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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kinematic variables of glide kip motion on the uneven bars through a two-dimen-

sional cinematography. Three expert female gymnastics players were involved in the data gathering process.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rm, trunk and leg segments were fully extended throughout the kip movement. The whole

body center of gravity showed the biggest changes during 66 to 87% of the kip motion. During the kip phase, the horizontal dis-

placement of the leg was greater than the vertical displacement the leg. Glide kip motion should be done in orders of upward

movement of leg, forward movement of leg, upward movement of trunk and forward movement of trunk segment. It was found

that trunk segment and hip joint movements showed bigger changes than those of leg segment and shoulder joint in the glide kip

motion. The largest angular velocity of hip joint was shown in the middle of the kip Phase. In conclusion, effective kip movement

could be resulted when the trunk was displaced posterior-upward direction with fast hip joint extension after the leg segment was

elevated upward and thrusted forwar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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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여자 체조 경기는 여성적인 미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성적인 역동적 기술 역시 강

조되고 있다. 기계체조는 19세기 초 독일의 얀에 의해 고

안되었는데 1896년 제 1회 아테네 올림픽대회 때부터 정

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여자 체조경기는 1928년 제 11

회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단평행봉이 정식 종목으로 확정된 것은 1952년 올림픽부

터이다(Wikipedia, 2013).

이단 평행봉은 두 개의 높이가 다른, 250 cm의 고봉과

170 cm의 저봉이 대각선으로 130-180 c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각 봉의 길이는 240 cm이며 지름은 4 cm

이다. 이단평행봉 운동은 여자만의 종목이며, 체조경기 중

에서도 가장 화려한 경기로, 매달리기와 흔들기를 기본으

로 차오르기부터 착지까지 봉 간을 이동하며 여러 가지 돌

기, 틀기 및 공중돌기 등의 기술을 연결 지어 실시해야 하

는데 중간에 정지함이 없이 행해야 한다(Wikipedia, 2013,

Lee, P. Y. 2004).

이단평행봉에 오르는 방법에는 거꾸로 오르기, 다리 걸

고 오르기, 무릎 걸고 오르기, 차오르기, 가운데로 빼며 오

르기, 개각부로 오르기, 편각측방 뛰어넘기 오르기 등이 있

는데, 그 중 차오르기 동작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Wikipedia, 2013). 이러한 차오르기 동작을 철봉에서 처음

실시한 사람은 독일인 킵페(kippe)로 차오르기 동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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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킵페’차기라고도 한다(Choi, 1999).

철봉 차오르기의 기본동작을 살펴보면 매달리기 자세에

서 봉 앞쪽으로 스윙한 후, 몸이 가장 멀리 나갔을 때 몸

을 활처럼 뒤로 휘게 했다가 발을 봉 위쪽으로 끌어당긴

후, 발이 봉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리를 뒤쪽으로 차며 봉

을 힘껏 끌어당겨 팔 펴 버티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본

동작이라고 하였다.(Kim & Noh, 1996). 이단평행봉에서도

이러한 차오르기가 사용되는데 저봉에서 고봉으로 차오르

기 시 다리가 저봉에 닿지 않도록 다리를 ‘L’자 혹은

‘Piked' 형태로 굽힌 채로 공중을 스윙하는 동작(Glide)이

포함된다(Wikipedia, 2013).

정리한 이단 평행봉 운동의 차오르기 동작과 관련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단 평행봉의 몸 펴 뒤 공중 2회전

돌아내리기 동작의 운동학적 요인 분석(Lee, Y. J., Lee,

S. H., & Kang, 2006), Kerwin, Yeadon 과 Harwood

(1993), Oh (1997)은 철봉 내리기동작의 분석을 통해 효율

적인 공중돌기를 위한 수직 속도중요성을 언급하였고,

Kim, Ryu 와 Park (1997), Han (1997)은 철봉 두 바퀴

공중 돌아내리기 동작 수행 시 견관절과 고관절의 굴신운

동으로 신체중심을 빠르게 하강시켜야 하며 또한 접기국

면 때 수직속도를 증가시켜 공중돌기에 유리한 채공시간

을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C. T., Kim, S.

