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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볼링 경기의 이해

1.

볼링의 역사

볼링은 많은 사람들 에게 친숙한 현대 여가스포츠 중 하나로서 재미는 물론 스트레
스 해소에 적합한 현대적인 경기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적 짧은 시간에 대 중의

그러나 현재의 볼링은 비교

인기 를 얻었지만 ， 지금의 볼링경기가 만들 어지기까지 는 현 존

하는 스포츠경 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볼
링의 기원은

BC 7000 년 전 이 집트 문명 시대 로 거슬러 올라간다 . 그 당시 이집 트 고

대 고분 에서

발견된 고대 문물가운 데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고분에서 돌로

만든 공 3개와 원추형 모양의 핀 9개 그리고 몇 개의 대리석 조각들 이 발견되었다
구 체 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행해 졌는지 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 들
이 원시적인 놀 이기구로서 오늘날과 비 슷한 볼링장 비 형태로 보고 볼링의 시초로 추

측하고 있으며 ， 이 유물은 현재 영국의 런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기 록 에 남아있는 볼링의 역사는 1 3 ~ 14세기 경 중세 유 럽 에서 처음 볼
링이 등장한다 .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세의 볼링은 현재와 같이 게임 을 즐기는 것
이 아니라 종교상의 의식이나 점을 치는데 이 용 되 었다는 점 이다. 독일의 교회에서는

그 당시 성행하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케겔 (곤봉)을 악마로 간주하고 복도 의 한 구석
에 케겔을 세워 놓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퉁근 물체를 굴려 넘어뜨려 케겔을 잘 넘

어지게 하는 선도는 신앙심이 두럽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잘 넘어뜨리지 못하는
신도는 신앙심이 부족한 것으로 여겼다는 토속신앙이 전해 내려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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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 전통행사로 오늘날의 토정비결처럼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신중한 의식
으로 행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케겔을 통한 민간토속신앙 행사가 점차 신앙심과는
관계없이 재미와 흥미 위주의 취미로 변모되면서 오늘날의 볼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
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게

CBowler) 을 “ 케구”라고도 불렀는데

된

하나의

예가

그

당시

볼링을

하는

사람

이는 케겔에서 파생된 독일어의 흔적으로 알려

져 있다

한편 1571 년 마르틴 루터 CLuthe r ，

M.,

1 483-1546) 의 종교개혁 이후에 케겔 넘어뜨

리기 놀이는 옥외에서도 성행하게 되었는데

루터 자신도 볼링을 무척 좋아하여 즐겼

으며 ， 현대의 10핀 볼령의 모체가 된 9핀 게임이 마르틴 루터가 제안하여 시작되었
다고 한다. 당시 여러 가지 핀 형태로 행해지던 볼링을 루터는 핀 수를 9개로 통일
하여 정하고 그 형태도 오늘날과 비슷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세우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이렇게 규칙을 정한 9핀 게임은 큰
인기가 있어서 ， 곧이어 이웃나라인 독일， 프랑스 ， 스위스 ，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까지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9핀 게임이 유행함에 따라 경기 장소도 초기에는 맨

땅 위에서 볼을 굴리던 것을 바닥에 석탄재를 뿌리기도 하다가 판을 깔아 만든 투구
대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울타리와 지붕도 만들어서 눈이나 비가 와도 놀이가 가능한

실내경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유럽 전 영역에서 유행하게 된 9핀 게임은 1625 년 네덜란드 사람이 비로소 미국에
들여와 개척민의 오락게임으로 즐기게 되면서 미국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 그러
나 1800 년대에 들어서면서 9핀 게임이 단순한 놀이성격에서 벗어나 도박으로 성행하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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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되면서

순수한 청교도 정신을 주장하던 청교도인 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1841 년 뉴욕 주를 시초로 코네티컷 주 에서도 볼링금지령이 내려졌다

미국 전

연방에 9핀 볼링경기 금지령이 선포됨으로서

마국에서

곧 이어

9핀 게임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9핀 게임 을 건전한 오락으로 즐겼던 사람들은 이 금지령의 부당성을 주장
하고 그 형태를 약간 변형한 10핀 게임을 창안해 내게 되었다

이 1 0핀 게임이 9핀

게임의 애호가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 184 1 년에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의

지하실에 최초의 볼링센터가 개설되면서 더욱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842 년에는 공식적으로

NBA(National Bowling

Association) 가 설립되었고 ，

레인의

길이와 볼의 크기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경기규칙을 정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그

이후 1890 년에는 비약적으로 볼링경기가 발전하여 아메리카 아마추어 볼링연맹이 발

족하게 되었으며 ， NBA의 업무를 이관하였고 ， 1895 년에는
Congress) 가 드디어

Bowling

창립되게

되었다. ABC는 다시

ABC(A- merican Bowling

2005 년에

USBC(United States

Congress)로 통합되면서 현재 200 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세계볼링 을

이끌어가고 있다-

1)

볼링경기의 보급과 발전

현대의 볼링은 유럽과 미국에서 스포츠로 전파되어

보급되었다.

19 세기말 동남아 각국에 널리

10핀 볼령은 1842 년 미국전국볼링협회 ( NBA) 가 설립되고 ，

의 총 본산인 미국볼링협회(어
Am 잉
e ri can Bow
에
씨세
κν
l샤l써띠
ilng Co
이ngres잃s

1895 년 볼링

ABCο)η7
가} 창립되면서 급격

히 확산되었다. 이 를 계기 로 경기규칙이 통일되고 ， 정기적인 토너먼트 (tourna-

ment)

대회 경기가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 볼이나 핀 ， 레인 ， 그 밖의 용구에 관한 세칙이 제

정되었다. 결과적으로 ABC 의 설립은 볼링경기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52 년 1 월에는 국제볼링연맹 (Fede ration

International Quilleurs :

FIQ) 이 창설

됨으로서 볼링은 미국 전 지역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볼링

은 제 2차 세계대전에 맞물린 시대적 배 경 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몇 십만 명
의 군인들이 육군이나 해군 기지에서 볼링을 배웠고 ， 이들이 사회로 되돌아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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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링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았던 것이다

일과 후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볼링은 커

다란 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인의 소비력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밝은 조명을
한 형형색색의 볼링장이 미국 도처에 생겨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볼링인구가 불어나
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볼링경기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 를 안고 고민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핀을 사람의 손으로 세트해야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저임금에 비해 중노동을 감당할 노동자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경기 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 드디어 1951 년 오랫동안 숙제로 안고 있었던 문제 ， 즉 핀을 세우고 공을
되돌려 보내는 기계가 개발되었고 ， 결국 이것은 눈부산 성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이
로써 볼링은 사업으로서 그 기반이 안정되었으며 ， 자본가는 새로운 볼링장 건설에 많

은 돈을 투자하여 미국 전역에 볼링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전 세계 볼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 그 대부분의 시설 또한 실용적이고

현대적으로 잘 꾸며져 있다.

2) 우리나라의 볼령의 도업과 보급
우리나라에 볼링이 처음 전해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 ，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 1 9 52년 7 월 수동 6 레인이 용산 기지 미 8군 사령부 연병장의 가건
물형식

건물에 볼링장이

생기면서

부터였다 .

이후 1 9 52 년 말에는 동두천에 주둔한

미 7사단 영내에 수동 6 레인의 볼링장이 생겨났고 ， 1 9 54 년에 경기도 운천에 주둔한
포병 1 7 연대 영내에 수동 6 레인 ， 그리고 부산의 군수 지원 사령부 ， 전곡에 포병 1 군
단영내에 6 레인이 설치되는 릉 군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단위 부대별로 많은 볼링

장이 생겨났다 . 이런 환경 속에서 부대 출입 을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볼

링이 소개 되었으며 점차 많은 사람들 에게 보급되면서 볼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 일
반인을 위한 최초의 볼링장은 1967년 10월초 워커힐 호텔 지하에 설치된 볼링장으로
서 4개 레인이었다

초창기에는 외국인 전용으로 사용되다가 내국인에게도 개방되었

으며 ， 이후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인 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 많
은 사람이 볼링에 관심을 갖고 즐기게 되었다
국내 볼링이 점차 대중화된 시기는 1969년 8월 1 6 일 20 레인 규모의 코리아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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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개장한 이후부터로 1 971 년 10 월에 센트혈호텔에 20 레인이 개장되면서 볼링인

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최대의 확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제 1 차 유류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그 여파로 전

력소비가 많은 볼링장을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락시설로 인정 ，

영업 부가가치세와 특

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엄청난 세금에 경영수지가 맞지가 않아 여러 볼링장이 도산하

기에 이 르렀다. 침체에 빠져있던 한국 볼링계는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장기영씨
가 국내 볼링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뜻에서

1 974 년 한강볼링장에 자동 핀센터로 재개

장하면서 다시 볼링 붐을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2010 년 1 월 현재 전국에 약 300 여개 볼링장에서 약 500 만명 이상의 동호인이 고
정적으로 볼링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으로 아시아 및 세계무
대에서의 크고 작은 세계대회 입상으로 한국 볼링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1974 년 4 월 그 당시 문교부 승인을 받은 대한볼링협회는 1978년 7 월 아시아 볼링
연맹에 가입하였고) 1979년 11 월 국제볼링연맹 CFIQ) 에 62 번째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1980 년 2 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이듬해인 198 1 년 9 월

에 정가맹 단체로 승인 받아 1983 년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

1984 년 제 65 회 전국 체육대회부터는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볼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1978 년 제

8

회 아시안게임이었으며 ，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개인 종합 부분에서 안병구 선수가
금메달 ， 개인전에서 이성진 선수가 은메달 ， 남자 5 인조와 여자 5 인조 전에서 각각 동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후 1986 년 제 10 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1988년 제 2 4회 서울올림픽의 전시

종목에서는 권종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 ，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특히) 199 1 년 싱
가폴에서

개최된

FIQC 세계볼링연맹)토너먼트에서는 서범석

선수가 남자 개인전

및

개인 종합에서 동메달을 ， 여자 5 인조 전에서는 FIQ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의 금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세계대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4 년 10월 2 일부터

16 일까지 15 일간 히로시마에서 ‘ 영원한 전진’이라는 구호 아래

열렸던 1994 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볼링경기에서

127R 의

금메달을 놓고 선전한 결과 금메달 4개 ， 은메달 4개 ， 동메달 3개로 종합우승을 차지
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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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부산 통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올림픽을 겨냥한 전시종목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산 동의대학교 체육관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특설

아레나 파이널

(Arena Fina l) 방식을 도입한 볼링경기가 펼쳐져 볼링 올림픽 진입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특히 최초의 아레나 파이널 방식으로 4개의 특설

레인이 설치된 가운데 1

천 7백명의 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 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 사마란치 위
원장과 IOC 위원 30 명이 동 경기장의 아레나 파이널 방식의 경기를 관전하고 시상
을 하는 등 볼링이 이제 관중들과 함께 보이는 경기로 손색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1997년 제 78회 창원 전국체전부터 고등부 경기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이제는 볼링
이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스포츠종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제 5 회 세계청소년볼링 선
수권대회가 1998년 8월 8 일 ~ 16 일까지 9 일간 인천 대통월드 볼링장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 2002 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 2006년 세계남자볼링선수권대회까지 많은 국

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볼링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였다 .
특히 이번 2010 년 제 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8개 ， 은메달 5개， 동메
달 2개로 역대 아시아 볼링 경 기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 를

이루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볼링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더없이 좋은 계
기가 되었다

2.

1)

볼링경기의 특성

스트레스 해소

인간은 나면서부터

밀고， 당기고， 치고 ， 받고 ， 던지고 ， 차고 ， 때라는 등 근원적 경

향성을 지녔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데 볼

링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공을 던져 107~ 의 핀을 때라도록 하므로 근원적 경향성의
해결은 물론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은 전신에 전율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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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때때로 스트라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훌륭한 선수는 점점 많

은 횟수를 만들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이다

2) 간편성
볼링을 하기 위한 장비와 복장은 간편하다. 일정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간편
한 평상복 차림으로 볼링장 에 비치된 볼을 가지고 레인위에서의 게임이 허용되기 때

문이다. 계 절 이나 날씨 ，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한 때에 이 용할 수 있고 특 히 심

야에도 건전하게 경기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볼링은 신사적인 스포츠 종목이다- 신체의 부딪침이나 심판의
이해득실 ， 기후 조건의

기교， 타인의

방해

없이

행할 수 있기

권한에 의한

때문이다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땀을 흘릴 필요 없이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 시간적 · 경 제적
으로 도움이 된다.

3) 사회성 배양
볼링장에는 보통 친구 · 연인 · 가족 등과 함께 가게
톰짓 · 서 로간 의

격려를 통하 여

친화력을 갖게

되는데

정다운 대화 · 흥겨운

된다. 또한 ， 같은 레인에서

경기하는

선수나 초면의 상대 ， 노소간에도 서 로 팀 을 이 루어 경 기함으로써 협동심과 단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자기개발
볼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즉 ， 신체 적인 기능과 자기감정의

적절한 통제의

조화 속에 좋은 볼링과 기록이 나오게 된다. 스랩의 크기 · 스명 속도의 완급 · 정확한

릴리스 타이밍 · 효과적인 리프팅 등 어느 부분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을
1 8 마터

앞에

있는 핀에

직접

던져 넘어뜨린다면 모르지만 나무판 에 굴려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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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점에 일정한 회전과 각을 이루어 보내야 하므로 항상 일정한 컨디션과 신체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좌

우 인접 레인에서 순서대로 공을 투구하므로 자기의 성질

과 마음대로 투구하고 싶다고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통제

는 물론 인접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 하에 철저하게 자신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며 ， 스트라이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골치 아픈 주변 일은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지며 상쾌한 기분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적당한 운동량
볼링을 3 거l 임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의 방출량은 약 500칼로리 정도로 현대인의

체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아주 적당한 운동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소， 계절，

그리고 도구 등의 많은 요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기
쉽다는 점에서 볼링의 운동효과는 기대할만하다. 볼링의 운동량과 비슷한 신체활동으
로는 산책 80분 ， 축구 18분， 테니스 20분， 사이클 27분， 골프 18분， 조깅 15분， 야구
4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3.

1)

볼링경기의 시설 및 용구

경기용구

(1) 볼링공
@ 규격
볼링공의 무게는 161b( 약 7.2kg ) 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원둘레는 27 인치 (약 68.58cm)
로 직경이

일정해야 한다. 또한 공의 표변에는 어떠한 이물질도 부착할 수 없으며 ，

볼의 경도는 72듀로미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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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볼링공을 만드는 재질은 내 · 외부 모두 금속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과거 공의 표
면재질은 경질고무 ， 내부는 코르크로 만들어 졌으나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합성수지
가 이용된다 . 표면소재의 발달을 살펴보변 197 0 년대 전까지의 외피는 하드러버

rubber) ,
다

코어는

1 970 년대 에

198 0 년대에
고，

코르크 ( cork) 가

사용되었

폴리 에스테르 (p olyeste r) ,

우레탄 (ure thane) 이

90 년대에

(hard

들어서면서

(reactive resin) 이 라는

개발되었

리엑티브

물질 이

레진

만들어 져

현

EXl58cm

재까지 애용되고 있으며 ， 지금도 다양한 첨

가물의 개발 등을 통해 공의 위력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 새로운 재료

가

개발될수록

레인과의

마찰력이

강해지

고 ， 컨트롤 이 쉬워져 점수의 향상을 가져오

그림

1-2

볼링공의 규격

고 있다.

@ 구조

70년대까지의 볼링공은 외피 ( cove r

stock) ,

코어 ( core ) ， 왜이트 블록 (we ight

block)

의 세 층을 가지는 3 피스 (piece) 볼이 전부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 공의 파괴력을 높
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공의 구조도 복잡해졌다.
둥근 공 모양이였던 코어 ( core ) 가 여러 가지 형태 로 변해가면서 2 피스 (piece ) 볼이 등

장하였고 ， 현재 만들어지는 많은 공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 최근에는 컴퓨터 시율레이
션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내부코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

@ 공무게 (ball weight)
공무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고려사항은 두 가지 요소이다 . 첫 번째 요소는 공전

체 무게로 선수는 자신에 맞는 적절한 무게의 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엄지와 손가락 구멍사이의 웨이트 블 럭의 관계이다. 웨이트 블럭 위의 중심에 지공하

는 대신에 워l 이트 블럭의 한 부분에 치우쳐 지공하는 것은 볼의 한쪽에 특히 더 많
은 무게 를 주기 위한 것이다

예 를 들 어 ， 통나무를 둥글게 깎아 볼링공을 만든다면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볼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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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공을 반으로 정확히 잘랐을 때 상 · 하 ， 좌 · 우의 무게가 모두 균일할 것이다. 그
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볼링공의 내 부는 코어 (c ore ) 나 웨이트블럭이 복잡한 형
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의 상 · 하， 좌 · 우의 무게가 불균형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공의 윗부분이 아래보다 무거운 탑웨이트 (top weight) 가 아래가 위보다 무거운 버텀
웨 이트 (bottom weight) 보다 핀을 쓰러뜨리는 파괴 력 이 더 강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탑왜이트 (top weight) 를 가진 볼을 선호한다. 그래서 10파운드 (pound) 이상의 볼링공
은 3온스 (ounce ) 이상의 상 · 하 불균형을 갖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좌 · 우

불균형을 가질 경우 공의 진로에 영향을 마친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중심선의 오른쪽
이 무거우변 포지티브 사이드웨이트 (positive side we ight) 가 되어 혹성이 강해지고
공의 파괴력도 커진다. 공의 사이드워1 이트 (side we ight) 도 10파운드 이상의 공일 경

우 1 온스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공을 위 · 아래로 잘랐을 경우 위쪽(중 ·
약지쪽)이

(thumb

무거운

펑거웨이트 (finger

weight) 가

아래쪽(엄지쪽)이

weight) 보다 스키드 (skid) 가 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무거운

덤워l 이트

이 또한 10파운드 이상

의 공일 경우 1 온스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피스볼

2피스볼

그림

1-3.

