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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공 돌기 동작의 운동역학  분석

Kinetic Analysis of the Salto Side-Ward Tucked on the Balance Beam

여홍철*․장재 (경희 학교)
Yeo Hong-Chal*․Chang Jae-Kwan(Kyunghee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균 에서 필수요구조건(EGR)에 해당되는 동작인 공 돌기 동작의 성공과 실패를 운동역학 으로 

비교 분석하 다. 연구 상은 국가 표 선수들로 하 으며, 연구의 목 은 기술의 실수 요인을 규명하여 지도자  
선수들에게 과학 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성공시 공 돌기 동작의 신체 심은 평균  앙 심으
로 좌-우축으로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동작의 특성상 회 하는 방향으로 신체 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약구간인 event2와 3에서 성공시 상 하 변화가 크게 나타나 체공시간을 높이는 것으로 투사변인이 실패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한 공  비약을 해 다리를 차는 동작을 하는 오른쪽 고  
각도와 속도, 각속도가 실패시 보다 성공시 동작에서 모두 크게 나타나 도약의 최 조건을 수행하고 있다. 어깨를 

심으로 상지분 의 속도와 견  각속도를 크게 함으로써 운동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오른쪽 견  각속도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오른쪽 다리를 잡기 한 결과이다.  공 돌기 동작에서 실패시 보다 성공시 동작에서 x축을 

심으로 각운동량이 크게 나타나 공  비행 동작은 x축을 심으로 각운동량을 크게 하는 것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 돌기 특성상 y축과 z축으로 각운동량도 정한 비율로 동작이 이루어져야 성공 인 동작을 만들 
수 있다.

ABSTRACT
H. C. YEO, J. K. CHANG, Kinetic Analysis of the Salto Side-Ward Tucked on the Balance Beam.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8, No. 3, pp. 61-69,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ccess or failure on the balance beam in element group requirements posture which is bending salto side-ward 
tucked through kinetic analysis. The national team players were participated. The goal was to present training 

methods to coaches and athletes so as to provide scientifically useful informat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below. When the performance was successful, the features  of the body's center of gravity 
during the side somersault motion showed to spread from the center of the balance beam and the center of the 

gravity moved to the direction of the body's rotation. In the spring sections - event2 and 3, when the 
performance was successful, up/down fluctuation became more wider and increased air time. It supported the 
result that the projecting variable was higher than in failure trial. In addition, the right side hip joint angles and 

speed, and angular velocity as jumping up for a leap were larger than in failure trial. Those variables show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a leap. By increasing the speed of the upper limb from the shoulder and the speed of 
the shoulder joint angular velocity, the momentum was increased. Especially the right side shoulder joint angular 

velocity increased dramatically because the right leg was held. As to the side somersault motion, the angular 
momentum of successful trial with respect to x-axis was bigger than failed trial. It indicated that the increasing 
angular momentum with respect to x-axis was an important factor in flying motion. Besides, as to side 

somersault, the appropriate proportion of angular momentum with respect to y-axis and z-axis was a key to 
successful t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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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평균  특성은 폭 10㎝ 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밸런

스(balance) 유지가 불안정 할 때 실수율이 가장 높은 종

목 에 하나이다. 마루운동에서 수행되었던 텀블링

(tumbling) 기술이 평균  에서 실시되면서 다양한 기

술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규격조건의 제한성 때문에 마루

운동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동작도 평균  에서 실

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윤희 , 류지선, 

김동민, 김 란, 2000). 평균  종목은 도약을 통한 오르

기(mount), 다양한 기술의 간 동작, 내리기(dismount)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동작들

의 난도를 정 배분하여 조화롭게 연기하여야만 높은 

수를 획득할 수 있다(이기정, 김 란, 2002).