Y., & Han (2000)은 철봉 몸펴 드가체프 동작 시 신체중

심의 수평위치, 낮은 수직위치, 그리고 빠른 신체중심의 수

평속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고관절의 큰 신전 운동은 유리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ee 와 Back (2010)은 이단

평행봉 Yega 기술 동작 시 몸통의 회전각속도가 경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inifred, Eugene,

Charles 와 Robert (1996)은 이단 평행봉에서 효율적인 공

중돌기를 위한 회전반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최대한 신전시켜 giant swing 시 회전반경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차오르기에 대한 연구로 Kwon (1999)은 링에서의 차오

르기 시 신체중심을 링에 가까이 위치시키고 고관절에서

의 회전반경과 높은 각속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Lee (1990)는 철봉 차오르기 시 고관절 굴곡 신전의 타이

밍과 속도가 중요한데 고관절 굴곡 후 빠르게 고관절을 전

상방으로 신전시켜 신전 회전모멘트를 일으켜 최종위치로

몸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단평행봉 동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차오르

기 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체육의

현장에서 살펴보면 철봉 차오르기 동작을 기본적으로 가

르친 다음 glide kIp을 가르치거나 glide kip 동작을 단계

별로 하나씩 가르쳐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Goellera, 2004a; Goeller, 2004b). 그만큼 처음 차오르기

를 배울 때는 복근력, 악력 및 완력 등의 근력도 어느 정

도 필요하고 민첩성 및 유연성도 필요하고(Choi, 1999),

각 분절이나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다리를 차면서 봉을 밀거나 당기는 동작

의 타이밍이나 방향 등이 차오르기 기술을 익히는데 중요

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지식, 기능 및 경험부족 등으로 체조 지도에 어려움을 겪

고 있기도 한다(Back,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체조선수들의 이단평행봉에

서의 차오르기 동작의 2차원 영상분석을 통하여 소요시간,

신체중심, 몸통 및 다리의 변위와 속도, 고관절각의 각변

위와 각속도 변인 등의 운동학적 변인을 규명하여 차오르

기 기술의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지도자나 학생

들의 차오르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3명의 엘리트 초등학교 여자 체조

선수로 최근 2년간 전국 소년체전 이단평행봉 종목에서 3

위권 이내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의 체조경력 및 입상 경력

으로 미루어 이단평행봉 차오르기에 대한 숙련자라 판단

하였으며 또한 차오르기 동작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낸다

고 판단하였다.

2. 실험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비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ubject
Age
(yrs)

Height
(cm)

Weight
(kg)

Experience
(yrs)

S1 12 152 38 3

S2 12 147 29 2

S3 11 143 32 3

M±SD 11.7±.6 147.3±4.5 33.0±4.6 2.6±.6

Table 2. Appled devices 

Device Name Company

Camera

1394 High Speed Video 
Camera

Basler (Germany)

Reference Frame Ariel (USA)

Data 
Analysis

APAS Movement Analysis 
Program

Ariel (USA)

MS Office  2003/2007 Microsof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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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카메라

2차원 영상분석을 위하여 1대의 Basler 1394 High

Speed Video Camera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우측에서 100

frame/s의 속도로 촬영 하였다.

2) 공간좌표

공간좌표 설정을 위해 X축 1 m Y축은 1.5 m의 직사각

형 모양의 통제점 틀을 사용하였다. 신체중심, 몸통 및 다

리 마디의 중심좌표의 변위를 봉과의 상대적 위치로 표시

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좌표의 기준점을 봉으로 정하였

으며 X축은 수평좌표로 Y축은 수직좌표로 정하였다 .

3) 변인 분석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Ariel사의 APAS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표화 및 변인추출을 하였다.

2차원 좌표 변환은 DLT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노이즈 제거를 위해 2차원으로 변환

된 원자료는 Butterworth low-pass filter, 6 Hz로 처리한

후 추출된 변인들을 분석하였고, 분석한 데이터는 다시

MSOffice 2003/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식화 하였다.

신체중심의 좌표는 Winter (1990)의 three segment link

model(팔, 몸통 및 다리)과 Williams 와 Lissner (1962),

Plagenhoef (1971)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각도변인의 분석은 다리 마디가 2차원 공간좌표 상 상

한의 범위로 이동함으로 중간에 +, −가 바뀌는 것을 제거

하기 위해 임의로 2차원 공간좌표 2상한과 3상한의 중간

부분인 180o 선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상한을 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0-90도는 상한, 90-180도는 상한, 180-

270도는 상한, 270-360도는 상한을 의미한다. 속도 변인

은 각 국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구하여 분석

하였다. 

