬 하 다. 성부력의 높이는 바닥에

서 카메라 높이와 거의 평형이 되게 1m 수심을 유지

하게 하 다. 양쪽 카메라의 동조는 고무풍선을 이용하

다. 지정한 휜 킥의 유형에 따라 제거된 통제  틀 

공간범  내에서 각 휜 킥 유형을 3회씩 실시하여, 총 

18시기를 (3종의 휜 킥 유형 X 3회 보행 X 2  카메

라) 분석 상으로 활용하 다. 방향설정은 보행의 진행 

방향을 y축, 진행방향의 좌우를 x축, x-y축이 만나는 

에 해 수직축을 z축으로 설정하 다. 인체 모델은 

총 21개의  에 의한 17개의 신체분 로 연결 된 

강체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각 분 의 무게 심과 체 

무게 심의 치를 계산하기 한 인체 분  매개변수

(body segment parameters)는 Plagenhoef, S. C.등

(1983)의 자료를 이용하 다.

4. 휜 종류와 킥 유형

수 에서 휜 킥 유형별 추진력을 비교하기 해서 

한 가지 종류의 제트 휜(SCUBAPRO사 제조)이었고, 

열가연성 고무재질로 제작된 형사이즈(길이 47.5cm, 

폭 23cm, 무게 1090g)를 사용하 다. 

수 에서 휜 착용상태에서 이동은 휜 킥 만으로 이

루어지고, 양손은 항을 게 받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 다. 수 에서 이동시 킥에는 러터 킥(flutter 

kick), 사이드 킥(side kick), 백 킥(back kick), 돌핀 킥

(dolphin kick), 가  킥( scissors kick)등이 있으나, 일

반 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3가지 킥을 분석하 다. 

① 러터 킥(flutter kick) : 추진시 히 을 축으

로 양 하지를 한 분 이 되게 하여 교 로 하방의 킥

을 하여 추진하지가 상 하지와 11자를 이룰 때까지 

킥을 한다.

② 사이드 킥(side kick) : 러터 킥의 11자 자세에

서 몸통을 으로 반쯤 기울인 자세에서 하지를 벌린 

후 원래자세로 양발을 모은다. 

③ 돌핀 킥(dolphin kick) : 양 하지와 몸통을 도

처럼 상하로 리듬있게 움직이면서 추진한다. 

5. 이벤트와 분석국면

연구의 이벤트와 분석국면은 <그림 1>과 같다.

1) 이벤트(event) : 추진하지의 1 스트록동안 4개의 

이벤트로 구분하 다. 

① 비자세(RE) : 양하지는 11자로 유지한 채 복와

 상태에서 성부력을 취한자세 

② 하지의 최고 (RC) : 추진직  히 을 축으

로 발이 최고 도달 자세 

③ 추진(PP) : 추진하지의 최고 에서 추진을 해 

하방으로 향하는 자세

④ 추진종료(EG) : 양 하지가 11자형태에서 방으

로 활주가 완료된 자세

2) 분석국면(phase) : 추진하지의 1 스트록동안 3개

의 국면으로 구분하 다. 

① 회복국면(Recovery Phase) : 비자세(RE) ~ 최

고 (RC)까지

② 추진국면(Propulsive Phase) : 추진하지의 최고

(RC) ~ 양 하지가 11자가되는 자세(PP)까지

③ 활주국면(Gliding Phase) : 추진(PP) ~ 추진종료

(E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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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회복국면 추진국면 활주국면 총소요

숙련자

러터
1.434

(39.82)
.866

(24.07)
1.300

(36.11)
3.600

돌핀
.766

(30.87)
.584

(23.49)
1.133

(45.64)
2.483

사이드
1.383

(41.71)
.817

(24.62)
1.117

(33.67)
3.317

M(SD) 1.194(.37) .756(.15) 1.183(.10) 3.133(.58)

미숙련자

러터
1.734

(58.43)
.733

(24.72)
.500

(16.85)
2.967

돌핀
.816

(33.11)
.684

(27.70)
.966

(39.19)
2.466

사이드
1.917

(59.90)
.650

(19.80)
.666

(20.30)
3.283

M(SD) 1.489(.59) .689(.04) .711(.24) 2.905(.41)

표 2. 휜 킥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단 :sec, %)

6. 자료처리

Kwon3D(2004)의 3차원 분석 로그램에 의해 디지

타이징한 결과를 토 로 2차원 좌표 1 을 3차 스 라

스인 함수로 0.01  간격으로 보간하여 동조시켰고, 3

차원 좌표는 Abdel-Aziz와 Karara(1971)의 DLT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인 인 오차와 기계 인 오차

에 의한 노이즈로 인해 발생한 오차는 Butterworth의 

2차 역통과필터(low-pass filter)법을 이용하여 스무딩

(6Hz)하 다. 산출된 3차원 좌표를 토 로 산출된 자료

는 시간변인, 선운동학  변인, 각운동학  변인이었다. 

