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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4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 링 종목 결승전에 참여한 국내외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난도 
점수, 실행 점수 및 실시기술에 대한 난도요소 분포, 그룹요소별 기술 분포 등에 대한 연기내용을 분석한 융복합연
구로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방향 설정과 연기구성 및 기술 습득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은 경기 성적표와 심판들에게 배포되는 경기결과 자료 및 경기영상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였다. 연기내용 분석 결과
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기술은 난도가 높은 힘 버티기 보다는 스윙기에 의존하
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스윙기 기술에 익숙한 특성을 살려서 난도가 높은 Jonasson과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셋째, 버티기 기술과 고난도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감각훈련 
및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링, 연기내용, 분석, 난도, 융복합, 경기영상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erform trend analysis of the exercise content i.e. element difficulty 
distribution scores, element group distribution scores obtained by the athletes during 2014 Korea Cup 
International Gymnastic finals.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tournament technical difficulty value, Korean athletes showed characteristics of reliance on swing element rather 
than strength hold element which could actually secure higher difficulty scores. Secondly, skill acquisition of 
higher difficulty value is demanded by taking advantage of familiar characteristics from the swing element i.e. 
Jonasson and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 (2s.). Thirdly, development of sensory 
training and 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are essential to enhance strength hol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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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체조 링 경기는 스윙동작, 힘 기, 버티기 기술을 적정

하게 안배하여 펼치는 연기동작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들과 연결기는 매달리기 자세, 버티기 자세 또는 물

구나무서기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팔을 편 채로 펼

치는연기가대부분을차지한다[1]. 링 연기에대한점수

는 D(난도, difficulty)점수와 E(실행, execution)점수로

구분되어 채점되며, 이를 합하여 최종점수로 평가한다.

D점수요소그룹은차오르기와스윙동작(L-자버티기포

함)(그룹 Ⅰ), 흔들어 물구나무(2초)(그룹 Ⅱ), 흔들어 오

르며 힘 버티기 동작(L-자 버티기 제외, 2초)(그룹 Ⅲ),

힘 동작과버티기동작(2초)(그룹Ⅳ), 내리기(그룹Ⅴ)로

구분된다[2]. 이와 같이링종목의채점규칙은연기의다

양성을 중시하여 5개의 그룹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웅

장하고 큰 동작뿐만 아니라 독창성 있는 연기를 다양하

게구사하는것이높은점수획득에유리하다. 하지만우

리나라 선수들의 연기내용은 세계상위의 선수들과 비교

하였을때 D점수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에D점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3].

링 종목관련기존선행연구는특정기술에대한동작

분석에 관한 연구와 이에 필요한 근육의 쓰임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근전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술 동작분

석에관한연구는물구나무서기동작의하강국면과배팅

국면그리고상승국면으로구분하여신체중심에따른관

절각도와 속도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진행되었

고[4], 특정 기술인 swallow 기술에서 Nakayama 기술로

연결되는 동작에서 주요관절과 분석의 각속도를 이용한

신체의굴곡, 신전의움직임을파악한바있다[5]. 또한내

리기기술로사용된비틀기기술의분석에서수직축에대

한 비틀기각과 전후면의 수평축에 대한 경사각, 그리고

좌우면의 수평축에 대한 공중 회전각을 분석하는 등 대

부분 운동학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6].

근전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십자물구나무서기

동작의근전도분석결과통하여근활동전위의최대치는

상체근 보다상지근이높게나타고상체근에서는삼각근,

상지근, 상완이두근이가장높게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7]. 또한 스윙기 없이 차렷 자세에서 바로 swallow 동작

으로이루어지는순간을근전도분석하여근활동전위패

턴을 파악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8], 스윙기를 통한

swallow 2초버티기동작과근육간의활동양상을연구하

여 경기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9].