3. 실험 절차

촬영 전, 대상자가 차오르기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시킨 후 5회씩의 차오르기 동작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동작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동

작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 이벤트 (Event) 및 국면 (Phase) 설정

<Figue 1>에는 이벤트 및 국면이 나타나 있다.

(1) 이벤트(Event)

 E1 : 고단평행봉을 잡는 순간 

 E2 : 고관절이 최대신전을 이루는 시점

 E3 : 발끝이 봉에 가장 가까이 달하는 순간 

 E4 : 차오르기가 끝난 순간

(2) 국면(Phase)

 P1 (스윙, glide) : E1에서 E2까지의 glide 국면

 P2 (접기, bend) : E2에서 E3까지 고관절 접기 국면

 P3 (차오르기, kip) : E3에서 E4까지 차오르기 국면

Figure 1. Events and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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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소요 시간

평행봉 차오르기 동작의 국면별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

과는<Table 3>과 같다. 

차오르기 동작의 전체 소요시간은 평균 1.81초로 나타났

으며, 각 국면별로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평

균 0.57초, 접기국면에서는 평균 0.47초, 차오르기국면에서

는 평균 0.77초로 나타나 소요시간은 차오르기국면, 스윙

국면 접기국면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대상자별 총소요시간은 S1이 1.94초로 가장 길고, S3가

1.72초로 가장 짧게 나타났는데 S1의 신장이 가장 크고 S

의 신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아 소요시간은 신장과도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접기국면이 시작되는 E2 이벤트의 시간은 평균

0.57초 차오르기국면이 시작되는 E3 이벤트 즉 발끝이 봉

에 가장 가까이 달하는 순간의 시간은 평균 1.04초로 나타

났다.

2. Stick figure

<Figure 2, 3, 4>에는 차오르기의 동작을 이해하기 쉽도

록 각 마디의 움직임이 stick figure로 나타나 있다. 차오

르기 동작은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차오르기를 하는 동안 팔, 몸통, 다리는 곧바로 펴진 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중심의 변위

1) 신체중심의 합성변위

<Figure 5>에 나타난 신체 무게중심(whole body center

of gravity [CG])의 변위를 살펴보면 E1이벤트에서 철봉을

잡고난 후 급격히 전하방으로 이동 후 E2에서 E3이벤트로

변하는 접기국면에서는 전상방으로 이동 후 조금 후방으

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3 이벤트와 E4 이벤트 사이

Table 3. Time laps of the glide kip                    (unit: sec)

Subject
Glide Bend Kip

Total
P1 P2 P3

S1 0.66 0.50 0.78 1.94

S2 0.54 0.48 0.76 1.78

S3 0.52 0.44 0.76 1.72

M 0.57 0.47 0.77 1.81

Figure 2. Stick figures of the glide kip

Figure 3. Stick figures of trunk segment

Figure 4. Stick figures of leg segment

Figure 5. Displacement of whole body center of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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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오르기 국면에서는 후방으로 이동하다가 후상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니시 동작 조금 전에 신체 무

게중심이 고리모양을 띠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차오르기국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몸통이 전방으로 이동한

후 다리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양으로

봉의 탄성에 의한 회전 운동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신체중심의 수평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평

균 수평변위는 <Table 4, Figure 6>과 같다. 이 연구에서

X축은 수평 변위를 의미하며, 0는 봉의 위치, +방향은 전

방, -방향은 후방을 의미한다. 표에 나타난 수치는 3명의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신체 중심의 X축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1.22 m,

접기국면에서 -0.26 m, 차오르기국면에서는 -0.36 m의 수

평이동변위를 보였다. 즉, 스윙국면에서 전방으로 많이 이

동하고 다리를 올리는 접기국면에서는 봉의 후방으로 조

금 이동한 다음 차오르기국면에서 전방으로 이동했다가 피

니시 이벤트에서는 다시 후방의 봉 위치로 되돌아온 것으

로 나타났다. 수평변위를 시간별로 살펴보면, 차오르기국

면 중 1.26초까지 후방으로 이동 하였고, 1.56초까지 전방

으로 이동 후 다시 후방으로 이동하여 봉의 위치에서 멈

춘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중심의 수직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수직변위는 <Table 5, Figure 7>과 같다. 이 연구에