평균  동작 수행의 선행 연구들은 오르기 기술인 

도움 짚고(round off) 몸 펴 뒤 공 돌기 동작을 구름

에 내장된 반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운동역학 인 변

인들을 산출하 고(최인애 1991; 이기정, 김 란, 2002), 

기본 기술인 Back Handspring 동작(이종락, 안완식, 

2000)과 D난도 기술인 앞 공  돌기 동작(윤희 , 류지

선, 김동민, 김 란, 2000)의 운동학 인 변인을 분석하

다. 연결 기술 동작으로는 백핸드 수완 동작을 성공

과 실패시 비교 연구를 나타낸 결과로 공  비약을 하

기 해 굴곡된 들을 순간 으로 신 시킬 때 머

리와 견  각속도를 가장 크게 해야 한다고 하 다

(소재무, 김윤지, 김용석, 2008). 국외 연구에서는 평균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Spiros, Yoon-hoo, & 

william, 2006)이며, 그  Hars, Holvoet, Gillet, 

Barbier, & Lepoutre,(2005)는 동  균형 조 을 나타내

기 해 체조 선수들을 상으로 3-D 지면 반력을 평

균  에 설치하여 뒤로 허리재기 동작 시 손과 다리

가 지면에 닿을 때의 밸런스를 측정하 고, 그 외에 

Brown, Witten, Espinoza & Witten,(1995), Brown, 

Witten, Weise, Espinoza & Wisner, & Witten,(1996)은 

지면 반력을 이용하여 평균 에서 여러 가지 공 돌기 

동작의 내리기 기술을 분석하 다.

2006년 새롭게 개정된 체조 심  규정에 의하면 필

수 으로 연기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각 

종목별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필수요소그룹

(Element Group Requirements : EGR)이라고 하여 각 

요소별로 0.50 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요소가 빠질 

경우 난도 수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EGR은  스 

요소 연결(leaps - one leap, jump or hop), 턴(turns - 

on one foot), 공 돌기가 포함된 아크로바틱 연결

(acrobatic series), 앞으로 그리고 으로 도는 공 돌

기(salto forward/sideward)와 D 난도 이상의 내리기

(dismount) 기술로 구성 되어져야만 한다(Federation 

International Gymnastics, 2006).

세계 정상 선수들의 평균  난도 변화 분석 연구(김

진수, 이필 , 2002; 강순용, 권오석, 2007)에서 제시하

듯이 40%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난도를 실수 없이 

실행해야 메달에 근성이 높여지게 된다. 한 체 

연기를 구성하는데 있어 에서 언 한 EGR을 포함하

는 D난도 가치 이상의 기술을 실시했을 때 더욱 좋은 

수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EGR에 해당하는 앞으로 

는 으로 도는 공 돌기 동작   공 돌기 

(salto sidward-cord number : 5.420) 동작은 마루 운동

에서 A 난도이지만 평균 에서는 D 난도로 0.40의 가

치 을 가지고 있으며 무릎 구부리는(tucked) 동작과 

무릎을 피는(piked) 동작이 같은 그룹에 있지만 서로 

다른 기술로 인정이 되어 한번 배운 기술로 두 가지 D 

난도 연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공

돌기 동작은 처음에 정면을 보고 시작하여 한 발로 공

 비약을 하면서 90도 회 을 하여 평균 와 같은 선

상으로 착지하는 동작으로 착지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실수율이 매우 큰 요소이기도 하다.

4년 마다 채  규정 서클이 바 면서 평균  실수에 

한 감  요인은 더욱 세분화 되어져 기구에서 떨어

짐이 0.80 , 균형 유지를 한 추가 동작을 했을 경우 

최  0.50 의 감 이 주어지게 되며 술성에 한 감

도 추가 으로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고난도 기술의 정확성과 술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 여자 체조가 1988년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재까지 올림픽 출 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기를 극복

하기 해서는 기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균  경기에서 EGR에 해당되

는  공 돌기 동작의 성공과 실패를 운동역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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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S) 연령(yr) 신장(cm) 질량(kg) 운동경력(yr)

A1 17 145 32 7

A2 18 154 41 8

A3 18 154 43 10

A4 18 155 45 9

M/SD 17.75/0.50 152.00/4.69 40.25/5.74 8.50/1.29

표 1. 피험자의 특성

그림 1. 실험 배치도

석을 통해 기술의 실수 요인을 규명하여 지도자  선

수들에게 과학 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로는 국가 표 여자 체조선수 4명

을 선정하여 실험에 한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

어 선발하 으며 피험자들의 구체 인 신체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실험  분석 장비