기계체조경기는자신의표현능력과기술이심판들에

의한 채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수의 체력과 기술뿐

만 아니라 동작의 미적 표현도 매주 중요하다[10]. 따라

서 링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수들

이 구사하는 연기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채점규칙 변경 후 연기내용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마루, 철봉, 평행봉, 안마 종목

에서의연기내용을분석한연구는있으나[11, 12, 13, 14],

링 종목에서 2013년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링

결승경기에참여한선수를대상으로난도와요소그룹빈

도분석 하여 제시한 연구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3].

최근 우리나라 기계체조 선수들은 링 종목에서 고난

도 기술의 습득 정도가 상승하고 있어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상위권에속한우수선수들이참가한 2014 코리아컵인천

국제체조대회의 링 종목의 D점수와 E점수 및 실시기술

에대한난도요소분포, 그룹요소별기술분포등에대한

연기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조 링

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방향 설정과 연기구성 및

기술 습득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연구의연구대상자는 2014 코리아컵인천국제체조

대회 링 결승전에 진출한 남자 기계체조 선수 8명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은 미국의 WB 선수, 2위는 독일의 PE

선수, 3위는우크라이나의 RL 선수이다. 우리나라는 3명

의선수가출전하여 PMS 선수가 6위, KHH 선수가 7위,

YHS 선수가 8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Table 1>.

Name(Initial) Nation Age Rank
Wynn B.(WB) USA 27 1st
Petrounias E.(PE) GRE 25 2nd
Radivilov L.(RL) UKR 23 3th
Ramos T.(RT) PUR 29 4th
Dalton J.(DJ) USA 24 5th
Park M. S.(PMS) KOR 21 6th
Kim H. H.(KHH) KOR 24 7th
Yang H. S.(YHS) KOR 23 8th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result of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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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Name(Initial)
Difficulty value

Total
Difficulty
score

Execution
score

Final
scoreA B C D E F

1 Wynn B.(WB) 1 6 2 1 10 6.8 8.850 15.650

2 Petrounias E.(PE) 2 5 2 1 10 6.7 8.925 15.625

3 Radivilov L.(RL) 1 5 3 1 10 6.9 8.200 15.100

4 Ramos T.(RT) 2 4 3 1 10 6.8 8.200 15.000

5 Dalton J.(DJ) 3 5 2 10 6.4 8.475 14.875

6 Park M. S.(PMS) 1 3 5 1 10 6.0 7.900 13.900

7 Kim H. H.(KHH) 1 3 4 1 9 5.6 6.775 12.375

8 Yang H. S.(YHS) 3 1 1 2 2 1 10 5.8 6.125 11.925

Total 5 1 16 36 16 5 79

(%) 6.3 1.2 20.3 45.6 20.3 6.3 100

<Table 2> Result of final score and difficulty value analysis

2.2 자료 수집
본연구의자료수집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리허설

을겸하는 2014 코리아컵인천국제체조대회링결승경기

의 연기 내용(D점수와 E점수) 및 실시기술의 난도요소

분포, 그룹요소별 기술 분포)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회조

직위원회로부터경기성적표및심판들에게배포되는경

기결과자료를입수하였으며, 결승전경기영상을비디오

카메라로촬영하였다. 영상자료수집에사용한비디오카

메라는 HXR-NX70N(Sony, JPN) 카메라 1대이며 촬영

속도는 60 Hz로 설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수집된 종목별 경기 영상

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정성적 분석은 현장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

법으로복잡한계측과정을사용하지않고외형적인시각

적관찰과주관적판단으로연기내용을평가하는방법이

긴하나체조종목에상당한전문적지식을보유하고있

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체조 경기의 최종 점수는 난도 점수와 완성도 점수를

합산하여 게시되며, 난도별 가치는 A(0.10), B(0.20),

C(0.30), D(0.40), E(0.50), F(0.60), G(0.70)이다. 난도테이

블에는 가능한 한 개별 요소들에 대한 내용만이 포함되

고, 각 요소(element)는 고유한난도가치가부여되며요

소식별 코드가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한 요소를 반

복하여연기할수있지만난도점수에는영향을주지않

다는특징이있다. 이와같은내용은체조채점규칙제11

조와 제12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완성도 점수는 체조 채

점규칙 링의 제11조 3항과 제12조 3항의 감점표를 근거

하여 각 기술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0.1(소 결점), 0.3(중

결점), 0.5(대 결점), 1.0(낙하)까지감점을해서감점부분

을 합산하여 최고 10.0점까지 감점이 된다(FIG, 2013).