멀티피스볼

볼링공의 구조

(2) 볼링화
볼링 용품하면 대부분 볼링공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경기시 볼링공 못지
않게 볼링화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스웹 (ste p) 을 걸어야만 좋은 점수를 얻
을 수 있기

10

때문이다. 볼링 스웹의 특성상 마지막 스랩은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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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을 하게 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이딩하는 발(오른손잡이의 경우 왼발)의 밑

창은 가죽으로 되어있고 반대쪽 발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로 되어 있다 .

.•• ~

그림

1-4. 볼링화

볼링장마다 어프로치 (approach) 의 종류 및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미끄러

지는 정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밑창을 준비해 그 볼링장의 어프로치 상태에 맞는 밑

창을 부착해
shoes) 의

경기를

한다-

그러나

일반 볼링장에서

대여해주는

렌탈 슈즈 (rental

경우는 볼링장에 오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손님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

해(오른손잡이는 왼발로 슬라이딩， 왼손잡이는 오른발로 슬라이딩)양쪽 밑창이 모두
가죽으로 되어있다

당연히 양쪽 밑창이 모두 마끄러워서

안정된 스웹을 걸을 수 없

으므로 정기적으로 볼링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볼링화를 구입해야 한다

(3)

볼링핀

@ 핀의 재질
핀은 볼과 부딪히는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고 견고한 단풍나무로 만
들 며 ， 표면은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로 코팅되어

있다. 핀의 밑 부분은 각이 지지 않

아 넘어지기 쉬운데 ， 이것을 막기 위하여 둥근 고리모양의 글라스 파이버 를 부착시켰

다 . 핀 표면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어깨부분에는 공인표와 생산자의 마크가 붙어

있다 . 공통 규격을 인정하는 표가 떨어지거나 ， 칠한 것이 벗겨진 펀은 공식 경기에는
할 수 없다 .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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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의 크기

핀의 높이는 38 .1 cm이며， 세부의 크기는 〈그림 1-5) 와 같다.

647cm 二」

Q) 핀의 무게
공식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핀 하나의 무게는 3파운드6온
스(약 1 .3 kg) 이상

3파운드

10온스(약 1.6kg) 이하로

규정

되어

있다.또 열개의 핀을 세트 했을 때， 가장 무거운 핀과 가장

가벼운 핀의 무게차이는 112g 이내 이어야 한다.

튜염
Q 핀의 배열

그림

1-5

볼링핀

레인 끝에 핀을 새워 놓는 부분을 핀텍 (pin deck) 이라 하며 어프로치를 기준으로

핀

은
고 들

이

할 때 역삼각형의 형태로 핀들이 배열된다. 앞에 있는 핀을 헤드 핀이라고 하며 1 번

’

둘째 줄에

의

왼쪽부터

。 1 느二
λλ'-

핀들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2 , 3 번， 셋째 줄에 있는

4, 5, 6...... .순으로

지

핀

는 음}

중심에서 중심까지

번호가 정해져 있다

이웃한 펀끼리의 거리는 핀

30.48cm 이고 ， 핀의 표면 중 볼록한 부분에서 볼록한 부분까

18.38cm 이다. 따라서 볼의 지름이 21 .5 cm 이므로 평행으로 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핀을

3 .5 cm

있는 두 개의

이내로 맞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핀의중심에서
중심까지 30.4&m
모든핀의표면에서
표면까지 18 3&m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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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시설
볼이 굴러가는 바닥을 레인(lane) 이라 하며 공인된 볼링 레인(거터， 킥백 ， 어프로치

포함)의 재질은 나무 혹은 다른 공인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내
구성이 강한 단풍나무 및 마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볼이
(파울라인에서

떨어지는 앞부분

에임 스파트까지)은 단풍나무로， 다음 부분부터 핀이 서

있는 앞부분

까지는 미송 ， 핀이 서있는 지역은 단풍나무 또는 공인된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 레인 전체를 합성수지로 만든 인조 레인을 설치한 경기장도 늘어나고 있

다. 합성레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레인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줄어들
고 있고， 관리 빛 유지보수가 나무소재로 만든 레인에 비해 간편하기 때문이다.

나무로 만든 레인은 폭이 약 3 C111 인 긴 판 39쪽을 옆으로 붙여서 만들며 ， 인조 레인의 경
우 한 장으로 된 판에 39개의 라인을 새겨 넣어 나무로 만든 레인과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

레

인 .. .... 실제로 볼이 굴러가는 바닥 부분이다. 넓은 의미의

치까지 포함한 전체 길이지만 ， 일반적인 의미의

다. 레인의 표면은 전후

레인은 어프로

레인은 볼이 굴러가는 마루이

좌우를 모두 수평으로 깎아서 울퉁불퉁한 곳이 없도록

만들어 졌다.

@

어프로치 (approach) ..... .투구를 할 때 스랩을 하는 곳으로 파울 라인의 뒤 끝까

지 최소한 4 . 57m (1 5ft)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볼링장에서 사용되고 있
는 레 인의 길이는 4.88m(16ft) 정도이다
~ 스탠딩스맛 (standing

spot) .. ... .투구

동작에 들어갈 때 최초로 서는 발의 위치를

잡기 위해 찍혀있는 점을 말한다.

Q

릴리즈스핏 (release

spot) .... ..볼을

투구하고 난 후의

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

한 둥근 표시이다

@

파울라인 (foul

line) .... .. 레인와

어프로치의

경계를 표시 하는 검은 선으로 투구

시 이것을 밟으면 파울이 되어 득점이 안 된다. 이 선의 폭은 약 2 .5 cm 이다.

@ 가이드스맛 (guide spot) .. ... . 레인 위의 파울라인앞 2.14m지점에 좌우로 다섯
개씩 있는 둥근 표시이다- 이 스맛은 정확한 컨트롤을 하여 에임스핏으로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

에임스핏 (aim

spot) .... .. 레인

위의 가이드 스핏보다 멀리 산 모양으로 늘어선

7

개의 쐐기 형의 표시이다 . 에임스맛은 하나하나가 핀의 위치와 평행한 위치로서
총의 가늠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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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터 (gutter) ...... 레인 양쪽에 평행으로 판 흠통으로， 여기 에 떨어진 볼은 핀에
맞지 않고 그대로 피트로 굴러 들어간다.
볼리턴 (ball

@

return) ... . ..피트에

떨어진 공은 자동기계에

의해

바닥 밑에

코스인 볼 리턴을 통하여 리턴 텍까지 되돌아온다 . 되돌아 온 공이

있는

있는 장소

를 리턴텍 (return deck) 이라고 한다 .
핀텍 (pin

@

deck) ...... 레인

끝에 핀을 세워 놓는 곳으로 ， 핀의 위치를 늘 일정하

게 하기 위한 표시가 되어있다.
마스킹 (masking) ..... .핀텍

@

위쪽의 기계를 가리고 있는 볼링장의

얼굴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여기에 스트라이크를 표시하거나 남은 핀의 위치가 선수에게 잘
보이도록 나타낸다 .

그림

1-7.

볼 링장의 구조와 명칭

4. 볼링경기방법 및 규칙

1)

경기종목과 방법

볼링경기는 개인종목이면서 단체전까지 치루는 종목이다. 일반적인 국제대회의

경

우 6 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 개인전， 2 인조， 3 인조， 5 인조 ， 개인종합， 마스터즈의 6종

목의 경기를 한다

14

각 종목당 선수 1 인은 6 거l 임씩을 경기하게 되므로 ， 개인전은 6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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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2 인조는 12 게임 ) 3 인조는 1 8게임 ) 5 인조는 30게임의 총점으로 순위 를 정한다. 5
인조의 경우 3 게임씩 전반블록과 후반블록으로 나누어 전반블록 경기 후 1 명의 선수
를 교체하면서 투구순서도 바꿀 수 있다. 개인종합은 각 개인별로 치른 개인전 ) 2 얀
조) 3 인조) 5 인조의 24 게임 총합계점수로 순위를 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즈경기는 볼링종목에만

있는 특별한 경기방식으로 개인종합 16강에 든 선수

16 명이 라운드로빈으로 풀 리그 경기 를 하고 상위 4강이 다시 사다리 (ste pladde r) 방식

으로 4-3 위 ， 승자-2 위 ， 승자-1 위의 경기 를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특이한

점은 라운드로빈 경기중 승자에게는 10 점 ， 비길 경우 각각5 점의 보너스 점수를 득점

에 더하게 된다. 최근 몇몇 국제대회에서는 마스터즈를 16강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
는 마스터즈 엘리미네이션 (masters elimination)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2) 점수기록방법
볼링의 점수는 얼핏 보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듯하지만 ， 그 기본은 107H 의 프레임
의 단순한 1 덧셈 1 이다

스페어(두 번째 투구에서 핀을 모두 쓰러뜨림)와 스트라이크(첫

번째 투구에서 모든 핀을 쓰러뜨림)의

경우에만 보너스점이 가산되는 것이다. 볼링

점수의 특정은 ， 같은 숫자의 스트라이크와 스페어가 기록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계속
내 었느냐， 스페어 다음의 제 1 투구에서 핀을 몇 개 쓰러뜨렸는가에 따라서 총점이 크
게 달라지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는 쓰러진 핀의 숫자를 합해서 그 프레임까지의 합계점을 산출해 나간
다. 스페어 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린 핀의

숫자까지 더한다.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그 다음 프레암의 두 번째 투구까지의 쓰러
진 핀 수를 더한다 . 파울을 범했을 때는 0점이 되면 ， 그 투구에서 넘어진 핀은 득점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번째의 프레엄에서 스트라이크나 스페어를 처리하면 세 번
째의 투구까지 할 수 있다

단 10 번의 프레임 중 한 프레임에서 발생한 스트라이크

와 스페어는 거듭해서 더해질 수 없다

- 스트라이크가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투구로 넘어진 핀 수를 왼쪽 상
단 칸에 기록하며 ， 두 번째 투구로 넘어진 핀수는 오른쪽 상단 칸에 기록한다.
만약 두 번째 투구로 1 핀도 넘어지지 않으면

’ 1로

표시한다. 두 번째 투구가 끝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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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즉각 점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스트라이크 · 제 1 투구로 107R 의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때 스트라이크로 기 록하
며 ， 채점표 상단 좌측에

× 로 표시한다 .

스트라이크를 하면 프레임 의 채점은 다음 프레임이 완료될 때까지 득점을 기대
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에 이어 다음 프레임이 스페어이면 득점은 20점 이 된다 .

- 더블 : 연속하여 2개의 스트라이크를 하면 더블로 기록하며

다음 투구가 완료되

기 전까지는 첫 스트라이크 프레임의 득점을 기재하지 않는다

더블의 득점은 20

점에 다음 투구로 넘어간 핀 수의 합산이 된다 . 즉， 더 블 다음 제 3투구에 9핀 이
넘어지고， 첫 번째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했을 경우 프레임의 득점은 29 점이 된

다.
트리플 또는 터키

’

연속하여 3개의 스트라이크를 하면 터키로 기록하며 ， 처음

스트라이크를 하면 프레임에 득점 30점을 기재한다 . 따라서
위해서는 한 게임 첫 프 레임부터 12프레임 전부 127R 의

300점 만점을 얻기

연속 스트라이크를 던져

야한다 .

- 스페어 : 어떤 프 레임에서든지 제 2투구로 남은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때 스페어
로 기록하며 ， 채점표 상단 우측에 ' 1' 로 표시한다 . 스페어 이전 제 1 투구로 념어
진 핀의 수를 해당 프 레임 상단 좌측에 작게

제 2투구가 끝날 때까지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며

해당 프레임의 득점은

스페어를 처리하였을 때는 다음 프레

임의 제 1 투구에 넘어진 핀의 숫자를 10점에 가산한 득점을 스페어 를 처리한 프

레엄에 기재한다 . 10 번 프 레임에 스페어를 처리하였을 때는 통일 레인에서 계속

해서 제 3투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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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볼링 경기의
스포츠 과학적 기초

1.

1)

볼링 경기력 결정 요인

신체구성 및 체력적 요인

스포츠의

경기력은 체력강화와 기술개발， 정신력 배양이 지 배 적인 견해이며 ， 일반

적으로 경기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체격 ， 체력 ， 경기기술 및 심리적 요
인 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볼링 선수들의

신장은 최민동 등 (2003) 의

연구 에 서

남자선수의

선장은 175.8c111 ,

여자선수의

신장은

165.6c111 가 나타났고 ， 체중은 박광동 ， 김창균 (2000) 의 연구 에 서

남자선수의

체중은

75 .1kg , 여자선수의 체중은 59.6kg , 체지방은 최민동 등 (2003) 에

서

남자선수는 17.2% , 여자선수는 22 .5%, 제지방체중은 남자선수는 59.8kg , 여자선

수는 44.9kg 이 나타났다
〈표 2-1) 은 박세정 (2009) 이 볼링 대 표급 우수선수 남， 녀 98 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신체적 특성 및 운동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볼링에서

이상적인 신체조건은 기초체력을 겸비한 알맞은 체격의 소유자로 무거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를 대
표하는 최진아 선수의

경우 구질은 전통적인 훔볼을 구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방을

향해 가볍게 뻗어주는 첫 스왕동작을 변형하여 머리위로 최대한 높이 올린 후 다운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19

BOW Ll NG

스원으로 이어준다. 당연히 높이 올라간 공은 큰 위치에너지를 갖고 다시 높은 백스
명을 만들어 주어 이 를 통해 보통의 여자선수들이 내기 어려운 빠른 스피드와 회전
을 구사한다. 이러한 파워볼링을 구사하기 위하여 서양에서는 다양한 투구법이 개발
되고 있으나， 서양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형과 신체구성 ， 신체리듬에 맞는 새롭고 효율적인 투구전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표

2-1. 볼링선수의 신체적 특성 및 운동능력

즉정변인(단위 )
신장(cm)
체중 (kg)

배근력 (kg)
。「fE
「커

완굴

조f(kg)
우 (kg)
조 f(kg)
우 (kg)

수직점프(cm)
사이드스템(회 /30초)
체전굴 (cm)
체전루 (cm)

V02max(m l/ kg/min)
보""리
o저
C3-〈「

우수남자군(n=49)M/SD

우수여자군(n=49)M/SD

1715 ::t 45
75.2::t 8.5
147}::t 5.7
431 ::t 42
48.3 ::t 3.6
71 .7::t 11.3
69.8 ::t 14.0
57. 6 ::t 6.5
36.4::t 2.3
39.8 ::t 6.8
58.5 ::t 4.3
40.8 ::t 5.8
203.8 ::t 2.3

165.4::t 3.9
64.1 ::t 6.2
84.4::t 9.4
306 ::t 46
320 ::t 32
455 ::t 146
45.7::t 116
41 .4 ::t 7. 51
338 ::t 21
415 ::t 72
505 ::t 8.7
323 ::t 29
2015 ::t 17

볼령은 정확한 스탠스와 함께

일관성

있는 스웹과 스왕으로 일정한 무게를 지닌

공을 정확한 스핏에 선수가 설정한 목표지점에 릴리즈 하여 핀을 맞추는 경기로서 ，
근력， 근지구력 ， 유연성 ， 정확성 ， 적응력 ， 균형성 ， 악력 ， 집중력 및 리듬성이 요구되어

그에 따른 신체단련을 통한 전신 근력의 향상을 필요로 한다(박광동， 검창균 ， 2000) .

볼링 경기는 매 종목마다 6 게임씩 치르도록 되어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전 ， 후반 시리즈를 통하여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후반 시리즈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체력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했기 때문
이며 ， 볼링경기에서의 체력의 배분는 레인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기가 시작되
기 전에는 레인의 먼지와 기름을 닦아 내고 정비용 기름을 칠하기 때문에 경기의 전

반부와 후반부의 레인 상태가 각각 다르다 . 경기 전반부는 레인에 정비 기름이 충분

하여 공이 밀라는 경향이 있어 체력 소모가 적은 반면， 후반부로 갈수록 정비 기름이
말라서 공의 구름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커진다. 따라서 경기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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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반부의 체력 소모를 대비한 힘의 비축이 매우 중요하다

경

험이 많은 선수는 전반부에 100% 힘을 발휘하지 않고 80%정도에서 최후에 100% 힘

을 발휘한다.