서 Y축은 수직 변위를 의미하며, 0은 봉의 위치, +방향은

상방, −방향은 하방,을 의미한다. 신체 중심의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0.40 m, 접기국면에서 0.39 m, 차

오르기국면에서는 0.51 m의 수직이동변위를 보였다. 스윙

국면동안 중심이 지면 쪽으로 이동한 다음 접기국면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심도 같이 상승하고 차오르기국

면에서 몸통을 봉 위로 끌어 올리면서 중심도 함께 상승

하였다. 변위의 크기는 수평 변위와 마찬가지로 차오르기

국면에서 접기국면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차오르기국면 중

에는 1.48초까지 상방으로 이동하고, 1.75초까지 하방으로

이동 후 피니시 시는 다시 상방의 봉의 위치로 이동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중심의 수평과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차오르기국면 중

1.26초까지는 후상방으로 이동한 후, 1.56초까지 잠시 전상

방으로 이동하고, 1.7초까지 후하방으로 이동한 후 피니시

에는 다시 전상방으로 이동하여 수평 수직 변위 모두 봉

의 위치에서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중심의 속도

1) 신체중심의 수평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신체중심의 각

시간별 X축 수평 속도는<Table 6, Figure 8>과 같다. 수

평 속도의 +방향은 전방, −방향은 후방을 의미한다. 신체

중심의 수평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28초에서 2.92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전방으로 이동 후, 접기국면 중

Figure 6. Horizontal displacement of CG Figure 7. Vertical displacement of CG

Table 4. Horizontal displacement of CG                (unit: m)

Event E1 E2 E3 E4

M -0.49 0.72 0.46 0.10

Phase Glide Bend Kip

M 1.22 -0.26 -0.36

Table 5. Vertical displacement of CG                   (unit: m)

Event E1 E2 E3 E4

M -0.51 -0.91 -0.52 -0.01

Phase Glide Bend Kip

M -0.40 0.39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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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초에서 후방으로의 이동속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0.98

초에서 −2.33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후방으로 이동한 후,

차오르기국면 중 1.26초에서 다시 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

하여, 1.38초에서 .83 m/s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 후 1.54

초에서 후방으로의 이동을 시작하여 1.7초에서 −0.96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1.82 m/s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하였고, 접기국면에서 -3.56 m/s의 속도로 후

방으로 이동한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1.24 m/s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2) 신체중심의 수직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신체중심의 각

시간별 Y축 수직 속도는 <Table 7, Figure 9>와 같다.

수직 속도의 +방향은 상승, −방향은 하강을 의미한다. 신

체 중심의 수직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06초에서

-1.58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하강한 후, .38초에서 상승하

기 시작했고, 접기국면 중 0.58초에서 1.27 m/s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0.92초에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 중 1.2

초에서 1.87 m/s의 속도로 상승한 후, 다시 1.46초에서 하

강 동작을 수행하였고, 1.58초에서 −0.59 m/s의 속도로 하

강 하였으며, 1.68초에서 상승 동작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2.76 m/s의 속도로

상승하였고, 접기국면에서 -0.82 m/s의 속도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1.44 m/s의 속도로 상승하였다.

5. 몸통의 변위

1) 몸통의 수평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X축 수평 변위는 <Table 8, Figure 10>과 같다. 몸

통의 수평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0.82 m, 접기국

면에서 −0.07 m, 차오르기국면에서는 평균 -0.29 m의 수

평 이동변위를 보였다. 스윙국면동안 중심이 지면 쪽으로

Figure 8. Horizontal Velocity of CG

Table 7. Vertical velocity of CG                       (unit: m/s)

Time(sec) 0.06 0.38 0.58 0.92 1.20 1.46 1.58 1.68

M -1.58 -0.05 1.27 0.14 1.87 0.09 -0.59 -0.04

Phase Glide Bend Kip

M 2.76 -082 1.44

Figure 9. Vertical velocity of CG

Figure 10. Horizontal Displacement of Trunk

Table 6. Horizontal velocity of CG                    (unit: m/s)