2.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선수별 난도 점수 분석은 2013

년에국제체조연맹(FIG)이 개정한남자기계체조채점규

칙에의거하여분석하였다. 또한연기내용을정성적으로

분석하기위하여체조국제심판자격증을소지한자문위

원 3명과국가대표팀지도자 1명으로구성되는평가위원

회를 구성하여 연기내용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 확인을

실시하였다. 교차 확인 작업이 끝난 자료는 SPSS ver.

16.0(SP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여 수치화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난도 요소 및 그룹별 기술 분포표

로 작성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4 코리아컵 인천국제체조대회 링

결승경기에 출전한 8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난도요소 분

포, 요소그룹별 기술 분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1 점수 및 난도 요소 분포 분석결과
2014 코리아컵인천국제체조대회링종목의최종점수

와난도요소분포분석결과는 <Table 2>에제시하였다.

WB 선수가 15.650점을 획득하여 금메달을 차지했고, 그

뒤로 PE 선수가 15.625점을 획득하여 2위, RL 선수가

15.10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금메달을 차지한 WB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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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ame(Initial) Total

(n)
Ratio
(%)

Element
group scoreWB PE RL RT DJ PMS KHH YHS

Ⅰ 1 1 1 1 2 3 1 1 11 13.9 2.50

Ⅱ 1 2 1 2 1 2 2 2 13 16.5 2.50

Ⅲ 3 2 4 2 2 2 4 2 21 26.6 2.50

Ⅳ 4 4 3 4 4 2 1 4 26 32.9 2.50

Ⅴ 1 1 1 1 1 1 1 1 8 10.1 2.50

Total 10 10 10 10 10 10 9 10 79 100

<Table 3> Distribution result of element group analysis

수는 D점수가 6.8점으로 RL 선수보다 0.1점뒤지기는하

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완성도 높은 기술을

구사하였고, 내리기 또한 완벽한 착지동작을 수행하여

감점을적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3위를차지한 RL

선수는 D점수가 6.9점으로서 가장 높은 난도의 기술을

구사했으나내리기직전힘정지기의불안정한동작으로

감점을 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3위로 밀려났다. 또한

PE 선수는 D점수가 6.7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감

이 있으나 E점수를 8.925점이나 획득한바와 같이 출전

선수중연기의완성도가가장높은것으로평가되어 2위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 PMS, KHH, YHS 선수는다른입상

선수들에비해 D점수와 E점수모두크게뒤지는것으로

나타났다. D점수는 10개기술의난도가치점수와그룹요

소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난도의 가치점은 A난

도 0.1점, B난도 0.2점, C난도 0.3점, D난도 0.4점, E난도

0.5점, F난도 0.6점, 그리고 G난도 0.7점이며, 그룹요소는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1개의 그룹요소 당 최고 0.5점

씩 배정되어 있다.

<Table 2>에 의하면 가장 높은 D점수를 획득한 RL

선수는 D난도 5개, E난도 3개, 그리고 F난도 1개등고난

도의 기술로 연기를 구성하였으며, 상위권 선수 모두가

C난도 이상의 고난도 기술로 연기를 구성하고 F난도의

기술이 첨가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 선

수들은 연기의절반가량이나 D난도이하의기술로 구성

되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한편 전체 선수들이 구사한

연기의 난도 요소 분포를 살펴보면 D난도가 45.6%로서

가장큰비율을 나타냈으며그다음으로 C난도와 E난도

가각각 20.3%로나타났다. 또한 F난도가 6.3%나실시된

반면A난도와 B난도도각각 6.3%와 1.2%가실시된것으

로나타났다. A난도와 B난도기술은모두우리나라선수

들이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요소그룹 분포 분석결과
링결승전에 출전한 8명선수의요소그룹분포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선수들이 5개