2) 생리적 요인
볼링은 신체중심과 하체근력을 요구하는 경기 종목이다- 한 레인당 4 명이

경기할

때 게임당 25-30분 정도 소요되며 ， 일반 시합의 경우에는 총 하루에 약 3-4 시간 정

도가 걸리며 ， 대표선수 선발전의 경우에는 1 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무거운 중량의 공
을 들고 신체적 ， 정신적 집중을 요하는 경기로써 투구 시 순간적인 파워와 함께 유산

소적 지구력이 함께 펼요한 종목이다. 이런 운동을 하기
에너지가 요구된다

위해서는 선수에게 충분한

기초체력의 육성은 근력 증진과 지구성 증진의 수단으로 매우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볼링에서의 체력 육성은 단순히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

한 수단 뿐 아니라 호흡활동의 정상화， 근육계통의 발달， 지구성 ， 교치성 ， 민첩성 ， 평
형성 등도 증진 · 강화시킨다. 볼링선수들에게 필요한 신체적 요건으로는 정밀도를 동

반한 공을 릴리즈 할 수 있는 근육계통(팔의 근육과 다리의 근육)의 발달과 지구성 ，

그리고 자세의 안정과 동작의 정확성과 협응성， 신속한 반응이 잘 발달된 평형감각
등 육체의 전면적 발달， 생리적 요인과 신경계통의 고도의 단련도가 이루어져야 우수
한 볼링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역학적 요인
볼링은 최고 7.25kg의 공을 이용하여 파울라인으로부터 약

18m 앞의 정삼각형 대

열로 선 107R 의 핀을 맞추는 경기로써， 승패는 많은 핀을 쓰러뜨려 높은 점수 총계
를 얻는 것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릴리스 시 목표한 지점과 1 。 차이의 스쟁이 결과적

으로 핀에 맞을 때에 약 30cm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볼링 투구의 궁

극적인 목표는 정확하고 파워 있는 투구동작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볼링경
기는 스랩의 속도와 보폭의 크기， 스왕속도의 완급 ， 적절한 신체와 공의 운동량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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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렬리스 타이맹 ， 효과적인 리프팅 ， 빠른 레인 파악 ， 공의 속도와 회전수의 조절，
정확한 입사각도 확보 등 어느 부분 하나라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요소들이며 이러한

기능들이 최적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볼링 기록을 낼 수 있다.

2.

1)

볼링 경기시설 및 경기용품 요인

레인 요인

전통적인 볼링경기장의

레인은 나무재질로 만들어 졌으나 최근 합성수지를 재질로

한 레인이 개발되어 나무레인을 대체하고 있다. 나무레인의 경우 투구되는 공으로부
터

레인을 보호하고 레인위에 도포되는 오일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도료로

표면을 코팅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옹도와 습도의 변화에 의해 레인
의 수평이 틀어지고 ， 투구된 공의 충격과 마찰에 의해 코팅된 도료가 벗겨지므로 표

면을 깎아 수평을 잡아주는 샌딩 (s anding) 과 도료를 다시 칠하는 코팅 ( c oating) 등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정상적인 레인상태를 유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합
성레인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어 레인의 유지보수가 수월하고 ， 시간이 지나도 원래
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새로 신축되는 볼링경기장은 모두 합성레인이다. 합성레인

은 재질의 경도가 나무에 비해 단단하고 표면의 마찰계수도 나무레인과 틀리므로 ， 선
수들은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레인재질이 나무인지 합성인지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

여 적응훈련을 하여야 한다 .

2) 레 인 위 오일 패 턴 요인
레인위에는 표면을 보호하고 공의 미끄러짐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오일을 도포한다.
만일 오일을 도포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스트레이트로 공을 투구하지

않는 한 공은

핀에 도달하기 전 휘어짐으로 거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과거 레인 정비기계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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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전에는 사람이 스프레이나 밀대 등을 이용해

레인 위 를 걸어가며 수동으로 오

일도포를 했으나 ， 현재는 컴퓨터로 프로그 래밍 되어 작동하는 전자동 레인 정비 개발
되어 모든 공식경기에 사용되고 있다. 오일은 파울라인에서 뿌리기 시작하여 약 18m
의

레인 길이중

1/2 이상 4/5 이하로 칠하게

되는데

WTBA(Wo rld Tenpin Bowling

Associa tion: 세계볼링연맹)에서는 솟 (short) ， 미륨 (me dium) ， 롱(l ong) 의 세 가지 종류

로 공식 레인 정비 패턴을 정하였고 ， 매 경기마다 다르게 2가지의 오일패턴을 선택해

공식경기를 진행한다. 선수들은 그 경기 에 선택된 짧고 ， 긴 두 가지의

레인 정비에

잘 적응하여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 다.

그림

3)

2-1 최근 공식경기에 사용되는 자동레인정비기계

볼리공이
。이
0 0 - 1 ..LL
L..:

볼링공의 요인은 레인 ， 레인 정비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공식경기에
서 한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의 최대 개수는 6개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 선수
개개인의 구질(속도 ， 회전수 ， 회전방향등)과 레인의 상태에 따라 그 경기에 적합한 공
을 선택하여야 한다 . 공의 선택은 표면처리상태， 탑웨이트 ， 사이드웨이트 등의

밸런

스， 핀의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공상태와 표면처리를 변화하여 스트라
이크 확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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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발 ， 손목보호대 요인
볼링화는 선수가 스랩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릴라즈시

최대의

힘이 공에 전달되도

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비이다 .4스랩 투구의 경우 3스템의 백스명 정점에서 지지 발
에 폼무게를 실어주어 발을 뒤로 차는 킥 (ki ck) 동작을 통해 무게중심을 빠르게 전방

으로 이통시켜주어야 하는데 ， 지지발이 미끄러진다면 원활한 동작수행이 어려울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지지발(오른손 선수의

경우 오른발) 바닥은 잘 미끄러지지 않은

고무재질을 사용하고 ， 마지막 스웹과 렬리즈시 약간의 미끄러짐이 발생해야하는 왼쪽
바닥은 가죽 등의 재료로 만든다 . 왼쪽 바닥의 경우 경기장마다 다른 어프로치의 재
질과 미끄러운 정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찰계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가죽 밑창과

뒷굽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훌 털훌i
그림

2- 2

다양한 볼링화의 밑창 재질

공이 손에서 떠나는 릴리즈 (rel ease ) 동작 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보호대 를 착용하기도 한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할 경우 손목의 젖혀짐을
줄여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을 빠르게 하므로 공의 회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손목

보호대는 손목만 가볍게 받치는 형태부터 손가락 전체를 받쳐주는 모양까지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본인의 투구 스타일과 엄지 타이멍에 맞추어 선택해야 한

다. 그러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경우 플랙션(flexion) ) 익스텐션 ( exte nsion) 등의 상
급 릴리즈 동작을 할 수 없어 투구의 다양성을 구사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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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3

다양한 손목보호대의 종류

볼링경기의 체력훈련 원리

볼링경기는 물건을 굴라거나 던지는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욕구에서 시작되어 반복

성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스포츠 종목이다

그 운동 수행 형태를 보면 일정한 공간(레

인과 어프로치)과 환경에서 경기 수행자가 자신의 손에 적합하게 지공되고 레인의 상
태에 따라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체(공)를 이용한다. 또한 기술적 특성

(스원 ， 스웹 ， 릴라즈， 터녕， 리프팅)을 이용하여 정신력을 집중시켜 ，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가 적용된 보조 목표지점을 이용하여 핀을 향해 순간적으로 주행이동(투구) 시킴
으로써 최종 목표물인 핀을 쓰러뜨리는 경기로써 적응력과 경험적 요인의 비중이 큰

종목이다. 볼링경기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정확성 ， 적응력 ， 균형성 ， 집중력 및 리
듬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신체단련이 필요한 경기이다. 또한 스명과 도약시 체력적
인 경기력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력과 파워 ， 그리고 순발력이 요구되며 에너지
대사적 관점에서 섬폐지구력 ， 근지구력 및 유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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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경기나 트레이닝을 실시하기 전에 항상 준비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과거 이러한 과
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부상
의 위험도 그만큼 높았다
선수들이

최근에는 본 운동을 실시하기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운동이

전에 준비운동을 대부분의

가진 정확한 의미，

실시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준비운동
의 정확한 의미， 실시방법과 아울러 계속적인 운동수행을 위한 피로회복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1) 준비운동의 필요성
신체는 항상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기계이다. 그러한
기계는 평소 생활과정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가동을 경험하지 않지만 운동시에는
평소 경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극이 갑자기 가해질 때 신체에는 무리

가 뒤따르게 된다 . 따라서 준비운동 (warm-up) 은 신체적 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신체
조직의

준비를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한다. 능동적

준비운동 (active warm-up) 은

낮은 강도의 활동을 포함하며， 체온을 상숭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고 생리적 기능에서
의

다양한 향상을 가져온다. 수동적

준비운동 (passive warm-up) 은 온열 판，

초음파 등과 같이 외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 강도 높은 운동에 앞서

휠풀，

일반적인 신체운

동을 수분 간 수행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 이러한 운동은 실
제로 운동과 스포츠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준비운동을 통해 신체는 다음과 같

은 스스로의 준비작업을 행하게 된다.

@ 체온을 높여준다.
@ 근육의 온도를 높여준다

G) 심장에 혈액공급을 적절하게 높여준다.
@ 근육의 장력을 적절하게 높여준다
@ 인대 및 건의 장력을 높여준다.
이상의 준비운동 수행을 통해서

〈표 2-2) 와 같은 신체의 기능적 준비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부상방지， 트레이닝 효과 증대 및 경기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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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운동의 종류와 방법

@ 준비운동의 종류
준비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형태는 사전에 약간의 운동을 수행하는 측면

에서 이 루 어진다 . 가장 대표적으로 이 용 되고 있는 것은 스트레칭 ， 맨손체 조 ， 조깅 및
본 운동과 비슷한 동작의 가벼운 수행 등으로 구성된다
스트레칭은 각 관절의 신전 및 굴곡동작， 근육의 적절한 수축동작 등으로서 전체적
으로 8-10회 반복하며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절부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맨손체 조는 스트 레칭에 비해 약간 높은 강도로서 준비운동의 효과는 물론 근력 향상

에도 도움이 된다. 가능한 정확한 동작을 익히도록 한다. 조깅은 스트레칭 후에 설시

하는 것 이 일 반적이며 체온의 상승， 산소공급을 위한 사전준비의 성격으로 수행된다.
이밖에도 마사지 ， 고정식 자전거에서의 운동수행， 샤워 등의 방법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정한 형식보다는 운통종목상의 특성 및 개인차를 고려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볼

링 경 기에서 주로 쓰 이는 신체의 부위는 하반신과 옆구리 ， 악력으로 이어지는 팔 ， 팔

꿈치， 손목 등인 데 ， 이 들 부위의 준비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레인에 나서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볼링의 준비운동은 3 단계
로 구성된다

1 단계는 가벼운 몸 풀기 를 통해 체온을 상승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

는 것이다. 약 5-7분 정도 가볍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체온을 약간 상승시키고

혈 액 순환을 빠르게 하며 관절에 윤활유를 칠하는 단계이다.
볼링센터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면 (3-5분 거리 정도) 집을 나서기 전 에 러닝머
신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몽을 풀 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 나와 제자리

뛰기나

속보 ， 계단 오르기 ， 체조 ， 팔 회전 ， 노 젓기 동작 등을 한다. 선택한 동작은 서서히
시작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 간다. 이 런 동작을 5-7분 정도 계속한 다음 2단계로 옮

겨간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이다. 3 단계 준 비운동으로 넘어가기 전 약 5-7분 정
도 스트레칭을 계속한다 . 다음에 소개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볼링 동작에 사용되는 각
표

2- 2

준비운동의 신체 각 부위별 효과

二」그 f휴〉

혈액 및 혈관

기타

근육수축 및 이완시간 단축

헤모글로빈의 산소해리능럭 증가

관절가동범위 증가

근육의 효율증가

혈관 저항 감소

부상발생율 감소

마 0 1 오글로빈의 산소해리능력 증가

심장기능 촉진

기도저항감소

근육효소의 활성화

人며lχC〉f-닙「드디f 7디t.: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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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근육 군을 활성화시킨다. 각각의 스트레칭 동작은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장 멀리 폼을 뻗어

15-3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처음

위치로 서서히 돌아온다(표 2-3)
표

2-3.

준비 운동 방법

자「
도

동작

실시요령

(
]

앙손 깐지 끼고 머리위로 펴고 천
천히

상체를 염으로 젖힌다

좌우

15초간 실시한다

실시요렁
왼쪽 다리를 앞으로 하고 앙 다리를

크게

벌린

다음 앞무릎을 구부리며

허리를 낮게 내린다 동시에 앙손 끽
지를 끼어 손 바닥을 위로 항하여 머
리 위로 펴 준 다，

앙팔을 머리 위로 펴고 오른쪽 팔
꿈치를 구부려 등 밑으로 떨어뜨린

다 왼손으로 오른손 발꿈치를 잡고
왼쪽 아래

방향으로 당긴다

고 앞무릎은 구부린다

좌우 20초간

실시한다

-

한

는

로

친
키큰

친

퍼키

i이 다닉 끼끼 시근
이」 도

붙

-

뒤

으E

다
한
시

하。 。=:
조。 떠
- 다 치커미닉
3-

m- 펀
쪼「

몸 새σ 매
기 책 펠

지

까이 미씨 조〈〕

바

고 손

n이 냐닉

끝

손

。-E의 따[체

떼

20초간 실시한다‘

좌우

앙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뒷무릎은 펴

}
-

앙 발끝은 전방을 향하고 배는 내밀
지 않도록 한다
좌우 20초간 실시한다

@ 스트레칭 종류
- 엉덩이 /무릎 뒤 힘줄
등을 마루에 대고 둡는다. 양발을 동시에 사용해서 엉덩이 관절을 굽혀서 발을 가
슴과 복부 쪽으로 당겨준다. 양손은 각각 양쪽 무릎관절 뒤에 두고 다리를 상체 위쪽

으로 조금씩 높이 당겨준다 .

- 아래쪽 등/복부
등을 마루에 대고 둡는다. 양발을 동시에 90도 각도로 똑바로 들어 마루와 수직이

되게

한다 . 양발을 서서히

옆쪽(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켜 옴통이

회전하도록

한다 . 회전을 계속한 다음 양발을 마루에 내려놓는다 .

종아리
양발을

28

30-60

센티 간격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앞발에 체중을 유지

체 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BOWLl NG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뒷발의 종아리 근육을 쭉 펴준다 . 앞으로 기울일 때 양발이

모두 마루에 평평하게 밀착시킨다

해
새

。=--

쪽

펴

쭉

뺀훤

斗

캔

뒤의 삼두근을 누르게 해서 어깨의

디꺼

한 번에 한쪽 팔을 병치 앞쪽으로

차 을
교 쪽

- 어깨 /회선근

팔꿈치 관절

- 팔목/팔묵
우선 굴근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완전히

/•

뻗는다 . 반대쪽

o

'"

~-

'-

사용해서 손바닥을 눌러주고 팔목을 편안하게 쭉 펴준다. 완전히 뻗은 다음 손바닥을
뒤집어 손등을 눌러주어 팔뚝 신근을 스트레칭 한다 .

준비운동의 최종단계는 특정 동작을 어프로치 동작에

u

l--* '--_ 것이다

7<: ,L..