2 의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상자료는 휜 킥 유형별 

3회씩 실시한 결과의 평균치를 분석하 다. 산출된 운

동학  변인은 각 휜 킥 유형별 비교를 용이하게 표

화(normalization)시켰고, 각 국면마다 휜 킥 유형별 추

진력의 차이검증을 해 일원변량분석(SAS 통계패키

지)을 하 다.

Ⅲ. 결과  논의

1. 소요시간

휜 킥 유형에 따라 각 국면과 동작완료 시 까지 소

요된 시간은 <표 2>와 같이 모든 킥의 평균을 볼 때 

숙련자의 경우 평균 3.133±0.58 로서 미숙련자의 평균 

2.905±0.41 보다 .228  더 지연되어 완료하 다.

숙련자의 추진 국면에서 모든 휜 킥의 평균이 

.756±.15 , 미숙련자의 평균이 .689±.04 로서 숙련자

의 경우가 .067  더 많은 시간에 걸쳐 추진하 고, 활

주국면의 경우 숙련자가 평균 1.183±.10 로서 미숙련

자의 평균 .711±.24 보다 .472  더 많은 시간동안 활

주국면을 가졌다.

숙련자의 경우 총 소요 시간은 러터의 평균 3.600

, 사이드의 평균 3.317 ,  돌핀킥의 평균 2.483

의 순으로 더 많이 지연되었고, 모든 휜 킥에서 지연된 

순서는 모든 국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숙련자의 경우 총 소요 시간은 사이드의 평균 

3.283 , 러터의 평균 2.967   돌핀 킥의 평균 

2.466 의 순으로 더 많이 지연되었고, 숙련자와 달리 

모든 휜 킥에서 지연된 순서는 각 국면마다 일 성이 

없었다.

휜 킥 유형별 소요시간을 정리하면 모든 킥에서 숙

련자가 미숙련자에 비하여 평균 .228  더 지연되어 완

료하 고, 이는 추진국면의 .087 와 활주국면의 평균 

.472  더 긴 지연시간에 귀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

련자의 경우 체  각 국면 소요시간에서 러터>사

이드>돌핀킥의 일 된 순으로 많은 소요시간을 보인결

과 회복과 추진국면동안 충분한 하지 신 으로 더 긴 

활주국면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류 등(2005)과 안(2003)의 잠수용 

휜 유형별 킥의 비교분석에서 모든 휜 유형에서 평균 

2.60±.48 로서 숙련자의 경우보다는 평균 .533  더 

짧았고, 미숙련자의 경우에 비교하면 평균 .305  더 

긴 소요시간을 보 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선 운동학  변인

1) 신체 심 치변화

휜 킥 유형별 국면과 동작완료 시 까지 추진력 크

기의 측도가 되는 진행방향(Y)으로 신체 심의 치변

화는 <표 3>과 같이 숙련자의 경우 추진과 활주국면의 

합이 평균 101.75±18.22cm, 미숙련자의 평균 

74.30±8.43cm로서 숙련자의 경우가 평균 27.45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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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회복국면 추진국면 활주국면 추진+활주

러터 .77 43.74 73.40 117.14

숙련자 돌핀 31.28 34.47 72.00 106.47

사이드 -10.33 27.96 53.67 81.63

M(SD)
7.24

(21.55)
35.39
(7.93)

66.36
(11.01)

101.75
(18.22)

러터 59.01 40.81 30.24 71.05

미숙련
자

돌핀 33.01 36.87 47.01 83.88

사이드 39.55 33.20 34.78 67.98

M(SD)
43.86

(13.52)
36.96
(3.81)

37.34
(8.67)

74.30
(8.43)

표 3. 진행방향(Y)에서 휜 킥 유형별 평균 신체 심 치  
변화 (단  : cm)

구분 유형
회복국면 추진국면 활주국면

M(SD) Max M(SD) Max M(SD)