Time(sec) .28 .66 .98 1.26 1.38 1.54 1.7

M 2.92 .15 -2.33 -.03 .83 .14 -.96

Phase Glide Bend Kip

M 1.82 -3.56 1.24

Table 8. Horizontal displacement of trunk              (unit: m)

Event E1 E2 E3 E4

M -054 0.28 0.35 0.06

Oeriod Glide Bend Kip

M 0.82 0.07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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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다음 접기 국면에서 다리를 봉 가까이 끌어 올린

후 차오르기 국면에서 몸통을 봉 위로 끌어 올렸다. 시간

별로 살펴보면, 스윙 국면의 마지막 부분인 0.45초부터 차

오르기 국면 중 1.36초까지는 후방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니시 까지 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몸통의 수직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Y축 수직 변위는 <Table 9, Figure 11>과 같다. 몸

통의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0.49 m, 접기국

면에서 0.11 m, 차오르기국면에서는 0.92 m의 수직이동변

위를 보였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차오르기국면 중 1.04초

이후 상방으로 이동하였다.

6. 몸통의 속도

1) 몸통의 수평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시간별 몸통

의 X축 수평 속도는<Table 10, Figure 12>와 같다. 몸통

의 수평 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34초에서 2.78

m/s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 후, 접기국면 중 0.72초에서

후방으로 이동속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차오르기국면 중

1.14초에서 -2.55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후방으로 이동하

였고, 1.32초에서 전방으로 이동속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1.48초에서 1.74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전방으로 이동하

였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2.17 m/s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을 하였고, 접기국면에서 -3.13 m/s의 속도

로 후방으로 이동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3.69 m/s의 속도

로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2) 몸통의 수직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사간별 몸통

의 Y축 수직 속도는<Table 11, Figure 13>과 같다. 

몸통의 수직 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12초에서

Table 9. Vertical displacement of trunk                 (unit: m)

Event E1 E2 E3 E4

M -0.30 -0.79 -0.68 0.24

Phase Glide Bend Kip

M -0.49 0.11 0.92

Figure 11. Vertical displacement of trunk

Table 10. Horizontal velocity of trunk                 (unit: m/s)

Time(S) 0.34 0.72 1.14 1.32 1.48 1.78

M 2.78 -0.01 -2.55 -0.05 1.74 0.11

Phase Glide Bend Kip

M 2.17 -3.13 3.69

Figure 12. Horizontal Velocity of Trunk

Table 11. Vertical velocity of trunk                    (unit: m/s)

Time(S) 0.12 0.36 0.56 0.72 1.02 1.3 1.72

M -1.96 0.01 0.95 0.02 0.01 2.80 0.02

Phase Glide Bend Kip

M 1.05 -0.61 2.81

Figure 13. Vertical velocity of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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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m/s의 속도로 하강한 후, 0.36초에서 상승하기 시작

하여, 접기국면 중 0.56초에서 0.95 m/s 의 속도로 상승하

였으며, 0.72초에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 중 1.3초에서

2.80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

기국면에서 차오르기국면으로 가기 전 다리를 끌어올리는

국면인 0.72초에서 1.02초까지는 속도가 0.1 m/s 근처로 유

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1.05 m/s의 속도로

상승하였고, 접기국면에서 -.61 m/s의 속도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2.81 m/s의 속도로 상승 하였다.

7. 다리의 변위

1) 다리의 수평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다리의 X축 수평 변위는 <Table 12, Figure 14>와

같다. 다리의 수평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1.63 m,

접기국면에서 -0.50 m, 차오르기국면에서는 -0.57 m의 수

평이동변위를 보였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차오르기 중

1.26 초까지 후방으로 이동하고, 1.56초 까지 전방으로 이

동한 후 다시 후방으로 이동하여 봉의 위치에 멈춘 것으

로 나타났다.