의요소그룹당 B난도이상의기술로 1가지이상수행해

야만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였고 D난도 이상의기술로

내리기를 수행하여 2.5점의 요소그룹 점수를 모두 획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수들이 구사한 연기의 요소그룹 분포를 살펴

보면, Group Ⅳ가 3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Group Ⅲ이 26.6%, Group Ⅱ가 16.5%,

Group Ⅰ이 13.9%, 그리고Ⅴ이 10.1%순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의선수들은 D점수를높이기위해서난도가

치점이높은힘버티기기술과스윙에의한힘버티기기

술로 짜여진 Group Ⅲ 또는 Group Ⅳ에서 허용 횟수인

4회의 기술을 모두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입상을

한우수선수일수록 Group Ⅲ과 Group Ⅳ에보다많은기

술이 치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3.3 그룹별 기술 분포 분석결과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요소그룹별 기술 분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스윙기 요소에 해당하는

Group Ⅰ에서는 Kip to support와 Uprise bwd. to

support 기술이 각각 9.1%의 비율로 나타났고, Double

salto fwd. tucked to hang(Yamawaki) 기술이 27.3%,

Jonasson 기술이 54.5%로 나타났다. Kip to support와

Uprise bwd. to support 기술은 A난도의가장쉬운기술

로서단지 Group Ⅰ요소를채우기위한수단으로우리나

라의 PMS 선수와 YHS 선수만이수행하였으며, 1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들은 모두 D난도의 Jonasson 기술을 수

행하였다. 이처럼 우수선수들은 다양한 요소로 연기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채점규칙을따르기 위해 Group Ⅰ

의 기술을 구사하더라도 Jonasson 동작과 같은 고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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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kill name
Difficult
value

Name(Initial) Total
(n)

Ratio
(%)WB PE RL RT DJ PMS KHH YHS

Ⅰ

Kip to support A 1 1 9.1

Uprise bwd. to support A 1 1 9.1

Double salto fwd. tucked to
hang(Yamawaki)

C 1 1 1 3 27.3

Jonasson D 1 1 1 1 1 1 6 54.5

Total 1 1 1 1 2 3 1 1 11 100.0

Ⅱ

Swing bwd. with bent arms to hdst. A 1 1 7.7

Swing fwd. with straight arms to
hdst.

B 1 1 7.7

Swing fwd. with straight arms to
hdst.(2s.)

C 1 1 1 1 1 5 38.5

Uprise bwd. or giant swing to hdst.
with straight arms(2s.)

C 1 1 1 1 1 1 6 46.1

Total 1 2 1 2 1 2 2 2 11 100.0

Ⅲ

Uprise bwd. support scale
stradle(2s.)

C 1 1 2 9.5

Uprise bwd. to support scale(2s.) D 1 1 1 3 14.3

Uprise bwd. inverted cross(2s.) D 1 1 2 9.5

Uprise fwd. inverted cross(2s.) D 1 1 1 3 14.3

Salto fwd. betw. rings direct to
cross/L-cross(2s.)

D 1 1 1 1 4 19.0

Uprise bwd. to swallow(2s.) E 1 1 1 1 1 1 1 7 33.3

Total 3 2 4 2 2 2 4 2 23 100.0

Ⅳ

L-sit(2s.) A 1 1 3.8

Press to hdst.(2s.) A 1 1 3.8

Swallow(2s.) D 1 1 2 7.7

From swallow press to support
scale(2s.) D 1 1 3.8

Nakayama D 1 1 1 1 1 1 1 1 8 30.8

Azarian D 1 1 3.8

Pineda D 1 1 3.8

Balandin 2 E 1 1 3.8

From cross. press to swallow(2s.) E 1 1 3.8

From swallow. press to inverted
cross(2s.) E 1 1 2 7.7

Yan Mijayoung E 1 1 3.8

Felge bwd. stretched to V cross E 1 1 3.8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F 1 1 1 1 1 5 19.2