러터
.52

(10.29b)
99.22

51.42
(35.97b)

100.57
56.33

(19.48b)

숙련자 돌핀
40.38

(21.11
c)

89.72
59.83

(14.13b)
94.45

63.34
(14.77c)

사이드
-7.57

(6.79a)
78.07

35.01
(30.66a)

68.47
47.81

(10.08a)

F
(p)

236.86
(.000)

7.76
(.001)

16.95
(.000)

러터
33.88

(13.73c)
82.03

56.32
(15.75)

84.31
59.99

(13.64
b)

미숙련자 돌핀
40.04

(10.39b)
68.26

54.09
(6.30)

68.45
48.58
(9.23

a)

사이드
20.05

(14.91a)
80.17

51.09
(20.62)

76.03
51.98

(11.84a)

F
(p)

48.02
(.000)

.86
(.426)

10.28
(.000)

 (a, b, c : 휜 킥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4. 진행방향(Y)에서 휜 킥 유형별 평균 신체 심속도
(단 : cm/sec)

많은 추진결과를 보 다.

숙련자의 경우 휜 킥 유형별 추진과 활주국면동안 

신체 심의 진행은 러터의 평균 117.14cm, 돌핀의 

평균 106.47cm,  사이드 킥의 평균 81.63cm의 순으

로 크게 나타났다. 미숙련자의 경우 돌핀의 평균 

83.88cm, 러터의 평균 71.05cm,  사이드 킥의 평균 

67.98cm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련자가 

미숙련자에 비해 러터에서 평균 46.09cm, 돌핀에서 

22.59cm  사이드 킥에서 평균 13.70cm의 순으로 더 

많은 신체 심의 치변화를 보 다. 

이상을 종합 정리하면 숙련자가 미숙련자의 경우에 

비하여 추진과 활주국면에서 더 많은 신체 심을 추진시

킨 결과는 더 긴 지연된 시간동안 더 정확하고 강한 킥

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숙련자의 경우 휜 킥 유형별 

러터>돌핀>사이드 킥의 순으로 더 큰 추진력을 보 다.

2) 신체 심 속도변화

휜 킥 유형별 국면과 동작완료 시 까지 추진력의 

강도가 될 수 있는 진행방향(Y)으로 신체 심의 속도

는 <표 4>  <그림 2>와 같이 숙련자의 경우 추진국

면에서 최 속도는 러터의 평균 99.22cm/sec, 돌핀의 

평균 89.73cm/sec,  사이드 킥의 평균 78.07cm/sec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진결과 나타나는 활주국면은 러

터의 평균 100.57cm/sec, 돌핀의 평균 94.45m/sec,  

사이드 킥의 평균 68.47cm/sec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숙련자의 경우 추진국면에서 최 속도는 러터의 

평균 82.03cm/sec, 사이드의 평균 80.17cm/sec,  돌

핀 킥의 평균 68.26cm/sec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진결

과 나타나는 활주국면은 러터의 평균 84.31cm/sec, 

사이드의 평균 76.03cm/sec,  돌핀 킥의 평균

68.45cm/sec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국면에서 신체 심의 진행방향으로 최 속도 값

은 숙련자가 러터 킥에서 평균 17.19cm/sec, 돌핀 킥

의 평균 21.47cm/sec로서 더 큰 값을 보 고, 반면사이

드 킥의 경우 미숙련자가 숙련자에 비하여 평균 

2.1cm/sec로서 더 큰 값을 보 다. 

활주국면에서 신체 심의 진행방향으로 최 속도 값

은 숙련자가 러터 킥에서 평균 16.26cm/sec, 돌핀 킥

의 평균 26.00cm/sec가 더 큰 값을 보 고, 사이드 킥

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추진국면과 활

주국면에서 숙련자가 모든 휜 킥 유형에서 더 강한 추

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류 등(2005)의 진행방향(Y)에서 추진

기의 신체 심 평균 속도는 6.72±9.02m/sec, 활주시의 

평균속도는 16.15±38.46m/sec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숙련자와 미숙련자의 추진  활주국면의 최

속도의 경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 다. 즉 류 등

(2005)과 안(2003)의 경우 휜의 구조(4종)에 따른 휜의 

재질에 따라서 편차를 많이 보인 바면, 본 연구의 경우

는 한 종류의 휜으로 킥을 하므로서 각 킥 간에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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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행방향(Y축)의 신체 심속도