본 실험에 동원된 장비에는 피험자가 평균  에서 

동작을 하는 상을 촬 하기 해 고속 카메라 

Motion Mastar 100(Visol, Korea) 여섯 를 사용하

다. 이때 모든 카메라 속도는 100 frame/sec로 설정하

으며 3차원 실 공간좌표 설정을 해 평균   간 

지 에 1m×2m×2m의 통제  틀(control object)을 설치

하여 촬 하 고 카메라 동조는 Hardware External 

Trigger 방식을 사용하 다. 통제   신체  심의 

좌표화는 상으로 나타나는 표시  치를 신체 공간

상의 좌표 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이러한 좌표화

는 기  공간에서 통제  좌표화의 공간상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체  심 에 한 좌표로 나 어진다.

신체  심의 좌표화는 신체를 총 22개의 

을 가진 14개의 분 로 연결된 강체 시스템(linked 

rigid body system)으로 정의하 으며 이러한 분 의 

무게 심 과 신체 심 치 산출은 Plagenhoef(1983) 

신체분 지수(body segment parameter) 자료를 사용하

으며 신체  심 의 좌표화와 3차원 좌표 계산

과 자료처리는 kwon 3D XP 로그램을 사용하 다.

2. 실험 설계  방법

동작 분석을 한 실험 장비 설치는 피험자가 평균

 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 신체 심의 운동학  변

인을 측정하기 해 고속 카메라 6 를 평균  심으

로 좌 우 측면에 각각 세 씩 설치하 다. 실험에 임

하기  오토 디지타이징(auto dizitizing) 작업을 해 

피험자의 22개 신체 에 반사마커를 부착하 다.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비운동을 한 다음 통제  틀을 

평균  에 설치하고 제거하 다. 피험자들에게  공

돌기 동작을 설명한 후 다섯 번씩 실시하도록 하

으며 촬 과 동시에 실시간 슈퍼컴퓨터에 장되도록 

하 다. 구체 인 실험 상황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각 선수들이 실행한 다섯 번 동작 에서 착지시 흔들

림이 없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한 성공 동작과 기구에

서 떨어진 경우, 혹은 0.3  이상의 흔들림이 있는 실

패 동작을 선정하여 총 8 동작을 분석하 다.

연구 상자들의  공 돌기 동작을 운동학 으로 

분석하기 해 5개의 event와 4개의 phase로 세분화 

하 으며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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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p4

성공
M 0.60 0.27 0.34 0.73

SD 0.19 0.18 0.18 0.33

실패
M 0.61 0.24 0.31 0.45

SD 0.25 0.34 0.38 0.48

t-value -.344 .218 .467 3.160

p .754 .842 .672 .051

표 2. 소요시간                                    (sec)

그림 3. 각도 정의

그림 2. Event and Phase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평균  기술 분석을 해 피험자의 좌, 

우측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3차원 상분석을 실시

하 다. 샘 링 빈도는 100Hz이며 셔터 스피드는 

1/1000 로 설정하 다. 촬 으로 획득된 상은 

Kwon 3D XP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회  동작

의 주요 event별 시간정보와 치정보를 획득하 으며 

오토 디지타이징 하 다. 노이즈(noise)를 제거하기 

해 Butterworth 역 통과 필터링(low pass filter)을 하

으며 이때의 차단 주 수는 6Hz로 하 으며 고  

각도 정의는 <그림 3>과 같다.

집단내의 성공과 실패 비교를 해서 SPSS 통계 

package 12.0을 이용하여 응 t-test를 실시하 으며, 

통계  검정을 한 유의수  α = .05로 하 다.

Ⅲ. 결과  논의

1. 소요시간

평균  공 돌기 동작 시 성공과 실패시기의 소요

시간에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래의 결과를 살펴보면 p1 구간의 소요시간은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2~p4 구간에서는 성공과 실

패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공  비약을 하기 해 다

리를 차는 구간에서는 성공시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

으며 공  비약 구간인 p3에서도 성공시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특히 착지 구간인 p4에서는 성공과 실

패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이는 착지구간에서 성공시 동작이 완 한 착지 동

작을 이루지 못한데서 나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신체 심

평균  공 돌기 동작 수행  성공과 실패시 신

체 심 변 를 좌우(X축), 수평(Y축), 수직(Z축)으로 산

출하여 그 결과를 event별 평균으로 나타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 심 변 를 살펴보면 체 으