2) 다리의 수직 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다리의 Y축 수직 변위는 <Table 13, Figure 15>와

같다. 다리의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0.40 m,

접기국면에서 0.68 m, 차오르기국면에서는 0.09 m의 수직

변위를 보였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차오르기국면 중 1.36

초까지 상방으로 이동하고 이후 다시 하방으로 이동하여

봉아래 0.39 m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의 수평 수직 변위를 살펴보면, 다리는 차오르기국

면 중 1.26초까지 후상방으로 이동한 다음 1.36초까지 전

상방으로 이동 하였고, 이후 다시 후하방으로 이동하여 수

평으로는 봉의 위치에 수직으로는 봉 아래에 위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8. 다리의 속도

1) 다리의 수평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시간별 다리

의 X축 수평 속도는<Table 14, Figure 16>과 같다. 다리

의 수평 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32초에서 3.72 m/s

의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 후, 접기국면 중 0.68초에서 후방

으로의 이동속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0.96초에서 -3.24 m/s

의 속도를 보이면서 후방으로 이동하였고, 차오르기국면

중 1.20초에서 차오르기를 시작하며, 1.32초에서 1.03 m/s

의 속도로 전방으로의 이동을 수행하였고, 1.48초에서 후

방으로의 이동을 시작하여 1.72초에서 -2.42 m/s의 속도를

보이면서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1.53 m/s의 속도

로 후방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접기국면에서 -4.99 m/s

의 속도로 후방으로 이동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2.02 m/s

로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Table 12. Horizontal displacement of leg               (unit: m)

Event E1 E2 E3 E4

M -0.61 -1.02 0.52 -0.05

Phase Glide Bend Kip

M 1.63 -0.50 -0.57

Figure 14. Horizontal displacement of leg

Table 13. Vertical displacement of leg                  (unit: m)

Event E1 E2 E3 E4

M -0.76 -1.16 -0.48 -0.39

Phase Glide Bend Kip

M -0.40 0.68 0.09

Figure 15. Vertical displacement of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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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리의 수직 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시간별 다리

의 Y축 수직 속도는<Table 15, Figure 17>과 같다. 다리

의 수직 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 중 0.01초에서 -1.80 m/s

의 속도를 보이면서 하강한 후, 0.42초에서 상승하기 시작

했고, 접기국면 중 0.72초에서 2.38 m/s의 속도로 상승하

였으며, 0.98초에서 다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 중 1.19

초에서 차오르기를 시작하며 1.2초에서 1.79 m/s의 속도로

상승한 후, 1.34초에서 다시 하강 동작을 수행하였고, 1.55

초에서 -.96 m/s의 속도로 하강동작을 수행하였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3.06 m/s의 속도로

상승하였고, 접기국면에서 -2.15 m/s의 속도로 하강한

후, 차오르기국면에서 -3.11 m/s의 속도로 하강한 후 상

승하였다.

9. 몸통의 각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몸통의 각변위는<Table 16, Figure 18>과 같다. 이

연구에서 -는 시계반대방향, +는 시계방향을 의미한다.

몸통의 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90.7o의 각변

위를 보이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였고 접기국면에서

-22.2o의 각변위를 보이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차

오르기국면에서는 91.8o의 각변위를 보이며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다리의 각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다리의 각변위는<Table 17, Figure 19>와 같다. 이

연구에서 -는 시계반대방향, +는 시계방향을 의미한다.

다리의 각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22.9o의 각변위

를 보이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였고 접기국면에서 -125.2o

의 각변위를 보이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차오르기

Table 14. Horizontal velocity of leg                    (unit: m/s)

Time(S) 0.32 0.68
Kip

1.72
0.96 1.20 1.32 1.48

M 3.72 0.07 -3.24 0.04 1.03 -0.07 -2.42

Phase Glide Bend Kip

M -1.53 -4.99 2.02

Figure 16. Horizontal velocity of leg

Figure 17. Verticall velocity of leg

Table 15. Verticall velocity of leg                      (unit: m/s)

Time(S) 0.1 0.42 0.72
Kip

1.55 1.7
0.98 1.2 1.34

M -1.80 0.09 2.38 0.17 1.79 0.09 -0.96 -0.02

Phase Glide Bend Kip

M 3.06 -2.15 -3.11

Table 16. Angular displacement of trunk            (unit: deg)

Event E1 E2 E3 E4

M 317.6 227.3 205.1 296.9

Phase Glide Bend Kip

M -90.7 -22.2 91.8

Figure 18. Angular displacement of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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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에서는 218.1o의 각변위를 보이며 시계방향으로 회전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고관절의 각변위 및 각속도

1) 고관절의 각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고

관절 각 변위는<Table 18, Figure 20>과 같다. 이 연구에

서 -는 고관절의 굴곡, +는 신전을 의미한다.