구
분

유
형

오른쪽 하지 왼쪽하지

히 무릎 발목 히 무릎 발목

숙
련
자

러
터

158.07
(20.06

b)
168.08
(6.50

b)
143.41
(7.53

c)
144.54
(11.92

a)
148.49
(20.54

b)
152.66
(15.75

b)

돌
핀

147.66
(7.20

a)
125.36
(38.56a)

165.57
(6.15b)

150.04
(8.03b)

121.97
(38.71a)

164.84
(6.26c)

사
이
드

161.77
(14.10

b)
162.55
(6.49b)

126.14
(12.98a)

151.66
(16.19b)

169.18
(4.27c)

125.51
(18.00a)

F
(p)

8.82
(.000)

51.55
(.000)

172.31
(.000)

4.19
(.017)

41.31
(.000)

79.45
(.000)

미
숙
련
자

러
터

169.69
(5.45

b)
174.75
(3.07c)

159.82
(2.95b)

160.23
(6.08)

165.60
(7.03a)

166.08
(5.45b)

돌
핀

159.94
(8.48

a)
161.56
(16.34a)

162.84
(8.54b)

158.52
(5.85)

161.65
(10.76a)

163.54
(6.75b)

사
이
드

159.21
(10.63

a)
168.81
(6.55b)

138.85
(15.71a)

160.48
(8.18)

171.71
(4.26b)

150.58
(10.33a)

F
(p)

20.85
(.000)

17.59
(.000)

65.13
(.000)

1.01
(.364)

16.65
(.000)

47.21
(.000)

 (a, b, c : 휜 킥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5. 추진국면에서 휜 킥 유형별 하지분 의 평균 각도
(단 :deg)

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 정리하면 미숙련자에 비하여 숙련자의 

경우가 추진과 활주국면에서 신체 심의 최  속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숙련자의 경우 추진과 활주국

면에서 모두 러터≥돌핀>사이드 킥의 순으로 신체

심 추진에 기여를 한 반면, 미숙련자의 경우 러터>

사이드>돌핀의 순으로 크기를 보 다.

2. 각 운동학  변인

1) 하지분  각도

수 에서 3유형의 휜 킥을 할 때 발+하퇴+ 퇴의 

분 이 하나가 되어 상하  좌우로 킥을 하게 하 지

만 이 때 각 피험자  숙련도에 따라서 의 각도

를 다소간 달리하면서 킥을 한 결과 신체 심의 추진

에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추진국면에서 하지분 의 

각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5>  <그림 3>와 같다. 오

른쪽 하지의 평균 각도에서 숙련자의 히  각도는 

사이드≥ 러터>돌핀의 순[F=8.82, P<.000], 무릎의 경

우 러터≥사이드>돌핀의 순[F=51.55, P<.000], 발목의 

경우 돌핀> 러터>사이드[F=172.31, P<.000] 킥의 순으

로 추진 각을 크게 유지하 다. 즉 각 하지 별 각

도의 크기에서 휜 킥 유형별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

이를 보 으나, 모든 에서 휜 킥의 유형별 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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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지분 의 각도 변화

순서가 없이 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숙련자의 히  각도는 러터>돌핀≥사이드

의 순[F=20.85, P<.000], 무릎의 경우 러터≥돌핀>사

이드의 순[F=17.59, P<.000], 발목의 경우 돌핀> 러터>

사이드[F=65.13, P<.000]의 순으로 추진 각을 크게 유지

하 다. 즉 숙련자와 미숙련자 모두에서 휜 킥의 유형

에 따라서 추진기의 하지 각도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류 등(2005)와 안(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발목 의 각도에서 회복기에서 추진기의 

평균 126도, 추진기에서 활주기의 평균 167도의 각도와 

비교할 때 비슷한 굴곡각도를 보 다. 

왼쪽 하지의 평균 각도에서 숙련자의 히  각도

는 사이드≥돌핀> 러터의 순[F=4.19, P<.017], 무릎의 

경우 사이드> 러터>돌핀의 순[F=41.31, P<.000], 발목

의 경우 러터>돌핀>사이드[F=79.45, P<.000]의 순으

로 추진 각을 크게 유지하 다. 즉 숙련자의 오른쪽 하

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하지 별 각도의 크기

에서 휜 킥 유형별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모든 에서 휜 킥의 유형별 일 된 순서가 없

이 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숙련자의 히  각도는 휜 킥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무릎의 경우 사이드> 러터≥