로 성공시기가 실패시 보다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

데 평균  밸런스 유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x축

에서 성공시 동작이 크게 나타났다. 성공시 e1은 

0.50±0.01m이며  e5는 0.57±0.17m로 나타나 차 우측

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실패시는 e1과 e5가 

0.51±0.06m로 나타나 시작자세와 착지자세의 좌우 이

동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

분의 평균  밸런스를 유지하기 해 x축의 변화가 크

지 않는 것이 성공의 척도 는데(소재무 등, 2008), 

공 돌기 동작은 비행시 90도 회 을 하여 평균 와 

같은 선상으로 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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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1 e2 e3 e4 e5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성
공

M 0.50 0.04 0.95 0.51 0.55 0.68 0.53 0.84 0.69 0.55 1.24 0.73 0.57 1.64 0.77

SD 0.01 0.25 0.07 0.01 0.24 0.05 0.02 0.25 0.03 0.01 0.21 0.06 0.17 0.23 0.10

실
패

M 0.51 0.01 0.95 0.50 0.50 0.69 0.52 0.79 0.66 0.53 1.17 0.71 0.51 1.52 0.73

SD 0.01 0.25 0.07 0.01 0.22 0.01 0.01 0.22 0.06 0.03 0.26 0.05 0.06 0.36 0.12

t-value -1.732 1.718 1.000 1.732 2.373 -.592 1.192 1.378 .885 1.059 .999 1.131 1.277 1.149 1.009

p .182 .184 .391 .182 .098 .595 .319 .262 .441 .367 .392 .340 .291 .334 .387

표 3. 신체 심변                                                                                            (m)

event
e1 e2 e3 e4 e5

성
공

M 0.49 2.36 1.27 1.42 0.35

SD 0.31 0.20 0.26 0.30 0.11

실
패

M 0.52 2.31 1.60 1.41 0.87

SD 0.39 0.24 0.34 0.42 0.38

t-value -.513 .657 -.1.336 .112 -3.702

p .643 .558 .274 .918 .034

표 5. 몸통 속도 변화                             (m/s)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 으로 성공시 동

작에서는 y축 즉 방으로의 이동과 z축인 상하 이동

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  비약을 시도하는 e3 구

간에서 평균 0.69m±0.03로 나타나 상하 이동을 크게 

하여 높은 체공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착지구간인 

e4와 e5에서도 높은 신체 심을 유지하여 기술의 완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시 동작에서는 방

으로의 이동이 작고 상하이동이 작게 나타나면서 실패

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투사 변인

공 돌기 동작은 인체를 공 에 띄워 기술을 수행한

다. 인체가 공 에 투사되면 투사체로 간주할 수 있다. 

동작 수행 시 투사변인 즉, 투사속도(인체 심속도), 투

사각도(인체 심속도벡터와 -y축 사이의 각도), 투사높

이(직립자세에서 인체 심높이-투사순간 인체 심높이)

와 착지높이(직립자세에서 인체 심높이-착지순간 인체

심높이)를 분석(정남주 2007)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공시 투사 속도는 1.86±0.29m/s이며 실패시는 

18.4±0.40m/s로 성공시 다소 빠른 투사속도를 나타내

고 있다. 성공시 투사 각도는 58.93±11.29°이며 실패시

는 47.67±11.24°로 나타나 성공시가 실패시 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투사 높이와 착지에서도 성공시 동작이 

더 높게 나타나 두 동작 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성공시기의 투사각도와 속도가 실패시 동작 보

다 크게 함으로써 신체 심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주요

인이 되고 있다.

event 투사속도
(m/s)

투사각도
(deg)

투사높이
(m)

착지높이
(m)

성공
M 1.86 58.93 0.69 0.77

SD 0.29 11.29 0.02 0.96

실패
M 1.84 47.67 0.66 0.73

SD 0.40 11.24 0.06 0.12

t-value .340 1.072 .885 .441

p .756 .362 1.009 .387

표 4. 투사변인

4. 속도

1) 몸통 속도 변화

<표 5>는 성공과 실패시 몸통 속도 변화 결과를 

event별로 나타낸 것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행 시작 단계인 e2와 e3 구간에