간단한 볼링

동작을 5-7분 정도 계속하면 근육의 기억을 크게 증가시킨다.
의자에 앉은 채로 볼을 굴려서 빼는 통작부터

취해본다

그런 다음 의자나 난간을

잡고 자세 를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마무리 자세 를 취한다. 다음은 파트너와 함께

시어웨이와 첫 번째 스랩을 연습한다

,

:n::

볼 이 다운스왕으로 내려갈 때 푸시어웨이 동작

기

은 능

같

멈춘다. 마지막으로 파워스랩에서 슬라이딩으로 전환하는 동작을 연습한다. 이와

(3)

실전 동작은 신경조직을 이런 동작에 맞게 조율시킴으로써 실린더를 점화시키는
한다

준비운동의 강도와 시간

준비운동시 고려되어야 하는 강도와 시간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그것은 실시종목과도 관련지어 결정 하게 된다 . 적절한 준
비운동이 중요한 만큼 높은 강도와 시간상의 과도한 준비운동은 오히려 경기력을 감

소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준비운동 절차는 보편적으로 해야 하며 ) 5분 휴식으로부터

5분에서 1 0분 동안 유산소 능력의 40-60%정도를 발휘하여 전신을 움직인다. 미국대
학스포츠의학회 (AC SM) 는 준비운동을 5-10분간 미용체조와 같은 운동을 하며，
분간 단계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직장 및 근육온도를

유지하는 강도가 가장 적절 하며 그 이상의 온도증가는 부정적

37

5-10
0

C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

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강도와 시간은 스트레칭의 경우 10-20분 ， 조깅은 심박수가

130-140회 /분 (3-4MET) 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5-10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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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운동

정리운동은 신체가 점차적으로 운동을 중지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주고
뺏뺏한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높은 기어에서 낮은 기어로 갑작스럽게

변속하는 것이 차에 무리가 가듯이 인체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 정리운동은 활발한
운동으로부터 심박수와 호흡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또한 ，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
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만약 운동 후 즉시 정리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의 장
애가 나타나고， 급기야는 피곤함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 정리운동은 혈액순환
을 안정 상태로 서서히 낮추고 근육에 축적된 젖산 등과 같이 피로를 느끼게 하는
노폐물을 경감시킨다

정리운동은 맥박을 낮추거나 몸을 식혀주는 활동을 포함해야 하는데 근육 스트레
칭이 역시 유용하다. 맥박을 낮추다가 폼을 식혀주는 활동은 가볍게 조깅하기 ， 걷기 ，
무릎 들어올리기와 같은 단순한 가동운동 등을 하여 그 강도를 점차적으로 편안하게

감소시키며 혈액 순환과 근육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반드시 실
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바람직한 운동 습관의 형성과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체력훈련의 일반적 원리
체력훈련은 계획적인 트레이닝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므로 계획적인 훈련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일련의
필수지침인 트레이닝의 원리를 이해하여 계획 수립에 적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트레이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에는 과부하의 원리 ， 부하점증의 원리 ， 개별화
의 원리， 다양화의 원리 ， 반복성의 원랴 ， 특이성의 원리 ， 의식성의 원리 ， 계통성의 원
리가 있다

과부하의 원리는 일상생활 중에 받는 부하나 자극보다 강한 운동자극을 주어야 체
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레이닝은 인체가 트레이닝의 자극에 적응하여 체력

이 좋아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약한 운동 자극은 체

력의 향상보다는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너무 강한 자극은 인체의 적응을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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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과로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자극

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점증부하의 원리는 트레이닝의 경과에 따라 과부하의 원리 를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 트레이닝의 초기단계에서 과부하로 트레이닝을 시
작하더라도 ，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부하에 인체가 적응하여 체력이 향상되므로 더 이
상 과부하가 아닌 상태가 된다 .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부하를 단계적으

로 증가시켜야 계속적인 체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증부하의 원리는
트레이닝 부하를 점진적으로 높여감과 동시에 연습의 양과 질을 점증적으로 조절하
며 ， 트레이닝의 과제 또는 운동 방식을 점차 복잡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리
이다

이 원리는 생리학적인 근거 ， 즉 신체의 모든 기관의 발달 ， 계통의 변화 또는

기능의 개선은 트레이닝에 의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부하

의 점증은 질과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것을 의미하며 ， 대개 주를 한 단위로 하

여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주 단위 내에서도 보통
부하- 보통 부하” 로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거운 부하 가벼운
또한 모든 스포츠

종목의 운동기술을 습득시키는 방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즉 ， 운동기술의 학습방법
은 기본적 교육방법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동작부터 복잡한 동작으로 ，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트레이닝 방법을 점차 복잡하
게 만들고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러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레이닝의 주간 계

획 ， 월간계획 ，

연간계획도 반드시 부하점증의 원리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 만일

이러한 점진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단기간에 속성 훈련을 강행할 경우 ，

힘이나 운동

기술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 오히려 역효과 또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별화의 원라는 각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체력과 가능성에 알맞은
부하를 계획하여야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 모든 트레이닝

에 있어서 트레이닝의 형태 ， 성질 ， 강도 ， 지속시간 ， 수행방법 등을 선택할 때 반드시
대상자의 성별 ， 연령 ， 훈련의 정도에 따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
획되어야 한다

다양성의 원리는 트레이닝 기간 중 지루함과 단조로움의 반복은 동기유발과 능력
향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
해서 트레이닝의 다양성은 최선의

약이

된다. 이 를 위해 코치나 지도자는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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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정통해야 하고 가능하면 많은 운동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개발하고 ， 부하도 변화를 주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루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트레이닝의 다양성은 선수의

정신적， 심리적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트레이닝 반응을 개선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반복성의 원리는 에너지적인 체력 요소의 향상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히 운동기술
이나 전술의 습득 또는 의지력의 함양 등에 크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반복성의 원리

가 기술 트레이닝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트레이닝에

의한 조건 반사적인 동작의 습득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리학적인 배경
이

있기

때문이다

반복성의 원리를 트레이닝에 적용사키는 데에는 트레이닝의 질과

양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트레이닝의 효과를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하와 휴식 ， 피로와 회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운동의 반복횟수와 각 운동사이의 휴식시간은 각 개인의 트레이닝의 정도 ， 연령 ，

운동의 종류 ， 기상조건， 시설 ， 용구 등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특이성의

원라는 효과적이고 더 높은 적응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스포

츠 종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근육과 에너지 시스템을 발달시키는데 특별히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선택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그 종목에서 특이하게 요구되는

신체적 요구에 적절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볼링 경기의 경우 각 종

목당 2 시간에서 4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스왕 시 파워를 필요로 하는 경기의 특

성과 근기능이 기술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 주로 이용되는 근육군의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식성의 원리는 운동선수 각 개인에게 트레이닝의 과제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편성 및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교육학적 원리 ， 즉 운동선수들의 자주적 활동 의식을 고양시키는 원리로 규정된다 .
따라서 참여의 원리로 불리기도 한다.

계통성의 원리는 모든 트레이닝에는 목표가 있으며 ， 이에 따라 중기 또는 장기 훈

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떠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일관성
있게 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자도 계통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상급학교

에 진학한다거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트레이닝의 내용과 방법이 급격히 바뀌게 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계통성을 잃게 되면 선수의 경기력 발달이 침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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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경기의 역학적 원리

4.

1)

힘의 이해와 전달

볼링

스왕동작은

mo tion) 과

유사하다

어깨를

회전축 ，

Armbru ster ，

공을
Irwin과

진자로

볼

때

Muske r(1967) 와

단진자운동 (pe ndu lum

Murase , Miyashita ,

Matsui , Mizutani와 Wakita (l 974) 는 볼링투구자가 공을 이동시키기 위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 무게가 일하도록 하고 팔은 단지 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

Kre ighba um과 Bathe ls (l 990) 는 일반적인 움직임 형태 가운데 볼령의 투구동작은 팔
이

아래로 향하는 언더암 (undera rm) 형태로 분류하였다 .

이동시 볼링 투구동작은 공

을 쥔 팔의 팔꿈치 관절을 신전하여 몸 밖으로 밀어내는 푸시어왜이 (push

away) 동

작으로부터 시작되고， 중력에 의한 다운스원 후 백스왕의 탑에서 팔꿈치 관절이 최대
신전을 이룬다 . 공이 중력에 의해 지면방향으로 진행방향이 바뀌면서 진자스왕이 된
다 . 공의 무게를 이용한 포워드스왕 후 볼이 손에서 릴리스 되면서 팔꿈치 관절이 굴
독 된다. 이 때 진행방향으로의 스랩과 투구동작 시 붐통의 회전은 파워 를 향상시키

며 ， 중력을 이용한 진자스명으로 정확하게 목표방향으로의 스핑을 할 때 일정한 어드
레스 ， 스 쟁이미지를 통해 항상성 있는 스왕을 할 수 있다. 볼링공의 기계학적 에너지
의 전이 특성을 보면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사이 관계는 백스원의 정점 자세 즉，
공의 최고 높이에서 더욱 큰 위치에너지를 만들수록 릴리스 시에 더욱 큰 운통에너

지 를 만든다. 기계학적 에너지 값의 차이는 공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치에너
지에서 운동에너지로의 전이효과는 투구자의 팔 관절의 모벤트와도 밀접한 관계 를 갖
는다.
공 의 파워에는 각운동을 의미하는 자전력과 선운동을 의미하는 직진력이

있다

볼

의 자전력은 마지막 스랩에서 슬라이딩 동작 중 공을 투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엄지손가락이 공에서 빠져 나오고 그 다음 중·약지에 의해서 공이 리프트 되어

져 생긴다. 이 때 손가락과 손목의 턴이 적절하케 이 루 어지면 공에 좀 더 많은 회전
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공의 직진력은 스템 시 투구자 몽의 속도가 슬라이딩 되면서

공에 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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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돌요인 이해

$항 r

g
그림

2-4.

진자운동에 따른 힘의 전달

굴러가는 볼링공은 일정한 양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핀을 쓰러뜨린다. 이 파괴력
을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 볼링공의 운동량이 클수록 파괴력이 커지고 핀과 부딪칠 때
많은 양의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7.25kg으로 제한되어

많은 핀을 쓰러뜨릴 수

있다 . 볼링공의

무게는

있으므로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의 속도를 크게 하

여야 한다 . 릴리스 시 공의 속도는 공의 무게를 이용한 진자운동과 스웹을 통한 선형
운동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다. 스트라이크 시 공이 직접 충돌하여 넘

어지는 핀의 수는 1 ， 3 ， 5 ， 9번 펀 4개이 다 . 나머지 핀들은 핀과 핀이 부딪혀서 생기는
핀 액션에 의해

넘어지므로 충돌 시 공의

회전상태가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스행 동작 중 백스왕 사 진폭의 크기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를 증
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볼의 운동량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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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구질의 이해
구질이란 릴리즈 된 볼이 핀에 도달할 때까지 레인을 구르며 회전하는 모양을 말
한다. 레인은 15 피트까지 헤드 (beads) ， 45 피트까지를 오일지 역인 파인즈 (pines ) ， 그리
고 60피트까지를 드라이 지 역 인 백 엔드 (ba ckends ) 라고 하는데 오일의 양에 따라 공
의 회전 양이 달라진다. 헤드는 공표면 재질에 따라 공의 스피드에 영향을 주는 부분

으로 스키드 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공의 스피드가 최고가 되고 회
전은 최소가 된다 . 파인즈 부분에서는 전진회전이 감소하여 미끄러짐이 줄어들고 측

면회전이 발생하기 전에 자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며 ， 표면상태와 공의 내부
구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백엔드 부분에서는 오일이 없이 드라이한 상태로

공의 측면회전이 최대로 일어난다
구질의 종류에는 스트레이트 볼 ， 푹볼 ， 백업 볼 ， 그리고 헬리롭터 볼이

있다. 공이

손에서 빠지는 순간을 릴리즈라 하는데 이 동작에 의해 볼의 방향 ， 속도 ， 회전이 결
정된다.

그림

2-5

언쇄충돌사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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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이트 볼 (straight ball)
투구된 공이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핀을 향하여 굴러가는 형태를 스트레이트 볼
이라 하며 ， 공의 회전이 정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핀에 부딪히는 힘이 부족하
다 . 투구 방법으로는 투구 통작의 마지막 단계인 릴리즈에서 엄지손가락이 12 시 방향
으로 놓이게 하고 중약지로 리프팅 하면서 팔로우드로우를 한다.

(2)

푹볼 (hook

ball)

투구된 공이 일직션으로 굴러가다가 핀에 가까워지면서 왼쪽으로 휘게 되는데(오른

손잡이의 경우) 갈고리 형으로 핀에 파고드는 구질을 훔볼이라 한다. 혹 볼은 앞으로

구르는 힘에 옆으로 도는 회전력이 가해져서 핀에 부딪히는 순간 강한 충격을 주게
되어 스트라이크 (s trike ) 확률을 높여주게 된다 . 투구 방법으로는 릴리즈 되는 순간의
엄지손가락이

10시

방향으로 놓이게

하고 중약지로 리프팅

하면서

팔로우드로우를

한다.

(3) 백 업볼 (back-up

ball)

투구된 공이 혹볼 구질의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는 형태를 백업 볼이라 한다
릴리즈 단계에서

공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뭄의 안쪽으로 향하지 않고 몸 바깥 방향으로

놓인 상태에서 리프팅이 되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수는 팔과 손가락의 힘을 길러서

릴라즈 시

백업 볼을 사용하는 선

엄지의 방향이 몸의 안쪽에서 빠지도록

해야한다 .

(4)

헬리롭터 볼 (helicopter

ball)

헬리롭터 볼의 구질은 좌 ， 우 꺾임 없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전진하는 것으

로 굴러가는 공의모습이 마치 헬리좁터의 날개나 팽이와 같아 헬리롭터 볼 또는 팽

이 볼이라고 불린다. 공의 주행형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볼의 주행과 같으나 백
엔드에서

백업 볼의 구질과 흡사하게 좌→우로 약간 휘면서

핀을 가격하는 경우가

많다. 헬리롭터 볼의 구사는 혹볼과 비교하면 손목이용부터 다른데， 혹볼은 공을 릴

라즈 할 때 손목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시키지만 ， 헬리롭터 볼은 손등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서 위로 ， 즉 엄지 를 몸 바깥쪽으로 회전시킨다. 손목부상
등의 이유로 헬리롭터 볼은 11-12 파운드의 가벼운 볼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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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동작의 기본원 리
볼링은 어깨를 회전축

팔을 진자로 하여 시계추와 같이 공을 잡고 신체를 중심으

로 팔을 뒤로 하였다가 진자운동의 원리와 같이 앞으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다리를

이동시키며 자신이 임의로 정한 지점에 볼을 놓음으로써 지정된 목표물(핀)로 굴러가
게 하는 원리이다 . 진자 운동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목표하는 지점으로 공을 굴리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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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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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뚫

지」

진자운동의 원리

지이

진재볼)

진자운동의 원리

(1) 팔은 일직선(축→진자)
볼링에 있어서 스원동작은 어깨 축으로부터 90도 각도로 볼을 잡은 팔은 물론 손
등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백스원 시 많은 선수들의 공이 등 뒤

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진자 운동이 흩어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어짐으로 고급 볼링을 구사하기가 어렵다.

(2) 양어깨는 수평
양어깨선이 시계추(팔)와 수직이 되지 않을 때는 뒤로 갔던 공에 원심력이 적게 생
기므로 자연스런 탄력보다 어깨와 팔에 힘이 가해지게 되고 공을 권 팔의 방향이 좌

우로 흔들리게 되어 일관성을 잃게 된다. 초보자의 경우 공 무게에 어깨가 끌려가는
현상이 많은데 양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연습한다면 무거운 공도 경쾌하게 투구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길 것이다.

이동

2보

1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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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자의 높이와 방향

공을 쥔 팔을 뒤로 했을 때 공의 높이가 어깨의 기점과 같을 때 아래로 향하는 가

장 큰 힘이 발생한다. 기점이 낮을 경우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원심력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므로 공의 속도가 느려져 공의 위력이 감소한다.

백스원에서 진자 운동이 되어 앞으로 나오는 공은 어깨 축과 수직을 이룰 때 가장

큰 탄력을 갖게 되는데 이 때 손에서 공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즈 타이밍 (rel ease timing ) 이라 하며 볼링경기에
점이다

이 시점을 릴리

있어서 승패 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

공을 들고 처음 자리에 설 때는 공은 목표물과 일직선이 되도록 함은 물론

백스원에서 포워드 스명으로 진행될 때도 목표물과 일직선을 이루어 원하는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게 릴리즈 해야 한다.

(4)

진자 운동의 유연성

진자 운동은 도중에 정지하는 일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속되어야 한다
왕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많이 느끼게

팔의 스

일어나면 볼의 무게를 보다

될 것이고 올바른 진폭 형성이 안 될 것이다 . 특히 파괴력

있는 공을

던지기 위해 어깨와 팔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스원 동작은 균형 있는 스행동작에 저
해 요소가 됨으로 선수는 자기 자신의 스왕과 몸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연성과 리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볼링 스윌 동작 분석
볼링 스왕은 기계학적으로 완전히 회전하지 않는 단진자 운동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진자 운동을 하는 시스템은 그 시스템

이 갖는 진자의 무게 (m) 와 진자의

길이(l)로 나타낼 수 있는 관성모멘트(1)(1) ， 그리

고 진자의 운동은 기점에 나타나는 회전력(1" )과 시스템의

관성모벤트 (1)와 진자의

각가속도 (a ) 와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운동 방정식 (2) 로 나타낼 수 있다

.1 = ml 2

r

=- mglsinB =

(1)

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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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진자 운동 모형을 이용한 볼링 스왕 통작의 분석은 위 수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어깨 관절(진자 운동의 기점)에서 발생하는 회전력과 볼링공(진자)의 각운동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수 있다. 즉， 단진자 운동에 기초를 둔 스명 동작， 근위

분절에서 원위 분절로의 각운동 전이， 그라고 스랩을 통한 선형운동이 어떻게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향상성이

있고 파워가 넙치는 볼링 스왕 동작을 만들어 내는가가 볼

링 스왕 동작 분석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자운동에서 추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장력이다 . 그 합력이 복원력이 되어 진자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진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자의

길이이고 무게와

진폭은 이 운동과 무관하다. 볼링 스원동작에서의 많이 쓰이는 볼링 스명

선수의

시스템은

어깨를 기점으로 하고 볼을 진자로 하는 진자 스원시스템이다. 스원 동작시

무리한 근력을 사용하면 항상성 있는 스원을 하기 어렵다 . 따라서 백스원의 정점으로
부터 릴라즈 되는 시점까지 공의 무게와 중력을 이용한 진자 스원을 하여야 한다.