돌핀의 순[F=16.65, P<.000], 발목의 경우 러터≥돌

핀>사이드[F=47.21, P<.000]의 순으로 추진 각을 크게 

유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류 등(2005)과 안(2003)의 결과와 비

교하면 회복기에서 추진기의 평균 발목 각이 160.5도, 

추진기에서 활주기의 평균 178.43도를 보인 결과 본 연

구의 경과보다는 다소 더 신 된 발목 각을 유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숙련자의 모든 휜 킥 유형별 하지 의 추진각

의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미숙련자의 경우 

히 을 제외한 무릎과 발목 의 추진 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미숙련자의 경우 숙련자에 비해 하지 모든 에서 

추진 각을 더 크게 유지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충분

한 신   굴곡을 하지 못한 채 추진국면이 완료되었

음을 알 수 있다.

2) 하지분 각속도

휜 킥 유형별 하지분 ( 퇴+하퇴+발)의 각속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6>  <그림 4>와 같다. 숙련자의 

경우 추진국면에서 평균  각속도는 러터>돌핀≥

사이드의 순[F=13.75, P<.000]으로 휜 킥 유형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활주국면에서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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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회복국면 추진국면 활주국면

러터
64.19

(89.98b)
-110.62
(99.66a)

-8.68
(31.51a)

숙련자 돌핀
-.54

(49.86a)
-10.59

(28.59b)
3.79

(27.63b)

사이드
53.02

(72.01b)
-89.85

(105.62b)
-3.90

(22.66ab)

F
(p)

11.67
(.000)

13.75
(.000)

3.71
(.026)

러터
28.60

(50.28)
-71.19

(80.80a)
10.98

(23.40b)

미숙련자 돌핀
18.92

(40.83)
-13.34

(48.21b)
-2.24

(23.10a)

사이드
28.15

(47.93)
-93.83

(73.12a)
1.37

(20.76ab)

F
(p)

.803
(.449)

14.61
(.000)

3.45
(.035)

 (a, b, c : 휜 킥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6. 휜 킥 유형별 국면별 하지분 의 각속도 (단 :de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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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지분 의 각속도 변화

터>돌핀≥사이드의 순[F=3.71, P<.026]으로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숙련자의 경우 추진국면에서 평균  각속도는 

사이드≥ 러터>돌핀의 순[F=14.61, P<.000]으로 휜 킥 

유형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활주국면

에서는 러터>돌핀≥사이드의 순[F=3.45, P<.035]이었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휜 킥 유형별 하지의 각속도를 정리하면 휜 킥을 하

는 하지( 퇴-하퇴-발)를 1개 분 로 간주하여 각속도

를 분석한 결과 추진국면에서 숙련자의 러터>돌핀≥

사이드  미숙련자의 사이드≥ 러터>돌핀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활주국면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 추진국면에서 3종류 휜 킥 유형 모두 

숙련자가 미숙련자의 경우에 비해 더 큰  각속도

를 보인 결과 더 강한 하지 휜 킥을 구사하여 신체

심의 추진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 동체 후경각

수  휜 킥에 의한 진행방향의 추진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체의 ㆍ후 경각을 들 수 있

다. 즉 추진 시에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성부력의 상

태에서 진행방향에 해 유선형을 유지하여 휜 킥을 

크게하므로서 더 은 유체 항과 추진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휜 킥 유형별 동체의 

ㆍ후 경각을 정리한 결과는 <표 7>  <그림 5>와 같

다. 숙련자의 후경각은 추진국면에서 사이드≥돌핀>

러터 킥의 순[F=25.37, P<.000]이었고, 활주국면에서

는 돌핀>사이드> 러터 킥의 순[F=39.33, P<.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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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회복국면 추진국면 활주국면

러터
15.54
(4.72b)

7.48
(1.41a)

9.69
(1.59a)

숙련자 돌핀
20.18

(10.16c)
10.16
(3.44b)

24.55
(5.54c)

사이드
10.20
(3.98a)

11.03
(2.87b)

12.02
(1.33b)

F
(p)

42.61
(.000)

25.37
(.000)

39.33
(.000)

러터
9.69

(1.25a)
5.97

(1.17a)
5.42
(.45a)

미숙련자 돌핀
22.42

(11.15c)
13.90

(11.62b)
32.52
(1.45c)

사이드
14.44
(4.41b)

15.56
(1.94b)

17.15
(1.21b)

F
(p)

87.48
(.000)

24.01
(.000)

30.03
(.000)