Total 4 4 3 4 4 2 1 4 53 100.0

Ⅴ

Double salto bwd. with 3/2t. D 1 1 12.5

Double salto bwd. stretched with
1/1t. D 1 1 1 1 4 50.0

Double salto bwd. with 2/1t. E 1 1 1 3 37.5

Total 1 1 1 1 1 1 1 1 8 100.0

<Table 4> Skill distribution result according to element group

기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흔들어 물구나무서기 요소인 Group Ⅱ에서는 Swing

bwd. with bent arms to hdst. 기술(A난도)과 Swing

fwd. with straight arms to hdst. 기술(B난도)이 각각

7.7%로 나타났으며, C난도인 Swing fwd. with straight

arms to hdst.(2s.) 기술은 38.5%, Uprise bwd. or giant

swing to hdst. with straight arms(2s.) 기술은 46.1%로

서 스윙하여 앞돌아 뒤로 오르며 물구나무서기 동작을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ing bwd. with bent

arms to hdst. 기술(A난도)과 Swing fwd. with straight

arms to hdst. 기술(B난도)은 스윙하여 앞 또는 뒤돌아

오르는 기술이지만 물구나무서기 2초를 멈추지 않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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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윙에 불과한 동작으로서 우리나라의 KHH 선수와

YHS 선수만이수행하였다. 이와같이물구나무서기 2초

를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채점규칙 상 중복기술을 허용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고난도의 기술로 10개의 기술

을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스윙을 통한 힘 버티기 요소인 Group Ⅲ에서는 대부

분 D난도이상의고난도기술이실시되었으며, 6개의기

술로 총 21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Uprise

bwd. to swallow(2s.) 기술은 E난도로서 최고난도의 기

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무난하게 실시

하여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

로 Salto fwd. betw. rings direct to cross/L-cross(2s.)

기술이 19%, Uprise bwd. to support scale(2s.)와

Uprise bwd. inverted cross(2s.) 기술이 각각 14.3%, 그

리고 Uprise bwd. support scale stradle(2s.)와 Uprise

fwd. inverted cross(2s.) 기술이 각각 9.5% 순으로 나타

났다. Group Ⅲ에서는 E난도 기술인 Uprise bwd. to

swallow(2s.) 동작을제외하고는대부분 D난도의기술을

수행하였으며, D난도기술종류별로고르게분포된특징

을 보였다.

힘 버티기 요소인 Group Ⅳ에서는 13개의 기술로 총

26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Nakayama 기술

은 D난도의 기술로서 출전선수 전원이 실시하여 30.8%

로 특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이 1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기술은 대

부분 상위권의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YHS 선수만이 실

시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Swallow(2s.)기술과 From swallow. press to

inverted cross(2s.) 기술이 각각 7.7%의 비율을 나타냈

고, From swallow press to support scale(2s.), Azarian,

Pineda, Balandin 2, From cross. press to swallow(2s.),

Yan Mijayoung, Felge bwd. stretched to V cross 기술

이 각각 3.8%의 비율 나타냈다. 이처럼 Group Ⅳ에서는

다양한기술이실시되었으나각각의기술별실시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선수들 대부분이

Group Ⅳ에서중복기술을 피하면서자신의운동수행 특

성에맞는기술을선호하여 D난도이상의기술을 3∼4회

씩 구사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출전 선수 전원이 실시한 Nakayama 기술은 십자 버

티기로마무리하는동작으로서신체를링위로띄워올리

는 동작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큰 부담 없이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Nakayama 기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은

대부분상위권의선수들만이실시한특징을보였다. 한편

Group Ⅳ에서 L-sit(2s.) 기술과 Press to hdst.(2s.) 기술

과 같은 A난도의 기술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YHS 선수가모두실시한것으로서 10개의난도를채우기