----J
며ι

째

「
l

저미

/

1

진재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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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볼링 볼 렬리스 시 손목과 손가락 분석
렬리즈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걸쳐

일어난다. 첫째 ， 엄지의

손목의 회전 ， 셋째 ， 리프트와 중·약지의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릴리즈， 둘째， 손가락과

릴라즈 순으로 진행

된다

릴리즈 구간에서 사용하는 턴 앤 리프트 (turn

로테이션 기술은

&

lift) 동작을

더 많은 사이드 스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단계 발전시킨 기술이다

사이드 스핀의 증가는 백 앤드에서 혹이 날카로워지고 강력해지지만 ， 정확도가 떨
어지고 롱 오일에서 단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이드 스핀을 만드는 기술은 턴 (turn)

이다. 그러나 턴만으로는 회전 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 많은 사이드 스핀을 만
들어 내기 위해 릴리즈 구간에서 4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연출하는 것이 로테이션 기
술이다. 이 동작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릴리즈 시 한 동작처럼 이루어져야만 더 많

은 사이드 스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통작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거나 생략이
되면 스피드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로테이션 기술의 4가지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플렉션(fl exion)
플렉션이란 손목을 구부린 상태로 릴리즈 위치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는 손가락을
최대한 공 밑 (under

the

ball) 에 위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그림

2-11

있다.

플렉션시 손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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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 스텐 션 (extension)

익스텐션이란 릴리즈 시 플렉션으로 만들어진 컵핑(볼을 잡고 있는 손의 손목이
굴곡이 되어 있는 상태) 상태의 손목을 빠르게 펴주는 통작이다. 익스벤션의 목적은
엄지를 최대한 빠르게 릴리즈 하여 중약지가 자유롭게 통작하기 위함인데 ， 이 익스텐
션이 잘되면 더 많은 스핀과 스피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잘 되지 않으면 엄지가
릴리즈 되는 타이밍이 늦어져서 로프트 볼(릴리즈 시 엄지가 늦게 빠져서 볼이 정상
적으로 투구 되지 못하고 공중에 띄워지는 현상)이 될 확률이 높고 볼 스피드가 느

려져서 레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선수의 평균점수가 저하될 수 있으며，
공의 입사각 크기만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익스텐션이 잘 이루어지면

엄지 를 넣지 않고 중약지로만 공을 회전시키는 듯 한 감각을 얻게 되며 로테이션 기
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로테이션 기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key point) 는 이

4가지 동작이 한 동작처럼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파워를 얻게 된다.

그림

(3)

2-12 익스텐션시 손목의 형태

어덕션 (addu ction)

손가락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동작이다. 어브덕션의 목적은 손가락(약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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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선수의 경우 릴리즈 시 9시 방향에 위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4)

2-1 3

어브덕션시 손목의 형태

어 브덕 션 (abduction)

어덕션이란 어브덕션으로 이루어진 약지손가락 (9 시)위치 를 3 시 방향으로 움직여 주
는 동작인데 오른손 선수의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손가락(중약지)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꼈
)

l
l

쁨

a

그림

2-14

어덕션시 손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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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볼링 경기의 심리학적 원리

스포츠 전문가는 시합용 선수와 연습용 선수가 따로 있다고 한다 . 연습이나 평가전

에서는 좋은 기량을 발휘하다가도 큰 시합에서는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는 선수가 있
다 . 반면 연습 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큰 대회에서 빛을 발해 스타 선수
로 부각되는 선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습 때에 발휘되는 기술이 실제 시합에서

도 반드시 잘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습과 시합 때에 경기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습이나 시
합 때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에서는 큰 변똥이

없다

그렇지만 선수의 심리

상태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수나 지도자 ， 그리고 관중은 섬

리적 요인 때문에 경기력에 변동이 생긴다고 믿는다. “정신력이 부족하다
흔들린다

“ 의지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 마음이

“얼었다” 등의 표현은 경기에서 심리

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스포츠심리학에서는 심리상태와 경기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선수의 심리상태는 운동기술의 수행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심리기술 (psychological skills) 이란 생각과

감정의 조절을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전략과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기술훈련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PST) 이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들

에게 이러한 자기 조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
Vealey (1 988) 는 심리기술훈련을 수행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합에

임하

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기술 (mental skills) 을 가르쳐주거나 향상시켜 주기 위해 개발
된 기법이나 전략으로 정의한다. 심리기술훈련은 경기력과 스포츠 참가의

즐거움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심리기술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
계적이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다 . 이러한 섬리기술훈련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
수들에게만 펼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정상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고도
의 심리기술이 요구되는 극도의 경쟁적 시합상황에서 최고의 수행을 발휘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섬리기술훈련은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심리기술이란 개념은 다른 유사 개념과 중복되어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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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리기술이란 용어는 Martens (1 987) 가 정립한 심리기술훈련 모형의

영향을 받

아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에는 정신훈련

(mental training) , 정신연습 (mental practice) , 이미지 트레이닝 Omage training) , 정
신력

훈련 (mental

toughness training) , 대처전략 ( cop ing strategy) , 심리적 준비

(psychological prepal따ion) ， 심 리적 시 연 (mental re hearsa l) , 정신기술훈련 (me nta l
skills training) , 인간 잠재력 훈련 (human potential training) 등 매우 다양하다. 독
일과 스혜댄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심리기술훈련보다는 정신훈련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정신훈련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 심리기술훈련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반면 협의로 쓰일 때에

는 운동기술을 심리적으로 /앙상하는 것， 즉 운동 통작의 시각화 (visualization) 라는 의

미에 한정되기도 한다 . 다읍과 같은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심리훈련을 시작할 필요
가 있겠다

(1) 시합 때 하는 행동이 연습 때와 다르다.
(2) 체력훈련， 기술훈련 시간을 더 늘려도 기록이 늘지 않는다.
(3) 시합 직전에 극도로 긴장한다 .

(4) 기록이 안 좋아져 벽 에 막힌 느낌 이다.
(5) 긴장감 때문에 시합 때에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려 한다.
(6) 릴리즈 직전에 집중이 안 된다(딴 생각을 한다) .

(7)

한두 번 실수하면 또 실수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한다

(8) 장기간 슬럼프에 빠져 있다.
(9) 기본기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1 0) 심리훈련을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다.

Martens (1987) 는 심리기술훈련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적인 섬리기술로 다섯 가지 를
들고

있다.

이들은

(1)

심상

기술 Omagely

skills) , (2) 심리에너지 관리 (psychic

ene rgy management) , (3) 스트레스 관리 (stress management) , (4) 주의집중 기술
(attentional skills) , (5) 목표설정 기술 (goal setting sk ill s) 이다- 다섯 가지 심리기술
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목표설정 기술과 주의집중 기술의 관련성을 예
로 들어보자. 특정한 목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수행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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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마찬가지로 선수의 주의집중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도 목표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artens (1 987) 는 심리기술을 배우는 것을 농구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 비유한다.
즉 농구를 잘 하기 위해서 기본 기술인 드리블 ， 패스 ， 슈팅 ， 리바운드 등을 익힌 다
음 시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심리기술을

개별적으로 익힌 다음 시합상황에서 필요한 섬리기술을 적절히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
을 배워야 한다 .
심리기술훈련은 심리 기술 (skills) 그 자체와 심리기술 발달을 위한 방법 (methods )

으로 구분할 수 았다 (Vealey ， 1988). 여기서 심리 기술이란 훈련을 통해서 달성하려

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련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것들이다

달시키기

위해서

즉 자신감과 주의집중력 등은 선수가 심리기술훈
반면 섬리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은 심리기술을 발

선수가 사용하는 절차나 기법을 말한다. Vealey는 심리기술훈련을

다룬 27권의 전문서(1 980 년부터 1988년 사이 출간)의 내용분석을 통해 4개의 섬라방
법(심상， 신체이완 ， 사고조절 ， 목표설정)과 8개의 섬라기술을 도출해 냈다
심리기술 발달 방법

중에서

이어서 신체이완 (physical

표설정 (70%) 이

(3) 자신감 ，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었으며 (100%) ，

relaxation , 93%) , 사고 조절 (thought control , 93%) , 목

뒤를 이었다.

(4) 의지 /동기 ，

(self-aware ness) , (8)

섬상Cimage rγ) 이

네 가지의

여닮

가지

심리기술에는

(5) 대인관계

기술，

(1) 주의조절 ， (2) 각성조절 ，

(6) 라이프스타일 관리 ，

(7) 자각

자아존중감 (self-esteem) 이 포함된다.

심리기술과 심리기술 향상 방법을 구분한 것은 섬리기술훈련의 개념을 병확히 하

는 데 공헌하였다. 하지만 섬리 기술과 이들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차이를 명확
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심리기술 향상 방법으로 제시된 네 가지 방법은 그 자체

로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런 관점에서 Hardy는 Veal ey가 제시한 네 가
지 방법을 스포츠 수행에 가장 중요한 심리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 그 용어 를 약간 달
리하여 (1) 이완 ，

(2) 목표설정 ， (3) 심상과 심리적 시연 ， (4) 자화 (self-ta lk) 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신체 및 정신 이완 능력， 목표설정 ， 심상(정신연습) , 긍정적인 생각 등
은 심리기술의 핵심요인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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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의 경기행동과 코칭
일반적으로 코칭은 코치가 주체가 되어 선수들 에게 볼링에 필요한 체력 ， 기술 ， 전

술 등을 지도하면서

인격의 상호교류를 갖는 가르침의 한 형태 혹은 선수가 운동에

참가하는 데 관련된 지식이나 체력 ， 기 술 ， 전술 및 태도 ， 철학 등을 효과적으로 습득
하도록 하기 위해 코치가 해야 할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선수의 경기행동

에 따라 코칭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2) 코칭 시 심리적 이해
일 반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거나 선발하고 선수와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훈련 시키며 ， 선수와 팀의 경기력을 시합에서 최대로 발휘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곧 코칭의 내 용이 되어야 하며 ， 코치가 해야 할 역할을
결정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코칭은 크게 선수와 팀의 경기력 향상과 경 기력을 최대

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마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선수와 팀의 경기력 향상은 코치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내

용이다 - 선수와 팀의 경기력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시합에
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력을 결정 하는 요인들이

이 를 위해 코치는 먼저 볼링에서 선수들의

무엇인지를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기력 결정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였다면， 코치는 그것에 근거하여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거나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또한 선수들의 경 기력 결정

요인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 이는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력 최대발휘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내 용 이다. 오늘날의 스포츠 경쟁
은 매우 치열하여 국제적인 사합에 출장한 선수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무리 우수한 경 기력 을 가진 선수라 하더라도 시합에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코치는 구체적인 시합에 대비하여 선수들 개개인에게 일반적인 준비와 함
께 체력적 ， 기술적 ， 전술적 ， 및 심리적 준비를 시키며 ， 시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

47

BOWLl NG

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거나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선수들이 자신이 지난 경기력을 시합에서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1)

선수의 심 리훈련 (Mental
이완 훈련 (Relaxation

training)

Training)

최상의 스포츠 수행을 위한 정신훈련은 이완으로 사작된다

인간의 운동은 2067~

의 뼈에 붙어있는 7927~ 의 근육 중 그 운동에 동원되는 근육이 수축하여 이루어진
다 . 그런데 재미있게도 경기장면에서 선수가 실수를 하는 것은 근육을 수축하지 못해
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운동수행 전에 근육이 이미 수축되어 있기 때문이

다. 최상수행을 이루려면 수행직전에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볼링

렬

리즈 시에 거터가 나오거나 상체의 스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 대체로

스왕 전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이완하지 못한 ， 즉 과도하게 긴장하여 근육이 미리 수
축되었기 때문이다 .

심리적 ， 생리적 긴장을 저하시키는 과정 혹은 저하된 상태 를 뜻하는 이완은 심호흡
을 이용해 아주 쉽게 이 룰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쉽게 이완이 되지만， 결정적으

로 중요한 순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연
습을 통하여 필요한 순간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자신만의
고유한 이완 기법을 개발하고 반복 연습하여 필요할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신체적

긴장과 정신적 긴장은 언제나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를 저하시킬 때에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이완 시키면 다른 쪽의 긴장도 동시에 풀어진다. 즉 신체적
(생리적) 긴장을 풀면 정신적(심리적) 긴장도 저하되며 ， 반대로 심리적

긴장을 풀면

신체적 긴장도 사라진다. 신체적 긴장을 풀어 심리적 긴장까지 없애는 기법에는 호흡
이완훈련과 점진적 이완훈련 (progress ive relaxation tr띠ning) 이 있으며 ， 심리적 긴장

을

낮추어

신체적

긴장을

없애는

기법에는

자율훈련 (autogenic

training) , 명상

(contemplation) , 생체리듬훈련 (biorhythmic training)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수에
게 알맞은 훈련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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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관리 (stress management)
- 긍정 적 사고조절 (positive thought contro l)
-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 정신적 시 연 (mental rehearsa l)
- 주의집중( con centratio n)
- 심 리 에너 지 조절 (energy contro l)

4) 경쟁불안
(1) 경쟁불안의 개념
불안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막연한 두려움， 위험하다는 감정이 따르는 정신

적 및 신체적인 불쾌의 상태， 이에 따르는 신체적 감각 - 가슴이 두근거리는 따위의
혈관운동 장해라든가 가슴이 답답한 느낌 -를 특히 불안과 구별하여 고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불안과 고민은 흔히 똑같이 쓰이기도 한다 ”

라고 쓰여 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불안 혹은 각성 (arousal)은 사회적 촉 진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로서

경기력과 관계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선수가 느끼는

불안 수준과 경기력 수준과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선수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클 때 경기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며 ， 일반적으로 불안수준은 각성수

준과 비례하여 경기력이 좌우 될 수 있다고 한다.
골드스타인( Goldstein) 은 불안이란

“개인의 능력과 자기 성취 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적 사건과 외적 사건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부조화” 라고 하였고， 셜리반
은

(Su !li van)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위험의 지각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적 반응” 을 불안이

라 규정하고 ， 스트레스의 개념 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 특
정 지워 주는 환경적 조건 또는 상황에 국한하였다. 또， 스펼 버거 ( Sp ie lb erge r) 의 관

점에서는 스트레스가 자극의 의미로 쓰 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불안 (anxiety) 은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불쾌감 또는
짜증을

동반하는

Burton , 1990)

우울，

따라서

긴장 ，

흥분(과각성)상태로

경쟁불안은 경기상태에서

정의된다 (Martens ，

Vealey , &

주관적으로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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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상태불안 측정

경기력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안을 효율적으로
통제 ， 조절해야 하는데 ，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개개인의 불안수준을 파악하
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불안수준의 측정방법은 심리적 ， 생리적 ， 생화학적， 행동적 측

정 방법이 있다 . 불안측정 방법은 상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 측정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1)

볼링 경기시 영양학적 요인

필수 영양소 및 섭취권장량

(1) 운동선수의 영양권장량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당질 ， 지질 ， 단백질 ， 비타민 ， 무기질 ， 물이며 ， 신장과
체중， 연령 및 생활패턴 등 많은 인자들에 따라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의 종류 및 양

이 달라진다. 운동선수들 역시 요구되는 영양소는 같지만 ， 선수들이

임하는 종목의

다양성(기간 ， 빈도 ， 강도)에 따라 펼요한 열 량 및 모든 영양소의 양이 변화하게 된다 .
특히 볼링과 같이 경기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5 - 7 일 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에는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운동선수들의 식단 또는 실업팀 운동선수들의 식단을 검토
하여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들이 적절하게 실제 운동선수들의 식단으로 적용된 예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주로 식단의 형태 ， 종류 및 양을 결정하는 데는 코치나 감독
의 특별식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도 하며 ， 이러한 방법이 실질적으로 운동수행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 따라서

선수들의 건강과 운동수행능력을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영양관리 및
식생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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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종목별 선수의 식습관 및 영양권장량 설정

선수들의 식생활 습관은 종목별로 비교해볼 때 매우 다양하고 특별하다 . Syracuse
University의 Sarah Short 에 의한 운동선수들의

영양섭취 실태조사에 의하면 선수들

에게 3-7 일간 먹은 음식을 기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컴퓨터로 1 일 영
양 권장량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식축구 선수에게는 영양소가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발레 ， 농구， 바디빌더 ， 체조 ， 육상， 스키 ， 수영 ， 3종 경기 ， 레

슬링 선수들에게는 영양소 공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천 등 (2000) 은 영양소 결핍 이 대해서 고등학교 선수부터 올림픽 선수에 이르

기까지 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들보다 영양소 결핍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아연 ， 칼숨 ， 단백질 ， 비타민 B 복합체 등에서도 결핍이 나타났지만 ， 모든

종목에서 철분 결핍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저칼로리 섭취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구력 선수들에 있어서는 영양권장량보다 탄수화물을 적
게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표

2-4

종목별 운동선수들의 총열량 섭취 실태조사 비교 분 석

열랑
{C7t
>

~

사걱 앙궁， 볼링

남

(Kca l)

(Energy)
여 (Kcal)

3500

3000

3500

3000

4000

3500

4,500

3,500

5,000

3000

바디빌딩

3500

3000

체조

3000

2500

역도 높이뛰기， 단거리

(200. 400m). 땐싱

배드민턴， 야구(남) ， 하키， 핸드볼， 축구， 아이스하케남)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레슬링 (남)， 유도， 복싱(남)‘ 태권도
스케이팅， 사이클 경보 수영， 조정， 카누(남 ) ， 골프

스7'!(남). 마라톤 중거리‘ 크로스컨트리 (님)

P e rterson (996) 의 연구에서는 댄스 ， 체조 ， 바디벌딩 ， 육상， 레슬링 등의 스포츠 종
목에서는 체중감량으로 인해 영양소 결핍이 나타났다 .