고관절 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인 P1국면에서 평

균 68.6o를 보이며 신전을 하였고 접기국면인 P2 국면에서

평균 -111.2o의 변위를 보이며 굴곡을 하였다가, 차오르기

국면인 P3국면에서는 평균 90.3o를 보이며 신전을 하였다.

2) 고관절의 각속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고

관절 각속도는<Table 19, Figure 21>과 같다. 이 연구에

서 -는 굴곡, +신전을 의미한다.

고관절 각속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인 P1국면중 약 0.38

초에서 평균 296/s의 각속도로 신전 후, 약 0.56초에서 굴

곡을 시작하였으며, 접기국면인 P2국면중 0.82초에서 평균

-345 m/s의 속도로 굴곡 후, 차오르기국면인 P3국면 중 약

1.04초에서 33o/s의 속도로 신전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약

1.22초에서 평균 476o/s의 속도로 신전을 하였고, 약 1.56

초에서 굴곡을 시작한 후, 약 1.70초에서 평균 281o/s의

속도로 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기국면의 정점인

0.82초에서 굴곡 시킨 고관절을 1.22초에서 가장 크게 신

전시켰다가 1.56초에서 다시 신전을 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국면별 평균 속도는 스윙국면에서 3.51o/s의 각속도로

신전하였고, 접기국면에서 -3.38 m/s의 각속도로 굴곡하였

으며, 차오르기국면에서 4.427 m/s의 각속도로 다시 신전

하였다.

Table 17. Angular displacement of leg                (unit: deg)

Event E1 E2 E3 E4

M 230.4 207.5 82.3 300.4

Phase Glide Bend Kip

M -22.9 -125.2 218.1

Figure 19. Angular displacement of leg

Table 18. Joint angular displacement of hip          (unit: deg)

Event E1 E2 E3 E4

M 95.6 164.2 53.1 143.3

Phase Glide Bend Kip

M 68.6 -111.2 90.3

Figure 20. Joint angular displacement of hip

Table 19. Joint angular velocity of hip              (unit: deg/s)

Time(sec) 0.38 0.56 0.82 1.04 1.22 1.56 1.70

M 296 -14 -345 33 475 35 281

Phase Glide Bend Kip

M 3.51 -3.38 4.42

Figure 21. Joint angular velocity of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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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견관절의 각변위

차오르기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각 이벤트별 국

면별 견관절 각 변위는<Table 20, Figure 22>와 같다. 이

연구에서 −는 견관절의 굴곡, +는 신전을 의미한다.

견관절의 각 변위를 살펴보면 스윙국면에서 -0.9o의 각

변위를 보이며 굴곡을 하였고 접기국면에서 -57.3o의 각변

위를 보이며 계속 굴곡을 하였다가, 차오르기국면에서도

-93.4o의 각변위를 보이며 굴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접기

국면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굴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이단평행봉 차오르기 동작의 운동학적인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차오르기국면 중 중심의 변위를 살펴보면, 상방으로

0.51 m 후방으로 0.36 m 움직인 것으로 보아 차오르기국

면 동안 중심은 평균 55o의 각도로 후상방으로 이동한 것

으로 판단된다. 차오르기 국면 중 중심의 수평 수직 속도

를 살펴보면, 수평속도는 1.38(76% 국면)초에서 0.83 m/s

로 최대치를 보였고, 수직속도는 1.20(66% 국면)초에서

1.87 m/s로 최대치, 1.58(87% 국면)초에서 -0.59 m/s로 최

소치가 나타나 차오르기 동작의 66-87% 국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통의 수평 및 수직 변위는 차오르기국면 중 1.36초까

지 후상방으로 이동 후 피니시 까지 전상방으로 이동하여

수평으로는 봉 앞쪽 0.06 m에, 수직으로는 봉 위 0.24 m

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오르기국면 동안 -0.29 m,

수직으로 0.92 m 이동한 것으로 보아 차오르기국면 동안

몸통을 평균 73o의 각도로 후상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

된다. 차오르기 국면 중 몸통의 수평 수직 속도를 살펴보

면 수평속도는 1.48초(82% 국면)에서 1.74 m/s로 수직속

도는 1.3초(72% 국면)에서 2.80 m/s로 최대치를 나타났다.