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e2의 몸통 속도에서

는 2.36±0.20m/s로 나타났으며 실패시 동작에서는 

2.31±0.24m/s로 나타나 성공시 몸통 속도가 좀 더 빠

르게 나타났다. 도약 구간인 e3에서 성공시는 

1.27±0.26m/s로 나타났으며 실패시는 1.60±0.34m/s로 

나타나 실패시 동작에서 몸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

났다. 착지구간인 e4는 몸통 속도가 비슷한 양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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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1 e2 e3 e4 e5

오
른
쪽

성
공

M 146.96 156.71 168.96 101.88 129.73

SD 5.22 19.84 4.45 22.90 18.91

실
패

M 147.98 155.88 163.87 111.30 108.91

SD 4.00 16.96 10.88 41.67 25.25

t-value -.894 .260 .907 -.916 1.488

p .437 .812 .431 .427 .234

왼
쪽

성
공

M 140.55 89.29 33.38 91.34 129.66

SD 23.70 15.86 8.59 12.09 19.68

실
패

M 141.11 94.14 44.45 80.60 100.84

SD 23.03 20.41 11.87 31.14 31.24

t-value -.693 -.617 -.1.248 1.102 2.184

.538 .581 .300 .351 .117p

표 7. 고  각도 변화                           (deg)

event
e1 e2 e3 e4 5

오
른
쪽

성
공

M 0.28 0.52 5.39 1.82 0.17

SD 0.18 0.13 0.36 0.28 0.06

실
패

M 0.28 0.44 4.78 2.61 0.82

SD 0.21 0.37 1.32 1.48 0.94

t-value -.150 .543 1.162 -1.153 -1.408

p .890 .625 .329 .333 .254

왼
쪽

성
공

M 0.45 0.91 1.98 5.10 0.17

SD 0.29 0.06 0.20 0.50 0.07

실
패

M 0.45 0.88 1.91 4.51 1.35

SD 0.33 0.10 0.62 1.66 1.98

t-value -.293 .717 .290 .961 -.1.924

.789 .525 .791 .407 .150p

표 6. 다리 속도 변화                              (m/s)

타내고 있으나 e5에서는 성공시 0.35±0.33m/s이며 실

패시는 0.87±0.38m/s로 나타나 실패시 몸통 속도가 크

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착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  몸통 속도가 공  비행을 하기 한 

도약 단계에서 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2) 다리 속도 변화

 공 돌기는 다리를 차는 순발력을 이용하여 비행

하는 동작으로 다리 속도 변화는 요한 요인이다. 다리 

분 의 event 별 속도에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리 분 의 속도 변화는 합성속도를 의미하며 체

구간의 성공시 동작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e2와 

e3 구간에서 오른쪽 다리의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을 볼 수 있다. 최 속도는 성공시 오른쪽 다리를 차는 

구간인 e3에서 5.39±0.36m/s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실패시 동작과는 4.78±1.32m/s로 성공시 동작이 더 크

게 나타났다. 그러나 착지구간인 e4와 e5 구간에서는 

성공시 보다 실패시 동작에서 더 크게 나타나 속도 제

어를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다리에서는 오른쪽 다리와 상반된 결과로 시작

구간에서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착지구간에서

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들려 있는 다리를 평균  에 

내리는 구간으로 속도를 증가하여 추진력을 높이기 

해 나타난 결과로 성공시 동작이 더 크게 나타나 공  

비약을 높이기 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착지동작인 e5

에서 성공시 0.17±0.07m/s로 나타났으나 실패시는 

1.35±1.98m/s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착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4. 고  각도

<표 7>은 성공과 실패시 고  각도 변화 결과를 

event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  오른쪽 고  각도를 

살펴보면 비행을 해 다리를 차내는 순간인 e3에서 

성공시 동작은 168.96±4.45°이며 실패시 동작은 

163.87±10.88°로 나타나 성공시 동작에서 다소 큰 각도

를 나타내었다. 착지구간인 e5 동작에서 성공시는 

129.73±18.91°인데 비해 실패시는 108.91±25.25°로 나타

나 실패 동작의 착지시 고  각도가 더 작게 나타나

면서 많이 굴곡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고  각도에서 e2는 성공시 89.29±15.86°로 나