많은 운동선수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

떤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필수 영양소의 1 일 영양권장량에도 미지지 못하는 식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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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기도 한다
열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경기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미네랄이나 비타민 결핍
시에도 현저한 경기력 감소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스포츠영양학 전문가들에 의하
면 선수들이

적절한 식사를 섭취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중

영양소 함량이나 우수한 식품급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았다 한
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영양지식은 비교적 낮아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사 또는 식

품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기초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식품 선택과 또는 1 회성 섭취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치나 트레이너로부터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의 많은 코치들의
다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영양지식이 60-80%로 매우 낮은 실정이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최근 실업팀이나 대학의 여러 과정에 영양학 코스가 많이

개설되고 전문서적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 · 보완되어 우수 선수들의

식사관리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 대 한다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권장량과 식사구성안 등
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엘리트 운동선수와 같은 특정 그룹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선수들의 적절한 건강과 영양
지도를 하기 위한 식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선수 ， 지도자， 선수 트레이너 ， 스포츠 영양학자， 스포츠의학자들은 운동선수들
을 위한 올바른 영양교육과 현장지도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식이요법

우리나라 식품구성 피라미드와 아시아를 비롯하여 서구 각국의 식품 피라미드 간

에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독특한 식문화 ， 식품 급원의 다양화에 따라 각
국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식품구성 피라미드를 분석하여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경기
전， 중， 후별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을 위한 식품구성 피라미드의 모델링을 소개하고
자한다.

52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BOW Ll NG

(1)

우유 및 유제품 (1 -2 회)

축구 ， 농구 ， 배구 ， 하키， 핸드볼， 배드민턴 등 구기 종목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일

반인에 비해 평균 남자는 1 . 67배 ， 여자는 1 . 7배 정도의 열량을 섭취한다는 보고가 있
다. 그러나 체급종목이나 체조 ， 리듬체조 ， 댄스 스포츠종목 등은 체중 및 체형관리를
위해 오히려 저열량 섭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격 ， 볼링이나 양궁과 같은 정적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훈련시 ， 경기

중 ， 경기 후에도 균형 있는 식사를 꼭 섭취해야 한다.
문제는 고열량을 섭취하는 종목일지라도 영양소의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
철분 및 칼숨 섭취가 60-70%정도이므로 하루에

1-2 회 정도의 우유 및 유제품군의

섭취가 권장된다 .

(2) 고기 ， 생선， 계란 및 콩류 ( 2: 4-5 회)
모든 종목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체력 향상 및 근력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식품군이다. 이 식품군들이 결핍될 경우 경기 중 갑작스런 근육 수축이 일어나거
나 심할 경우에는 피로골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지나치게 과민하여 경기의 흐

름을 바꿔 놓거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경기관리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볼링선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에

해당된다 . 하루에 4 -5 회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3) 채소류 빛 과일류 ( 2: 6-7 회)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위해 볼링 운동선수들은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한다. 경

기력의 3 대 요소인 체력 ， 기술 ， 정신력을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컨디
션 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리적인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지

만， 하루에 3 -4시간， 5-7 일 동안 이루어지는 대회 특성 상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

히 하여 경기 중에 심신의 컨디션이 최적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채소류와 과일류는
여러 종류의 비타민 함유량이 풍부함으로 적절하고 다양하며 균형이 맞도록 섭취하여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일 6 -7회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

(4) 곡류 및 전분류 ( 2: 4 -5 회)
곡류 및 전분류는 우리나라 일반인인 경우 총열량의 약 65 %를 차지하며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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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인 경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5- 70% 정도까지 매우 다양하다.
운동 종목 중 대회기간 중에 매일 3- 4시간씩 또는 며칠 동안 경기 를 해야 하는
볼링경기에서는 집 중 력을 요구하는 탄수화물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당한 탄수화
물이 체내에 들어가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도 떨어지게 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
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매일 4-5 회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5) 수분섭취 C::::8 컵)
모든 종목의 모든 선수에게 수분섭취는 필수적이다 . 볼링과 같이 실내에서 장시간
경기를 수행하는 종목에서는 수분섭취 뿐만 아니라 전해질과 탄수화물 (4 -8% 농도)
등의 섭취가 필요하기도 하다 . 경기종목과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15-20분마다 150- 250ml(4 -10 C) 정도의 수분을 섭취함이
0

일반적이다. 발

한량도 200-2 , 000ml 이상까지 선수들의 개인차가 크므로 훈련이나 연습 경기시 개인

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분섭취 를 하도록 한다 .

3) 운동 시 에너지 대사
(1) MET의 개념
운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MET로 환산하여 운동량을 표현하는 것

이다. MET라고 하는 용어는 "me tabolic equivalent(대사상당량)"을 의미하는 두 문
자어 이다

1MET는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의 mL'k g -1.min-1 (또는 L.min- l) 으로 표

현되는 에너지소비량 (V02) 으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비량을

말한다

보통

3 .5 (mL/kg/min) 이다

성인들의

경우 ，

1MET는

대략

1MET는 안정시 에너지 소

분당

체중 1kg당

산소소비가

METs는 개인의 안정시 대사의 배수를 의미한다. 10METs를 요

구하는 운동은 간단히 표현해서 그 활동이 안정시 산소소비량의 10배라는 의미이다
안정시에 비해 10배 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

1 ， OOOmL의 산소소비시 5.05kcal 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lMET=3.5mI02l' k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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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70kg 이고 10METs로 30분 동안 운동을 했다면，

lOMETs x O.01768kcal x 70kg x 30min

3 71.28kcal 의 에너지소비가 이루어

진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표

2-5

직 업 및 스포츠 활동에 따른 METs수치
;「
cl 。닙{

사무노동자

조립라인 노동자
버스운전사
기계조작자

잔디 깎기
페인트공
뇨。느-님「
~프 l1s

제설작업
칠강노동자
소방대원

METs수치

레저 활동

1. 5

보
E은리
o

3.5
3.0
40
4.5
4.5
50
60
6.0
80
12.0

걷기 (3mph)

METs

수치

30
33

골프

(운반차량으로 이동)

(클럽을 들고 이동)
사냥

35
55
60

스키

(알파인 가볍게)
(노르되 )
수영 (Iaps느리게)

테니스 ( 일반적인)

5.0
70
80
70

볼링에 있어서 한 레인에 4 명이 경기를 진행할 경우 25~30분 정도 소요된다고 가

정하자

그러면 체중 70kg 에 30분 통안 볼링을 쳤다고 한다변

x 70kg x 30min

111

4kca l을 소모하게 된다

3MET x 0.01768kcal

경기 소요시간이 총 하루에 3~4

시간 정도라면 668kcal~891kcal 정도가 소모되는 것이다.

7. 볼링 선수 상해 예방과 재활

1)

상해 예방의 이해

운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해는 크게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상해와 내적요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55

BOW Ll NG

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적 과사용에 의한 상해로 분류할 수 있다. 선수의 운동 환

경 ， 기구를 이용한 운동， 높은 운동 강도가 경기 내내 요구되는 운동 형태에 따라 각
종목별로 다르게 상해가 나타나지만，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이 만성적 과사용에 의한
운동 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상해발생이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처가 여러 가지 제시될 수 있는

데 ， 그 예로는 경기수행시 집중력 및 지도력 향상과 환경(설비 및 시설) 개선만 이루
어져도 발생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동 상해 발생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경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개인경기는 제 2 의 선수

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팀 스포츠에서는 경기전술 ， 공격 및 수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적어지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그와 비례하여 순발력이나 스피드

및 근력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운동평형감각도 저하되면서 경기수행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의 체력요인별 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치명적인 경기력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1)

종목별 운동 상해 발생

각 종목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해가 〈표 2-6> 에 나타나 있다 . 볼링은 수관절 ，
지관절 ， 견갑골 염좌 ， 엘보우 ， 슬관절 등 여러 부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

동전 ， 후에 꼭 준비 ， 정리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표

2-6

각 종목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해

상해명

2C>EE
-「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시
o

볼링
닙。|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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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부 인 대 염좌， 전반적 근육경직
슬연골 부분 마손， 슬개하 건염， 아킬레스 건염， 내측인대 신전
아킬레스건염， 슬개하건염， 장경글의 마찰에 의한 염증， 척추분리증
복서 엘보우
수관절， 지관절， 건갑골 염 좌， 엘보우， 족저근막염， 슬관절 염 좌 타박상，

요부염좌 좌골신경통
족관절부 염좌， 슬굴콕근 염좌 및 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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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요추전만 통증 어깨관절 아탈구 및 불안정

앙궁

외 측 건갑글부위 근육경직 둔부 근육경직

역도

척추 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 건갑골 사이의 근육경직， 요천추부 디스크

유도

손가락 염좌， 요부 염좌， 족관절부 염좌

1
。휴人。}

족저근막염 ， 아 킬레스건옆 장단지군 염 좌 또는 경직， 슬굴곡근 염좌 또는 건 손상

-〈「여
o

상극근 건옆 견갑하근을 포함한 회전근개 피로

스키

전십자인대 손상 족관절부 염좌

태권도

족관절부 염좌， 둔부의 근육 피로， 전완부 골절

체조

어깨부위， 요천추부 근육경직， 비골 피로골절 ， 경추부 낙상 손목관절 과사용 손상

하키

슬부 반월판 손상， 전십자인대 손상， 측부인대 손상 요천추부 근육통

핸드볼

족관절부 만성 부상， 슬개골하 건염， 요덕 근육염좌 내측부 인대염좌

(2) 운동상해 발생원인

훈련이나 경기에서 발생되는 상해는 외적과 내적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상해 발생
원인은 근력 및 기술 부족 ， 과도한 훈련과 피로， 과도한 긴장 ， 주의집중 결여 ， 준벼운
동 부족 ， 시설미비 ， 훈련방법 ， 신체구조 이상， 근력의 불균형적 발달 ， 유연성 부족 ， 수
분공급 부족 등이 있으나， 그 중 내적 요인에 발생되는 급성과 만성 상해빈도는 선수

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상해이다 . 이에 따라 재활까지 요구되는 엘리트 선수들에
게서 나타나고 있는 내적 요인에 대한 상해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D

근력 및 근지구력 부족

운동의 시초는 근 수축으로 모든 선수는 종목이나 동작에서 요구되는 근력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근력정도는 여러 가지 근육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운동단위와 근육의 크기， 근육의 길이， 관절각 ， 운동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발

휘펼 수 있다. 무엇보다 상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근육 형태는 저항에 버티지 못
하는 상황일 때나 근 수축 형태가 단축성에서 신장성 형태로 근 수축 형태가 변하면
이로 인해 근이 발휘하는 장력이 더욱 커지면서 이 때 상해가 발생되는 것 이다 . 대부

분의 운동현장에서 훈련이나 경기 중 정상적 상황에서 운동 중 손상을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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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의 불균형적 형성
인간은 관절을 중심으로 주운동과 반대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운동 시 발휘되
는 근력에 주근육으로 동원되는 근육을 주동근이라 하며 ， 반대편 근육을 길항근이라
부른다. 선수들은 훈련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시 주동근과 길항근 발달이 훈련량 및

의식성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육발달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 이는 듣는 쪽과 안 듣
는 쪽의 근력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표 2-7> 은 관절로 이루어지

는 주운동과 반대 운동시 동원되는 주동근과 길항근의 정상적 근력 균형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 동작 수행시 길항근과 주동근의 근력비율
은 신체의 각 부위 관절별로 근육량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운동선

수의 경우 이 근력비가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근력균형비가 어

떠한 원인으로 불균형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운동손상으로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 관절을 중심으로 한 유연성 결여
인체분절의 운동은 근 수축 또는 외부 힘에 의해 뼈가 움직임으로서

일어난다. 뼈

는 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 관절의 구조는 관절을 지나는 연부조직으로 연결될 유

연성과 완전성 그리고 두 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운동에 영향을 준다. 이
때 일어나는 완전한 운동을 관절 가동범위라고 부른다

신체의 각 분절마다 각자의

운동범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 이 때 근육은 관절면 ， 관절낭， 인대. 근막 . 혈관 ， 신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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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절별 주동근과 길항근의 근력균형비

근력균형비

관절부위명

으"-도
o닝
<>}하
o

족관절

족저근/배굴콕

3: 1

족관절

내선/외선

1:1

iE므: I긴그，^
든{므

신전/굴곡

3:2

-;〈「t
간그↓저
르

신전/굴곡

1:1

건관절

신전/굴곡

2:3

건관절

내회전 /외회전

3:2

팔꿈치관절

굴곡/신전

1:1

허리관절

굴곡/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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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모든 구조들이

영향을 받게 한다 - 따라서 관절 가동범위 활동은 관절범위

와 근육범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움직임 범위가 제한을 받으면 그 범위가 축소되고 원하는 동작 수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범위 이상의 움직임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작 범위의 제한
은 활동에 영향을 마쳐 다른 체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절의 정상적 이동
은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시

정상적 운동범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 상해 발생 후 재활

운동 시에도 그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CD

운동 상해 예방법

운동 후 얼음처치와 마사지 활용

운동수행을 위해 인체조직은 쉽 없이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이 때의 안정
시 이상의 활동 역치는 결국 각 조직의 이상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가장 눈에 뛰는
현상은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근육 ， 관절 주변 조직이 붓거나 빽빽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일반적 현상이다. 이는 결국 조직의 만성적 과사용 손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으로 특별한 임상적 처치가 요구되는 손상은 아니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과
사용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선수는 운동 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면 조직을 얼음으로 처치하여 부종 ， 통증 ， 근 경련 및 경직을 완화시키고 이후 마
사지나 온수를 이용한 체온증가로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켜

피로 및 미세한 손상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임상적 처치나 재활운동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야한다.

@ 근육의 근력 및 주변근의 균형적 발달
훈련이나 경기 현장에서 발생되는 운동 상해는 외적요인 외에 대부분은 부족한 근
기능 발휘와 불완전한 근육발달인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상해가 대부분이다

운

동 중 근육은 늘 긴장되어 있어야 하며 각 동작에서 요구되는 근력이 발휘되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근력은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방향과 반대방향의 주동근 근
력이 균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력발달을 위한 저항운동과 운동양

식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근육을 발달시켜야 한다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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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 향상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관절 주변근의

주요 근육을 선전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때 근육의 생리학적 기전을 무시한다면 올바른 스트레칭
을 실시할 수 없다. 실시할 때 알아야 할 기관과 신경조직들의 관계를 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근육에는 근육보호기관인 근방추와 골기건기관이 있다. 이들은 근육이 과도하게 늘

어나거나 과도하게 수축하여 근육이 손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근육을 보호하는 감각
수용기이다. 근방추는 과도하게 근육이 늘어나게

될 때 그 늘어나는 정도와 속도를

감지하여 근육이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골기건 기관은 무
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그 무게를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근육수축 힘

이 너무 약하면 그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하게 함으로써 근육을 보호

하는 작용을 한다. 이외에 근육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 뇌 번 연계 (limbic system and cerebral cortex)
근육의 긴장상태의 여부는 신경생리학적 작용의

영향을 받으며 대뇌피질과 대뇌번

연계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선수가 긴장을 느끼게

긴장상태는 증가하게 된다. 운동 수행에 있어서도 본인이

되면 근육의

연습할 때와 달라 방향 전

환이 생각처럼 안 되거나 잦은 실수 또는 신체가 어색한 통작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
이

있는데 ， 이는 정신적인 영향 ， 즉 긴장하거나 불안한 감정상태가 직접적으로 근육

의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 마음의 긴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인드컨
트롤 등으로 긴장을 푸는 방법은 근육의 긴장상태를 줄일 수 있고 유연성을 증가시
키는데 효과가 크다
근각반사 (myotatic

reflexs)

근반사는 빠르게 근육을 스트레칭 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갑작스런 스트레

칭시 근방추 기관이 근육을 순간 수축하도록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무릎 슬개건 정
지부분을 치면 대퇴건은 순간 수축하여 다리가 펴지게 하는 현상이

이에 속한 반사

다. 이러한 현상은 반사적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장력은 근육이 신

전 시 근 손상의 기회가 높아진다. 따라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적에 가까운 속도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 자율신경반사와 상호억제반사 (autogenic and reciprocal inhibition r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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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축과 이완의 원리로 근이 강하게 수축하였을 때 이 기관들이 더 이상 수축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오히려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작용을 한다. 이를 이용한 스트
레칭 방법으로는 고유감각 근 신경 촉진 스트레칭이라 하는데 ， 주동근과 길항근의 수
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수행한다.