 (a, b, c : 휜 킥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7. 휜 킥 유형별 동체의 ㆍ후 경각 (단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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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체의 후경각

나타난 바, 추진  활주국면에서 진행방향으로 동체의 

후경각에 의한 항은 러터 킥의 경우가 가장 

었고, 사이드와 돌핀 킥의 경우 비슷한 자세를 유지하

다. 즉 모든 휜 킥 유형에서 가장 큰 각을 유지한 경

우는 활주국면에서 돌핀 킥의 평균 24.55±5.54도 고, 

최소의 경우 추진국면에서 러터 킥의 평균 7.48±1.41

도로서 휜 킥 유형간 최  17.07도의 차이를 보여, 추

진과 활주 시에 휜 킥의 유형에 따라서 동체의 항에

는 큰 차이를 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숙련자의 경우 추진국면에서 사이드≥돌핀> 러

터 킥의 순[F=24.07, P<.000]이었고, 활주국면에서는 돌

핀>사이드> 러터 킥의 순[F=30.03, P<.000)으로 나타

난 바, 추진  활주국면에서 진행방향으로 동체의 

후경각에 의한 항은 러터 킥의 경우가 가장 었

고, 사이드와 돌핀 킥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각을 보

다. 모든 휜 킥 유형에서 가장 큰 각을 보인 경우는 활

주국면에서 돌핀 킥의 평균 32.52±1.45도 고, 최소의 

경우 활주국면에서 러터 킥의 평균5.42±.45도로서 휜 

킥 유형간 최  평균 27.1도의 차이를 보여, 휜 킥 유

형별에 따라서 동체의 항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숙련자와 미숙련자에서 추진과 활

주 시에 동체의 후경각자세로 인한 유체 항을 가장 

게 받았던 경우는 러터 킥이었고, 돌핀킥과 사이드 

킥은 서로 비슷한 크기를 보 다. 한 숙련자의 경우

가 미숙련자에 비해 최  차이는 평균 7.97도 만큼 더 

작은 각을 유지하 고, 최소의 경우는 2.06도 더 큰 것

으로 나타난 바, 숙련자의 경우가 추진 시에 더 바람직

한Z 동체의 자세를 유지한 채 킥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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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제언

잠수 휜 킥의 유형별 신체 심의 추진에 미치는 

향을 비교ㆍ분석하여 각종 잠수산업, 수 재활  체력

강화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량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실험은 5m 풀장에서 실시하 고 숙련자에 

해 3차원 상분석을 통해 나온 운동학  변인을 근거

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체  각 국면 소요시간에서 러터>사이드>돌

핀킥 순서의 지연은 회복국면과 추진국면(평균.756±.15

)동안 더 큰 하지 신 ㆍ굴곡으로 더 긴 활주국면(평

균 1.183±.10 )과 신체 심 추진에 기여를 하 다.

2. 추진(평균 35.39±7.93cm)과 활주국면(평균 

66.36±11.01cm)에서 더 많은 신체 심의 추진결과는 더 

지연된 시간동안 더 큰 킥을 한 결과로서 러터>돌

핀>사이드 킥의 순으로 더 기여를 하 다.

3. 추진과 활주국면에서 최  신체 심 속도를 보

고, 러터≥돌핀>사이드 킥의 순으로 신체 심 추진

에 기여를 하 다.

4. 양 하지 모두에서 휜 킥 유형별 각도 크기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일 된 순서가 없었다.  

각속도는 추진국면에서 러터>돌핀≥사이드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활주국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추진과 활주국면에서 동체의 후경각에 의한 유

체 항은 러터>돌핀≥사이드 킥의 순으로 작았고, 

숙련자는 미숙련자에 비해 최  평균 7.97도, 최소 2.06

도 후경각의 차이를 보 다.

즉 추진국면의 소요시간을 지연시킨 킥의 경우가 신

체 심의 추진거리와 속도에 더 기여를 하 고, 러터 

킥의 경우에 후경각에 의한 동체의 유체 항을 가장 

덜 받고, 하지의 각속도를 증 시켜 신체 심 추진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수 에서 신체 심의 최  속도를 요구하는 

이동수단이 필요한 각종 잠수산업뿐 아니라 재활을 

한 건강  체력강화훈련에서 가장 바람직한 킥의 유

형은 러터 킥으로 나타났지만, 운동의 효과차원을 분

석하기 해서는 휜의 구조  특성과 함께 병행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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