위한 연기구성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내리기 요소인 Group Ⅴ에서는 3개의 기술로 총 8회

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Double salto bwd.

with 3/2t. 기술은 12.5%를 나타냈고, Double salto bwd.

stretched with 1/1t. 기술은 50%로가장높은비율을나

타냈으며, E난도의 고난도 기술인 Double salto bwd.

with 2/1t. 기술 또한 37.5%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

타낸특징을보였다. 또한우리나라KHH 선수가실시한

Double salto bwd. with 3/2t. 기술을제외한모든기술이

정면을 보면서 착지하는 동작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착

지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술구사였다고 판단된다.

4. 논의
2014 코리아컵 인천국제체조대회에 결승경기의 연기

내용을분석한결과우리나라선수들은세명의선수모

두최하위권의성적으로랭크되었으며, 상위권에랭크된

세계적우수선수들에비해 D점수와 E점수모두크게뒤

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

우수선수들과의 기량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

과 대등한 D점수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고, 구성된 연기

기술의 반복 연습을 통해 감점 요소를 줄여서 E점수 차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D점수를획득하기위해서는요소그룹별로구분해놓

은 기술을한 가지 요소그룹당 4개 이상의기술을 수행

하지 않으면서 10개의 기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10

개 기술의 난도 가치점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그룹별로고난도의기술을많이수행하여야만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연기는 세 명의 선수 모두 연기의

절반가량이나 D난도 이하의 기술로 구성되었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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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드러냈다. 또한잠시쉬었다갈때활용되는 A난도와

B난도기술이연기구성에포함되었다는것은더욱큰문

제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고난도

의 기술로 모든 연기를 소화하기에는 매우 버거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시한 고난도 기술 중 Group Ⅲ

에서 Salto fwd. betw. rings direct to cross/L-cross(2s.)

기술과 Uprise bwd. to swallow(2s.) 기술을 세 명의 선

수모두가실시한것으로보아힘버티기기술보다는스

윙에의한힘버티기기술수행에많이의존한다는것을

볼 수 있다.

E난도 기술은 대부분 Group Ⅳ에 속한 기술들이며,

이기술들은십자버티기나스왈로우버티기에서신체를

들어 올리면서 또 다른 힘 버티기를 이루는 동작으로서

신체의 근력을 크게 필요로 한다. 세계적 우수선수들 대

부분이 1개 이상의 기술을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 선수

들은 한명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최고급 난도라고 할 수 있는 F난도를 보면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의선수모두가실시하였으나우리

나라의 선수들은 아무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의 경우힘으로만신체를링위로들어올려야하기

때문에체력이많이소모되는기술임에도불구하고우수

선수들은 D점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 YHS 선수도이동

작을실시하였는데이는체력이다소떨어지는우리나라

선수들도성공가능성이증명된것으로서나머지선수들

또한 적극적인 연습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요소그룹별 분석 결과를 보면 스윙하여 오르며

힘 버티기 또는 힘 버티기만으로 짜여진 Group Ⅲ과

Group Ⅳ가 전체 기술 중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

수선수일수록 Group Ⅲ과 Group Ⅳ의기술을보다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roup Ⅰ과 Group Ⅱ는

기술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며, 난도가치 또한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의 우수선수들은

단 0.1점의 D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Jonasson 동작과 같은 고난도의 기술을 수행하였다.

Group Ⅳ의 기술은 이번 대회에서 구성된 연기 내용

중 가장 다양하고 많은 기술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행된 대부분의 기술이 D난도 이상의 고난도 기술

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 Group Ⅳ는 D점수상승에영향

을 주어 경기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그룹으로

파악된다.