고유감각 근신경 촉진 스트레칭 (PNF) 스트레

칭은 근수축 후 근 이완이 더욱 충분히 된다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4)

CD

상해 처치법

상해발생시 응급처치법

상해는 볼링장에서도 그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장에서 상해가 발생되면 이

때부터

처치는 경기력 저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실 상해가 발생되면 부상선

수의 운명은 처음 발생 시기에 대처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았다. 따라서
운동 상해가 발생하면 세심하면서도 원칙적 조기치료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
해가 발생하면 최초의 응급처치는 PRICE순서로 완벽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Protection(보호)

• Rest

(휴식)

• Ice

(얼음찜질)

• çompression

(압박)

• Elevation

(거상)

@ 상해치료에 효과적인 물리요법
물리요법이란 손상부위에 나타나고 있는 열， 부종， 수종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온

열， 물， 광선， 전기， 진동， 음파 등의 물리적 수단 즉 물리요법을 보조적으로 이용하
여 신체를 자동적 혹은 타동적으로 운동시키는 운동요법이다. 이 방법은 신체의 기능
유지， 개선을 의도로 하는 의학적 치료법을 총칭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재활 운동 시 운동요법과 함께

병행하여야 하는 물리요법은 손상에 따라 적절한

요법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 2-8) 에 소개하는 물리요법은 스포츠 현장에서 상해치료
시 사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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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훈련 증후군
표

2-8.

상해 및 피로회복 치료에 효과적인 물리 요법

류

요법 명 칭

온열요법
표재열

뜨거운 팩 ， 파라핀 욕，

시닙여

초단파， 극초단파， 초음파

C그，- ε므

페로이드욕， 적외선1 온수욕

한랭요법

얼음 마사지， 얼음 팩， 냉 수욕

수치료법

전신욕，부분욕，와류욕，교대욕， 물

저주파 치료법

저주파， 경피적 전기자극법

자외선 치료법

자외선

레이져 치료법

레이져

고주파 치료법

고주파

과훈련 증후군은 선수에게 있어서 만성피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 힘들고 강

도 높은 운동을 수행하는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과훈련 ， 과부하훈련 ， 근육의
염좌 ， 지나침 ， 맥 빠짐 ，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다양하게 불린다

과훈련 증후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으나 ， 현장에서의 상황적 설명을 통한 정의를 내릴
수 었다. 그러나 이들 정의는 모두 같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과훈련은 운통에 대한 적응과 조절기능을 위한 자극으로 점차적인 부하증가를 위
하여 개체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과정

- 훈련과 휴식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로누적 상황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계속 운
통하는 상태를 초과한 것

- 근육염좌는 근육에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과다한 훈련을 함으로써 일과
성인 근육피로와 근육통을 일으키는 상태

- 지나침은 단기간의 무리한 과다훈련으로 인한 현상으로 그 다음 며칠간은 훈련을
할 수 없거나 훈련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임

특징적 증상을 수반하는 만성적 경기력 저하 상태로 회복기가 최소한 수주일 또
는 수개월 걸리며， 이 때 맥 빠짐은 이와 동일한 증후군임

(1) 과훈련 증후군 발생과정
과훈련 증후군은 불충분한 회복으로 인해 과부하훈련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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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증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단기간에 과훈련 상태나 지나친 상태에 이 르

게

되어 경기력은 저하하게

된다 . 초기에는 이 상태에서

선수가 휴식이나 피로회복

시간을 가지면 증세가 사라지고 오히려 과적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트레이닝 과
정에서 나타나는 초과보상 작용이라고도 부른다
에 따라 운동능력이

그러나 계속적으로 훈련량을 수행함

떨어지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 이러한 악순환이 과훈련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한다.

(2)

과훈련의

영향

과훈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증상을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한다 . 이는 주관적

- 식욕과 체중 감소

그」

과훈련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은 다음과 같다.

網

인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력이 감소한 뒤에나 확인이 될 수 있다

- 머리가 차고 신경과민 반응 출현

- 불면증

- 안정시 심박수 증가

- 혈압 상승

일반적으로

무엇보다 과훈련의 최초징후는 운동수행력 감퇴이다 . 이 때 선수 자신은 근력과 협
응력， 최대운동 수행능력의 감퇴 를 느낄 수 있다.

이라한 증세는 근본적

원인으로

심리적 요소와 생리적 요소를 결부시키게 된다. 한스 셀레는 신체적 고통이 증가함으

로써 불안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강조
하였다 . 즉 과훈련은 시합에 대한 욕구 감소와 훈련에 대한 애착 감소 현상이 전형적

으로 수반됨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과훈련이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인 반응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수행력을 감소시키는 생리적 징후들은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의 지배
를 받는 내분비계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과훈련이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나타

나는 증세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안정시 심박수 증가

- 식욕 감퇴

- 체중 감소

- 불면증

불안정한 정서

- 기초대사율 증가

이와 함께 과훈련은 부교감신경의 변화를 지배함으로써 운통능력에 있어서 교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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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 피로가 빨리 나타남

- 안정시 심박수 감소

- 운동 후 심박회복율이 빠름

안정시 혈압의 감소

이러한 증상들은 반드시 과훈련 선수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므로 이 같은 증

세를 과훈련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2가지 증세 중 선수들은 교감신경계 변화
에 의한 과훈련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다.

(3)

과훈련 예방법

과훈련의 예방은 훈련량과 휴식의 양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 가장 중요

한 요점은 지도자가 이러한 현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 훈련에 있어
서 지도자가 스포츠의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선수들에 대한 파악과 대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계획하며 훈련과정에서 적정한 수분과 탄

수화물 섭취는 물론 마사지 ， 수치료 그리고 이완

등과 같은

회복을 높은 훈련량을

수행하는 선수들에게 널리 이용하여야 한다. 조기에 과훈련 증후군 발생을 알게 되면

지도자나 의료 담당자들이
된다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지도자와 전문가의 친밀한 접촉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 이 때 지도자는 선수의

컨디션과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훈련 상황을 상세하게 전문가에게 전달해야 한다.
비교적 단기간 과훈련에 접한 선수는 단기간의 완전휴식이 필요하며 48-72 시간 이
내에서 가능한 많은 수면을 통한 회복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3) 재활운동
(1) 재활 원칙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재활의 최종목표는 가능한 완전 상태에서 운동과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경기장에 빨리 복귀시키거나 재활과 함께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일이다. 무엇보다 재활을 하는 선수는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

에 필요한 신체 만들기를 위해 재활운동의 기본적 원리와 그 효과를 알고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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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선수의 기능적 행동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세한 손상에 대한 상태와 회복

가능성 정도와 주의 사항과 금기 사항 그리고 운동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해부학
과 운동학의 상호관계도 알고 있어야 적절한 재활을 할 수 있다 .

(2)

재활 트레이닝의 세부계획

재활 운동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성공률이 높고 재발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재활 계획은 부상 상황과 실제적 처리계획을 포함해서 가능한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CD

이에 따른 계획수립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훈련 후 미세한 통증을 느낄 때

재활 트레이닝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재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부상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즉 훈련 프로그램 조건은 부상을 어떻게 당했는가? 또한 어떻게 유지되

었는가? 와 손상을 입은 주요 해부학적 구조， 외상의 정도 ， 부상치유 단계(급성， 아급
성 ， 만성) 를 아는 것이다

(3)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종종 치유과정의 단계와 현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능적 능력

을 따른다. 치료는 열치료， 냉치료 ， 전기적 근육자극 등과 같은 물리치료와 함께 운
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종과 근육경 련이 나타날 때는 운동을 제한하고 운
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운동 치료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은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와 양을 계획하는 것이다 .

@ 과도한 운동
너무 긴장하거나 오랫동안 운동을 실시하면 재활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과부
하운동의

명백한 지표는 부종， 경련의 증가 ) 3 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과 불편함이

다. 또 다른 지표로 운동범위의 감소다

과부하와 과도한 운동에 의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 운동을 중지 또는 감소시킨다.

@ 운동수행력 요인 조절
대부분 운동상해에 대한 초기재활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실시하는 최대하운동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운동강도는 치유와 비례하기 때문에 회

복 수준에 따라 적은 반복횟수로 계획하며 ， 운동강도는 서서히 높여 준다

따라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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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엽은 선수는 운통강도 ， 시간 ， 빈도를 잘 조정하여야 하며 ， 이 중 운동강도는 초
기 에 1/2

- 2/ 3

범 위 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한다 .

@운동 단계
재활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운동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된다.

부상 특성에 따라 수술 전 단계 ， 수술 후 또는 급성 손상 운동단계 ， 초기 운통단계 ，
중간 운동단계， 향상된 운동단계로 구분한다 . 그러나 부상이

있는 선수가 완전한 재

활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모든 단계 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부상의 종류와 개인의 치유
반응에 따라 단계가 때때로 중복된다.

@ 동통이 유지될 경우
훈련후 동통이 있으면 휴식이나 이학 또는 물리치료로 동통을 감소시키고 이후 이

러한 증상이 없으면 운동요법을 바로 적용한다. 이 때 운동은 근 긴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 운동감각을 증가시켜 재활운동 프로그램 을 참가할 준비를 계속한다.

@ 급성손상 운동단계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각 신체기능 특히 근위축이 나타나는데 ， 이 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만약 손상부위를
고정시키면 근 긴장이나 등척성 운통을 실시하여 근력을 유지하거나 감소되지 않게
한다. 만일 근·골격계 운동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정된 부위와 인접한 관절
이 힘과 기동성을 유지하도록 조심스럽게 운동시켜야 한다

급성 부상 후에 손상부위를 고정했을 때 치유과정에서 1 단계는 근육고정과 똑바로
다리 올리기와 같이 구부리지 않고 운동을 실시한다. 근육고정은 대개 매번 일어나는

시간에 약 6초간 근 수축을 유지하면서 10 - 15 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상부위와 인
접한 근육과 관절 또한 실시한다.

@ 회복 초기단계
초기 운통단계에서의 주요 목표는 통증 없이 완전한 근 수축을 회복하고 고정부위

를 둘러 싼 근육에 힘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때 근 긴장이 계속된다. 건강상태의
특성에 따라 저항에 대한 등척성 운동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부상부위에 가까운 관절
은 강화운동과 기능운동으로 상태 를 서서히 회복시킨다.

@ 회복 중간단계
통증이 없는 완전한 근수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목표는 부상 없는 부위의 운동범
위 50% , 근력 50%까지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후 세 번째 목표는 거의 정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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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신경 ， 근육학적 조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 진전된 운동단계
이 단계에서는 선수의 운동범위와 힘이 최소한 90%로 회복하는 것이다 . 또한 선수

는 경기상황으로 복귀할 만한 재조정 상태를 겪어야 한다- 이 단계의 주요목적은 부
상부위의 힘 ， 유연성 ， 지구력 ， 그리고 집중력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단계이다.

@ 운동 재계단계
재활 훈련 프로그램의 5 단계는 운동경기에 다시 참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단

계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과 선수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운
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단계가 근육군의 회복시기이다.
다른 경우에는 선수가 주의 깊게 재활훈련과정의 결과를 측정한다. 선수는 완전한 운
동범위， 힘， 그리고 조정이 얻어지기 전에는 경기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 완전 회복의 기준
모든 재활훈련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부상에서 완전한 회복의 정도를 결정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완전한 회복이란 선수가 운동시 완전한 재조절， 운동범위 완성

과 힘 ， 부위의 크기 ， 고유 감각， 고정， 속도， 전체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심혈관의 적

합성， 즉 유산소성 운동능력까지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요소들이 이

루어질 때 선수는 자신의 운동종목에 복귀하려는 충분한 자심감이 이루어진다.

(4)

재활운동 방법

재활운동은 운동을 통하여 근육과 관절 그리고 심폐지구력 상태를 볼링에서 요구
되는 체력과 기능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처치이다 . 즉 신체를 자율적 또는 타율
적으로 활동시켜 신체운동 기능을 중심으로 신체의 기능을 유지·개선시키는 치료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읍과 같다.

CD

통증처치와 운동가동범위 회복을 위한 운동방법

- 지속적인 물리치료
- 고유수용성 신경근 운동 실시
- 수중운동 전개(동작 및 심폐지구력)
- 물속에서 유연성 증가운통
- 등척성 운동전개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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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강화 운동방법
'" lRM (repetition 111axi111U111): 근력운동의 운동강도로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예 로 3 RM은 어떤 중량을 3 번 들 어 올릴 수 있는 중량 이라는
의미이다)

· 등장성 운동

10RM 활용법

(1세트 운동 구성〉

.1 단계

2단계

10RM 의 50%의 중량으로 10회운동 -휴식

lORM의 75%의 중량으로 10회운동

휴식

.3단겨1 : 10RM 의 100%의 중량으로 10회운동

· 등장성 운동

’

lRM 활용 법

(1세트 운동 구성〉

. 1 단계

1RM 의 50%의 중량 - 5회운동

.2단계

1RM 의 75%의 중량 - 5회운동

. 3단계

1RM 의 80%의 중량 - 1 회운동

. 4단계

1RM 의 100%의 중량

1 회운동

· 등속성 운동방법 : 모니터링， 효과가 크며 안정 성 높음

** 등속성 부하속도를 이 용한 근관절 재활 트레이닝 프로그램

· 트레이닝시 환측과 건측을 함께 트레이닝한다
· 환측을 먼저 트레이닝 하는데 이 때 자동운동기능으로 반복운동을 한다 이 때 관절가동범위를 결정
하여 운동범위를 입력하고 서서히 증가시킨다‘

· 중정도의 속도인 180'

/sec

의 속도로 건측의 1/3"" 1/2를 목표로 서서히 힘을 넣어서 운동시킨다

· 적응하면 부하속도를 바꿔서 저속(30'

/sec , 60' /sec)

과 고속(240'

/sec , 300'

/sec)으로 운동시

키며 근력도 건측의 1/2→2/3로 증가를 목표로 한다

· 가동범위나 부하속도는 근력회복 정도에 따라 상해를 치료정도에 하는 방법에 따라 부하를 증가시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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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강화 운동

- 지구력 강화운동
- 스피드 및 파워 강화운동
- 협응성 향상운동
- 심폐지구력 향상운동
- 종목별 기능 강화

(5)

심리적 재활

재활 트레이닝은 지도자 또는 심리학자를 이용한 심리적 처치도 함께 하여야 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발생부터
까? - •

재활 과정까지 상해정도에 대한 두려움 •

나을 수 있 을

재발하지 않을까?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 이러한 불확실하고 ， 믿음이

적은 심리적 문제는 환부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약화시키며 치유과정을 방해하
게 된다. 즉 생리학적으로 기능적 회복이 이루어져도 미처 심리적 문제가 남아 있으
면 완전한 회복 및 볼링장 복귀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경기수행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결과는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재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상을 치료하고 복귀를 위한 여러 처치 중 심리처치는 반드시 생리적 기능회복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할수 있다 .

- 손상의 형태
- 자신의 위치 (팀에서의 자신 위치)
통증 내성

- 선수의 심리적 속성
- 팀에서의 구성원 협조 (지도자-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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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볼링경기기술과 기술훈련

1.