타났으며 실패시는 94.14±20.41°로 나타나 실패시 동작에

서 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비약을 하기 

해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평균  에 다리를 내리면

서 굴곡된 고  각도로 도약을 하기 한 동작이며 

90°이상으로 굴곡 시키는 것이 비행구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착지 구간인 e4와 e5에서는 성공시 

129.66±19.68°와 실패시 100.84±31.24°로 오른쪽 다리와 

같이 성공시 동작의 고  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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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1 e2 e3 e4 e5

오
른
쪽

성
공

M -22.66 -160.28 -55.87 119.89 101.28

SD 15.22 68.09 175.99 52.53 30.77

실
패

M -19.02 -106.83 -63.17 48.78 177.83

SD 19.66 147.62 158.65 122.17 405.26

t-value -1.216 -.773 .149 1.480 -.359

p .311 .496 .891 .235 .743

왼
쪽

성
공

M -6.19 -418.59 164.24 251.02 90.42

SD 9.54 34.40 115.63 93.03 33.07

실
패

M 3.17 -399.70 87.75 143.49 380.40

SD 20.54 46.57 247.60 132.79 386.91

t-value -.829 -1.534 .971 4.017 -1.508

.468 .223 .403 .028 .229p

표 8. 고  각속도 변화                       (deg/s)

event
e1 e2 e3 e4 e5

오
른
쪽

성
공

M -15.56 268.31 130.53 -89.39 -3.99

SD 28.41 29.44 100.78 67.67 277.13

실
패

M -18.20 265.07 110.00 -2.96 -19.03

SD 24.15 26.73 168.76 114.58 408.47

t-value .916 .297 .364 -1.660 .077

p .427 .786 .740 .195 .943

왼
쪽

성
공

M 21.97 157.56 159.24 97.18 -86.25

SD 25.55 21.72 41.37 93.65 125.20

실
패

M -23.59 163.25 212.90 64.04 -87.43

SD 31.01 37.55 131.72 83.00 288.55

t-value .385 -.198 -.668 1.075 .008

.726 .856 .552 .361 .994p

표 9. 견  각속도 변화                       (deg/s)5. 각속도

1) 고  각속도

성공과 실패시 고  각속도 변화를 나타낸 <표 8>

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각속도가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특히 e3과 e4에서 왼쪽 고 이 가장 큰 각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공과 실패 동작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먼  오른쪽 고  각속도에서 e2 

구간에서는 성공시 -160.28±68.09m/s인데 비해 실패시는 

-106.83±147.83m/s로 나타나 성공시 각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e3에서 성공시는 -55.87±175.99m/s이며 

실패시는 -63.17±158.65m/s로 나타나 실패시 동작에서 다

소 크게 나타났다. 착지 구간인 e4와 e5에서도 성공과 실

패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왼쪽 고  각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e2에서 가장 

큰 각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공시는 -418±34.40m/s 

실패시는 -399.70±46.57m/s로 나타났다. e3과 e4에서도 

성공시 고  각속도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볼수 있

는데 이는 공  비약을 해 왼쪽 다리가 뒤로 차지는 

동작에서 나타난 결과로 고  각속도가 크게 나타남

에 따라 성공 인 동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견  각속도

성공과 실패시 견  각속도 변화를 나타낸 <표 9>

를 살펴보면 e2와 e3에서 성공시 왼쪽 견 에 비해 

오른쪽의 견  각속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성공시 오른쪽 견과 은 e2와 e3에서 각각 

268.31±29.44m/s와 130.53±100.78m/s로 나타났으나 실

패시 동작은 265.07±26.73m/s와 110.00±168.46m/s로 나

타나 성공시 견 이 실패시 보다 큰 각속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왼쪽 견 의 e2와 e3의 결과

는 실패시 163.25±37.55m/s와 212.90±131.72m/s로 실패

시 동작에서 더 큰 각속도가 나타나 오른쪽 견 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오른쪽 팔이 공  비약

을 하기 해 차는 다리인 오른쪽 다리를 잡기 해 왼

쪽 팔보다 더 큰 회 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이며 왼쪽 팔이 성공시 보다 더 큰 각속도가 나타난 것