수평속도의 82% 시점보다 수직속도의 72% 시점이 빠른

것으로 미루어 몸통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동작이 전방

으로 이동시키는 동작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의 변위를 살펴보면, 차오르기국면 동안 수평으로

-.57 m, 수직으로 .09 m 이동한 것으로 보아 차오르기국면

동안 다리는 약 9도의 각도로 후상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다

리의 수평변위가 수직변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리는 중심의 수직위치는 변하지 않고 수평으로만 이동

하도록 중심을 축으로 회전운동이 주로 일어나면서 동시

에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의 속도를 살펴보면 차오르기국면의 시작부분에서는

다리의 후방으로의 수평속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후방으로

수평속도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kip 동작을 실시함에 있어

차오르기국면 막판에 하복부를 봉에 기댄 후 다리를 후방

으로 당기는 동작에서 속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초에서 1.46초 사이에 전방으로의 속도 국면은 고관절

이 신전하면서 다리가 전방에서 곧게 펴지는 국면이라 판

단된다. 다리의 수직속도를 보면 접기국면의 중간 부분에

서 상승속도가 최대로 증가했고 발이 봉에 접근하였을 때

는 속도가 최소로 감소했다가 차오르기 중간국면 까지 빠

른 상승속도를 보이다가 다시 빠른 하강속도를 보인 후 마

지막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몸통과 다리의 수평 및 수직 속도를 비교해 보면 다리

의 최대 수직속도 시점(1.20초)이 가장 빠르고 다음 다리

의 수평속도(1.30초), 몸통의 수직속도(1.32초), 몸통의 수

평속도의 순으로 이어져 차오르기 시 다리를 상방으로 다

음 전방으로 이동시킨 다음 몸통을 상방으로 먼저 이동시

키고 난 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몸통과 다리의 각변위를 살펴보면 몸통은 III상한과 IV

상한에서의 움직임만 나타나고 변위차도 약 100o로 나타

나 약 240o의 다리의 각변위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미루어 차오르기 시 몸통의 움직임이 다리에 비해 영향력

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관절의 각변위를 살펴보면, 견관절은 차오르기의 스윙국

면 동안 처음의 각도를 유지하다가 접기국면의 중간부분

부터 계속하여 굴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오르기 국면

중 고관절의 높은 각속도는 Kwon (1999)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관절과 견관절의 각변위를 비교

해 보면 견관절이 접기국면 이후 계속해서 굴곡을 하는 동

안 고관절은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굴곡을 하고 이후 신

Table 20. Joint angular displacement of shoulder    (unit: deg)

 Event E1 E2 E3 E4

M 170.4 169.5 112.2 18.8

Phase Glide Bend Kip

M -0.9 -57.3 -93.4

Figure 22. Joint angular displacement of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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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두 번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 Y. s.

(1990)가 고관절 굴곡 후 빠르게 고관절을 전상방으로 신

전시켜 신전 회전모멘트를 일으켜 최종위치로 몸을 올려

야 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고관절의 변위와 속도를

견관절의 각변위와 비교해 보면 견관절은 접기국면 이후

계속하여 굴곡만 하는 반면 고관절은 많은 변화를 나타내

고관절의 움직임이 견관절에 비해 차오르기 시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이단평행봉의 차오르기 동작의 운동학적인 변

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팔, 몸통, 다리는 차오르기 처음부터 끝까지 곧게 펴

진 채 유지되었다. 

2) 차오르기 동작 중 66-87% 국면에서 중심의 변위가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났다.

3) 차오르기 국면 중 다리의 수평변위는 크게 나타났으

나 수직변위는 작게 나타났다. 

4) 차오르기 시 다리의 상방, 다리의 전방, 몸통의 상방,

몸통의 전방의 순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몸통보다는 다리의 변위가 크게 나타났고 견관절 보

다는 고관절의 각변위가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6) 고관절의 신전 각속도는 차오르기 국면의 중간지점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이단 평행봉 차오르기 시 차오르기 국면에서

팔을 곧게 편 채 다리를 상방, 전방 순으로 먼저 이동시킨

후 고관절을 신전시키면서 몸통을 후방 후상방 순으로

이동시켜야 효율적인 차오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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