Group Ⅳ에서모든선수가구사한 Nakayama 기술은

신체를링위로띄워올리지않으면서십자버티기로마

무리하기때문에체력소모가적어서우리나라선수들도

큰부담이없이수행할수있었다. 또한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은대부분

상위권의선수들만이실시한특징을보였으며, 우리나라

의 YHS 선수는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을수행하여메달권진입의희

망을 갖게 하였지만 Group Ⅳ에서 A난도의 기술을 2개

나 실시함으로서 높은 D점수를 받는데 실패를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가지의 고난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10개의

기술의난도가치점이합산된다는점에서볼때보다많

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Group Ⅴ에서는모든 선수들이적절하게 D난도이상

의기술을실시하였다. 다만우리나라KHH 선수가구사

한 Double salto bwd. with 3/2t. 기술은 뒷면을 보면서

착지에이르는동작으로서특별한착지감각이없다면완

벽한 착지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기술을 구사한 이유는 D난도 이상의 내리기 동작

을 수행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도한 것

으로보여진다. 따라서 KHH 선수는뒤공중돌면서반

바퀴를 더 비틀던지 아니면 비틀기를 반 바퀴 줄이면서

몸을 펴 뒤공중돌기를 구사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

여 동작을 완성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난

도 가치점이 높은 힘 버티기 보다는 스윙기에 의존하고,

연기의절반가량이나 D난도 이하의기술로연기를구성

하였으며, A 또는 B난도와 같이 난도 가치점이 매우 떨

어지는 기술이 연기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드러냈

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 가지 기술마다 발현되는 절대적

인 근력과 10개의 기술을 모두 소화하기 위한 근지구력

이 모두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

수들이 D점수를상승시키기 위해서는우선스윙기의 운

동에 익숙한 특성을 살려서 Group Ⅰ의 D난도인

Jonasson 동작을 습득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아울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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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술의동작수행에필요한신체부위의근력을강화시

켜서고난도기술이다수분포되어있고 D점수상승에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Group Ⅲ과 Group Ⅳ의 힘

버티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Group Ⅳ의 최고급 F난도인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을적극적으로도전

해볼 필요가 있다.

E난도이상의최고급기술들은 D점수상승에큰기여

를하지만대부분힘버티기기술로이루어져있어서골

격근의근력을크게필요로하기때문에 3가지이상의기

술을한번의연기에서모두수행하기가매우어렵다. 그

렇다고하더라도우리나라선수들은최고급기술의수행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E난도 기술 습득은 시급히 보

완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훈련을 더욱 강화시켜야할 것이며, 보조에 의해 동

작을반복적으로시도하는기술감각의숙지훈련이끊임

없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연구는체조링종목경기력향상을위한훈련방향

설정과 연기구성 및 기술 습득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2014 코리아컵인천국제체조대회에링결승경기에참가

한 선수들의 D점수(난도)와 E점수(완성도) 및 실시기술

에 대한 난도요소 분포, 그룹요소별 기술 분포를 분석하

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선수들은난도가치점이높은힘버티

기보다는스윙기에의존하고, 연기의절반가량이나 D난

도 이하의 기술로 연기를 구성하였으며, A 또는 B 난도

와 같이 난도 가치점이 매우 떨어지는 기술이 연기내용

에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둘째, 이와같은문제는한가지기술마다발현되는절

대적인 근력과 10개의 기술을 모두 소화하기 위한 근지

구력이 모두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

라선수들이 D점수를 상승시키기위해서는우선스윙기

의 운동에 익숙한 특성을 살려서 Group Ⅰ의 D난도인

Jonasson 동작을 습득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해당 기술의 동작수행에 필요한 신체부위의 근

력을강화시켜서고난도 기술이다수 분포되어있고 D점

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Group Ⅲ과

Group Ⅳ의힘버티기기술을적극적으로습득해야만할

것이다. 특히 Group Ⅳ의 최고급 F난도인 Roll bwd.

slowly with str. arms and body to swallow(2s.)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선수들은 최고급 기술의 수행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E난도 기술 습득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훈

련을 더욱 강화시켜야할 것이며, 보조에 의해 동작을 반

복적으로시도하는기술감각의숙지훈련이끊임없이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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