은 실패 동작에서 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6. 각운동량

인체가 공 돌기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는 분 의 

상  치가 변하게 되므로 분 의 심에 한 각

운동량(자  각운동량:HL)과 신의 심에 한 각

운동량(공  각운동량:HR)을 산출해야 한다. 평균  

 공 돌기 동작의 각 event 별 x와 y, z축에 한 각

운동량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  e3과 e4가 x축을 심으로 회 하는 각운동량

이 y와 z축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e4보다 e3 구간이 

더 큰 각운동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e2에서 굴곡된 

신체를 완 히 신  시키면서 성모멘트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사료되며 e4에서도 공 돌기를 하고 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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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3 e4 e5

x y z x y z x y z

성
공

M -2.96 0.22 -0.23 -2.24 -0.57 -0.33 0.02 -0.23 -0.04

SD 0.63 0.18 0.13 0.34 0.32 0.18 0.02 0.09 0.02

실
패

M -3.02 -0.16 -0.12 -2.48 -0.55 0.21 -3.10 5.19 1.58

SD 0.71 0.47 0.34 5.07 13.24 13.24 5.07 13.24 2.87

t-value .916 -.568 -.784 1.095 -.174 .511 1.233 -.814 -1.137

p .427 .610 .490 .354 .873 .644 .305 .475 .338

표 10. 각운동량                               (kg․m2/s)

그림 4. 성공과 실패시 평균 각운동량

는 순간 신체를 신  시키면서 발생하는 운동량 때문

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단된다. x축의 결과에서 e3과 

e4의 실패시기가 성공시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y축과 z축의 각운동량은 성공시기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패시 각운동량은 e5에

서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개인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 

착지에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실패시 

y축 각운동량은 5.19±13.24kg․m2/s로 나타나 가장 큰 

운동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x축을 심으로는 체

인 회 을 진행하면서 y와 z축을 심으로도 회 을 

해야 하는 공 돌기 동작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x

축과 y, z축의 각운동량이 성공과 실패에 향을 미친

다고 사료된다. <그림 4>는 성공과 실패시 동작의 합

성 각운동량을 표 화(Normalize time data)하여 나타

낸 것으로 두 동작 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표 선수들을 상으로 평균 에

서 EGR에 해당되는 동작인 공 돌기 동작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기술의 실수 요인을 

악하고 여자 체조 선수들의 평균  경기력 증진에 도

움을 주고자 하 다. 운동학  변인으로 소요시간, 신

체 심 이동 변 , 몸통과 다리 속도, 고  각도, 고

과 견 의 각속도 그리고 각운동량을 분석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성공 동작

성공시 공 돌기 동작은 모든 구간에서 소요시간

이 크게 나타났으며 신체 심 이동 변  패턴도 모두 

크게 나타났다. 특이한 은 x축 변 의 이동에서 우측

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공 돌기 동작은 좌우

축 이동이 회 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내

었으며 e3 구간에서는 z축 이동을 크게 하여 체공시간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투사변인이 실패시 보다 높

게 나타나는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도약구간(e2, e3)

에서 오른쪽 고 각도와 각속도 변화를 크게 하여 

도약의 최 조건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어깨를 심으

로 상지분 의 속도와 견  각속도를 크게 함으로써 

운동량을 증가시켰다. 두 견   오른쪽 견  각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돌기 

상승구간(e3)에서 x축을 심으로 각운동량이 크게 나

타나 신체의 회  운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패 동작

실패시 공 돌기 동작은 성공시 보다 소요시간이 

작게 나타났으며 신체 이동 변 도 작게 나타났다. 몸

통의 속도 변화도 모든 구간에서 성공시 보다 작은 변

화를 나타내고 있어 신체 심 높이가 낮아지는 결과

가 착지의 불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투사각도

도 작게 나타나 투사 높이와 착지에 향을 미치고 있

으며, 도약국면(e2, e3)에서 고 각도 변화가 성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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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해 작게 나타나 최 의 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리 속도와 각속도 변화에서 성공

시 동작 보다 느리게 나타났으나 착지구간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왼쪽 견  각속도는 도약국면에서 성공시 동

작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될 수 있으며 각운동량에서도 성공시 보다 작은 회

량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 착

지에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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