1)

볼링 경기의 기본기술

운동수행 준비 : 도약 위치결정

(1) 파울라인으로부터 거 리 정하기
일반적으로 신장이

160cm 정도인 경우 파울라인으로부터 첫 번째(어프로치 뒤쪽

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스댄딩 스핏 에 출발위치 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 점은

사람의 신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파울라인에서 더

멀리에 위치 를 정해야 한다. 이는 보폭이 크기

때문이며 ， 파울라인으로부터

정확한

준비를 위한 위치 결정은 아래의 순서로 실시하여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첫째 ， 파울라인에서

5cm

정도 떨어져 어프로치를 향하여 돌아선다

둘째 ， 자연스런 보폭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는 오른발부터 ， 왼손을 사용하는 선
수는 왼발부터 시작하여 4와 1 /2폭을 걸은 후 핀을 향하여 돌아선다. 1/2폭을 더 걷는
이유는 슬라 이딩을 위한 여분의 스웹으로 파울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 핀을 향하여 돌아선 지점이 투구를 위한 준비자세의 기준점이 된다

(2) 오른쪽 혹은 왼 쪽 위치 정하기
오른손을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5cm 정도 오른발을 왼발보다 뒤쪽으로 위치시키며 ，

왼손을 사용한다면 왼발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투구해 본다. 연습을 통하여 편안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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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찾을 때까지 조금씩 발을 앞뒤로 웅직여 본인만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위치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발의 위치로 이 책의 후반에서
논의하게 될 스페어 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발의 위치 를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 을 배

우게 될 것이다. 또한 레인의 컨디션에 따른 스 탠스위치의 이동과 발의 앞 ， 뒤 위치
를 결정 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익혀야 한다.

준비

lstep

2step
그림

2)

3-1.

3step

반보

4step

준 비 자세

파울라인으로부터 거리 정하 기

자세균형

(1) 발 위치
발의

위치는

〈그림 3 - 2) 와 같이 오른손을 사용하여 투구할 때 선수의 발 위치는

오른발을 왼발의 5 ~ 1 2cm 정도 뒤에 놓는다 . 왼손 사용 선수의 발 위치는 이와 반
대 로 왼발을 오른발의

5 ~ 1 2cm 정도 뒤에 놓는다 . 발의

위치는 선수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 이러한 전후의 위치는 좋은 기저 를 제공하고 또한， 어 프로치 에서 첫
발을 움직일 때 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무

릎

준비 자세를 위한 위치 를 결정한 후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다. 이 것은 유연한 움직
임을 위한 준비자세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자연스럽
게 구부렸다 폈다한다

이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10 ~ 15 。

발끝을 향하여 1 0 ~ 15 cm 정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앞으로 구부리면 무릎은

때의 자세는 트럭에서 자루

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자세가 된다. 이러한 무릎 구부림 자세는 어프로치
에서 항상 일정한 각도가 나오도록 연습해야하며 무릎을 똑바로 세워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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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척

3-2

투구 시 선수의 발 위치

:=
,-

투구를 위하여

앞으로 움직일 때 ， 봄의 무게

중심을 앞에 두고 스랩을 밟는 동안 어프로치에
서

일관성

있는 자세 를 유지해야 한다

척추의 기울기는 〈그림 3-3과 같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

때

15 。 앞으로

어프로치에서 투

구할 때까지 똑 같은 자세 를 유지해야 한다.

(4)

어

깨

투구를 할 때 공의 무게는 신체의 오른쪽이나

왼쪽의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즉， 공을 들고 있

는 쪽의

어깨는 다른 쪽에

약간 낮아진다

〈그림

비하여 자연스럽게

3-4) 와 같이 만약 오른손

으로 공을 잡고 있다면 오른쪽 어깨는 왼쪽보다

그림

3-3

준비동작시 올바른 측면자세

5cm 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왼손에 공을 잡고 있다면 이와 반대가 된다.
〈그림 3 -5) 와 같이 선수는 이러한 좋은 상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렇게 공이 굴러가는 길을 목표라인 혹은 마음속의 라인이라 부른다.
투구 시 선수는 레인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깨 를 레인위의 화살표에 정렬하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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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 。 。 。 。

그림

그림

3-4

3-5

를

」

i

。

@-

---..

(5)

-@
@
@ @
@ @
@ @
@

~
~
~
~
~

목표라인의 설정

준비동작시 올바른 정면자세

팔

〈그림 3-6) 과 같이 준비동작에서 공을 잡고 있는 팔은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의지하며 ， 공을 잡지 않은 다른 팔은 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스랩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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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속도에

λC 근-

울라인까지의

L는
브
부 썩 게

은 그 보다 낮은 부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는 다 올바르나 이러한

준

3-7) 과 같이 가슴 부분 ，

비 빠

사람에 따라 잡고 있는 공의 위치는 〈그림

리

공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허

(6)

파

걷기

BOWLl NG

위해서는 공 위치 를 낮게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어프로치에서 스왕과 발의 속도를

일관성 있게 하도록 도움을 준다
스웹의 속도가 늦은 선수의 공의 위치는 가슴 위치 ， 중간 속도는 허리 위치 그리
고 빠른 어 프로치 동작을 위해서는 허리보다 낮은 부분에 공을 위치시켜야 한다. 여

러분은 연습을 통하여 개인에 적합한 위치를 결정 해야 한다.

、

그림

3-6

준비동작시 올바른 팔의 위치

낮은위치

높은위치

그림

3-7.

준비동작시 다앙한 공의 위치

체 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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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림 3-8) 과 같이 준비 자세에서 공의 무게는 공을 잡고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으로 지지해야 한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손은 볼링공의 무게를 유
지하도록 보조해 주어야 하며 각각의 새끼손가락은 붙여야 한다 . 염지 구명은 두개의
손가락 구멍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며 조금 크다 .
다음 방법은 이것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링공을 둥근형태의 시계라고 생각하고 시

계의 정변을 상상하라 .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의 엄지 방향은 10시 방향이며 ， 왼손
사용 선수의 엄지 방향은 2 시 방향을 향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의 위치는 어프로치와 스원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

어야 하며 특히 공을 던질 때 핀과 악수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림

(8)

3-8.

올바른 그립형태

손 목

손목은 릴리즈시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림 3-9) 와 같

이 손목의 자세는 3가지 형태가 있으며， 경험 많은 선수들은 손목을 종종 커브상태나

뒤로 쩍어진 상태로 투구하거나 두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 이는 공의 회전수에
변화를 주기위한 동작이다 . 이는 고도의 기술로 기본적인 방법을 숙달한 후 이루어져

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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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드 (cupped)

스트레 이 트 (straight)
그림

3-9.

브로큰 (broken )

손목의 세 가지형태

3) 어프로치 수행 단계
(1) 그립
공에 뚫려 있는 세 개의 구멍에 엄지， 중지， 약지를 이용하여 볼을 쥐는 상태를 그
립이라고 한다. 그립에서는 손가락을 넣어야 할 구멍의 크기와 구멍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초보자가 볼링장에서 공을 고를 때는 엄지 하나만을 구멍에 넣은 상
태에서 공을 잡을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면 알 수 있다. 공을 던졌을 때 엄지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기 때문에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드는 반면 중지와 약지는 딱 맞는 느낌
이 드는 정도가 좋다.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스팬이라고 하는데， 스팬의 변화에 따른 그립의 종류에
는 세 가지가 있다. 단， 이 세 종류의 그립 모두 엄지는 갚숙이 다 넣어야 한다.

CD

컨벤셔널 그립 (conventional g1ψ)

보편적인 그립의 형태로 초보자나 여성 선수에게 적합한 그립이다. 컨벤셔널 그립
은 중지와 약지를 둘째 마디 끝까지 넣어 스팬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한 것으로 공
을 적은 힘으로 들 수 있으며 컨트롤에 유리하다.

@ 풀 펑거 그립 (full finger g1ψ)
스팬을 최대한도로 넓힌 그립으로 많은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립형태이다. 중
지와 약지의 끝마디로 공을 쥐는 것으로 공을 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릴리즈시 중지와 약지에 힘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많은 회전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혹을 구사할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무리한 형태의 그립이다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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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 펑 거 그립 (semi finger grψ)
중급자 이상의 경험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립으로 중지와 약지를 둘째 마디
중간까지 구멍에 넣어 컨벤셔널 그립보다 스팬을 다소 넓힌 형태이다. 공을 지지하기
쉽고 스피드와 회전을 쉽게 구사할 수 있다.

컨벤셔넘 그립

품픽거그립
그림

3-10 그립의

세미픽거그립
종류

(2) 스텐스
@발의 위치
기본자세에서

발의

위치는 정변을 향해

바로서고 일단 두 발은 평행을 이루도록

하며， 두 발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붙이는 것이 좋다

이 때 발의 위치가

흐트러지면 도움닫기를 직선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 제 1 보를 내딛는 발을 다른 발보

다 5 ~ 12cm 정도 뒤로 물려두는 자세도 권할 만한 정통 자세이다. 이 자세는 두 발

의 위치를 똑같이 두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으며 4보 스랩을 사용하는 오
른손 선수일 경우 뒤로 물러서

있는 오른발을 제 1 보에서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이동

할수 있다.
@ 사선
시션은 정신 집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 따라서 어프로치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시
선의 위치는 전방에 있는 에임스핏에 고정시키도록 한다. 초보자는 흔히 편을 바라보

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세이다 . 투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에임스핏에서 눈을 떼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자세
어깨는 곧게 펴고 정면의 파울라인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 특히 한쪽 어깨가 심하
게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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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시 어 웨 이

(push away)

준비자세에서 위치한 공의 첫 번째 움직임으로 부드러운 출발이 요구된다

푸시어

웨이가 빠르거나 강할 경우 공을 세게 쥐게 되어 다음 스원동작은 물론 올바른 릴리
즈를 만들기 어렵다. 올바른 동작은 앞사람에게 가볍게 공을 전달해주는 느낌으로 천

천히 팔을 뻗어야 한다

이 때 공은 전방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 목표에서 좌

우로 심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다운스명 과 백 스왕

(down swing , back swing)

푸시어혜이 되어 앞으로 뻗어진 공이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를 다운스
왕이라 하며 ， 다운스왕된 공은 그 탄력으로 후방으로 계속 이동하여 어깨를 축으로한
백스왕동작으로 이어진다 . 이 때 최대한 팔의 힘을 배제하고 공의 무게와 탄력을 이
용하여 스원해야 한다

(5)

포워드스원

(folward swing)

백스원의 정점에서 다시 공은 만류인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며， 전방으로 이동하

게 된다. 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스왕동작을 포워드스왕이라고 한다. 이 동작시 백스
원의 정점에서 급하게 어깨의 힘으로 공을 끌어내리면 올바르고 일정한 릴리즈타이밍
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렬리스와 팔로우드로우 (release ，

follow through)

기본적인 릴리즈와 팔로우드로우 기술을 살펴보면

4스템 투구의 경우 릴리즈는 백

스원의 정점에서 공이 내려오는 3스웹에서 준비하기 시작하여
첫째， 4스랩을 마침과 동시에 엄지가 볼에서 빠져야 한다

볼에서 힘을 빼지 않고

계속하여 올바르게 잡고 있으면 염지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둘째， 손가락은 계속 구멍에

있는 상태에서

직선으로 들어올린다

적절한 세기로

공을 잡고 았으면 손목의 회전에 따라 공에 측면회전이 생겨 전방의 핀을 향하여 나
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좌측으로 휘어지는 혹이 일어나게 된다

셋째， 팔로우드로우시에 손은 여행가방 잡는 자세로 원을 그리면서 천정을 향하여
위로 올리면 엄지가 먼저 빠진 후 중약지로 공을 투구하고 자연스럽게 빠진다. 이 때

손은 스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목표 라인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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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기록 향상을 위한 볼링 기술 훈련 및 지도 방법

어프로치에서 스템 유형에 따른 스윌 모션 숙달

(1) 4스랩 스왕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어프로치에서의 정확한 운동수행이다. 어프로치에서

적절한 운동 수행은 민첩성， 스피드， 자세， 협응력 ， 타이맹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인체의 모든 근육은 16파운드 정도의 볼을 정확하게 핀을 향하여 보낼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움직임은 어프로치에서의 적절한 운동수행을 완

전히 습득한 후에 가능하며 ，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많은 훈련을
통하여 근육을 훈련시켜야 한다.

어프로치에서 기본적인 4스랩 투구동작을 완전히 습득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투구동작이 유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 어프로치에서의 성공적인 적절한 운동 수행은 몸과 마음이 물 흐르듯 가장 자연
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4스랩 투구동작을 완성한 후 5스랩 투구동작을 시도
하여야 하며 ， 선수에 따라 자연스럽고 편한 스댐 수를 선택하면 된다.
φ 파울라인까지 4스웹

어프로치에서 스웹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4스랩을 걷는

방법이다. 볼링을 처음 배울 때에는 이 방법을 권장하며 스웹과 볼의 위치와 관련하

여 번호를 붙여서 5개의 통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위치는 준비자세로 이것을

o

0 위치라 한다. <그림 3-11) 은 볼의 위치

를 0과 관련하여 오른발의 번호는 0 이다.

스웹 1

위치 1

1

〈그림 3-12) 와 같이 첫 스웹을 시작할 때 오른팔의 공을 앞으로 푸시어웨이하며

동시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다

첫 스탬이 끝난 후 공은 오른발 위에 있어야 한다 .

왼손은 첫 스템을 움직이는 통안 계속 공을 지지한다.
주)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는 반대가 된다.

이 동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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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어드레스

첫째， 공을 잡고 있는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

야 한다. 만약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한다 .
둘째， 공이 오른발 위에 있기 위해서는 레인을 호f하여
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좌우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스웹

2

위치

2 : 2

〈그림 3-13) 과 같이 두 번째 스랩은 왼발이 앞으로

움직이고 공을 잡은 팔은 원을 그리며 아래로 내린다.
왼손은 스랩이 시작되면서 볼에서 손을 펜다 . 두 번째

그림

3-12.

푸시어웨이

스랩이 끝난 후 공은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있게 된다.

주)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는 반대가 된다.
스웹

3

위치

세 번째 스웹은

3

’

3

〈그림

3-14) 와

같이 오른발이

앞

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볼은 원을 그리며 뒷부분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게 된다. 권장높이는 어깨와 수
평상태이지만 컨트롤만 가능하다면 큰 위치에너지 를

얻기 위해 백스왕의 높이를 높이는 것도 좋다. 큰 백
스왕에서 얻어진 위치에너지는 전방스왕시 빠른 공의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3-13.

다운스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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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랩

4

위치

4 : 4

네 번째 스웹은 〈그림

3-15> 와

같이 두 번째 로 왼

발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슬라이딩을 하며 볼을 들고
있는 팔은 원을 그리며 내려오게 한다

스탬이 끝난

후 볼은 스왕시 가장 낮은 지점에 오게 되며 ， 오른손

은 레인 바닥을 향하게

된다

즈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follow

특히 ， 이 때에는 릴리
멈춤 없이 팔로우드로우

through) 가 되 어 야 한다 . 네 번째 스랩 시 볼

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오른발 에 체중을 실어

몸을 앞으로 밀면서 공에 전방이동을 위한 탄력 을 주
게 된다

그림

3-14

백스윌

동시에 앉는 자세 를 취하여 무릎을 낮게 구

부리고 체중은 왼쪽 무릎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몸의

중심을 낮추면서 편안하게 앉는 자세를 취하기 위한
것 이다. 이 때 몸통의 기 울기는 1O ~ 15 。 를 유지해야

한다 .
주)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는 왼발이 오른발 뒤쪽으
로 미끄러지게 한다 .
특히 이 때 주의할 점은 슬라이딩을 하는 발이 파

울라인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시 파울
라인 을 념을 경우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

3-15. 포워드스윌

1))
릴 리즈 (release) 와 팔로우드로우 (fo11oατwλνf까 hroαOαou gh
비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렬리즈와 팔로우드로우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 -16> 과 같이

릴리즈는 3스댐에서

시작하여 첫째 ) 4스웹을 마침과 통시에

엄지가 볼에서 빠져야 한다. 볼을 계속하여 올바르게 잡고 있으면 엄지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둘째 ， 손가락은 계속 구멍에 있는 상태에서 직선으로 들어올린다. 적절
하게 잡고 있으면 볼에 스핀을 주어 자연적으로 핀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혹 이 일어
나게 된다 . 셋째 ， 팔로우드로우시에 손은 여행가방 잡는 자세로 원을 그리면서 천정

을 향하여 위로 올리면 손가락은 볼에서 자연스럽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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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림

3-16.

릴리즈와 팔로우드로우

@ 스트라이크를 위한 목표점 정하기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를 위해 레
인에는 7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이것 을

에임스핫 ( a im spot) 또는 목표화살표

(target arrow) 라 한다. 이 표시는 오른손 사용 시는 오른쪽부터 , 왼손 사용 시는 왼
쪽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목표화살표를 잘 겨냥해야

한다. 정확한 렬리즈를 구사함으로서 공은 헤드 핀이라 하는 1 번 핀의 오른쪽 측면에
서 훔을 만든다. 이러한 공이 스트라이크를 만들 때 핀을 타 격 하는 부분을 스트라이
크 포켓 (strike pocke t) 이라 하는데， 공이

핀 을 때려

가장 좋은 지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투구 시

스트라이크를 기 록할 수 있는

일관성 있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실수를

하면 준비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이통하여 투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왼쪽으로 실
수를 하면 왼 쪽으로 약간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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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올바른 착지자세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Q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깨의 위치이
다. 투구하는 팔의 어깨와 목표선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공을 목표라인에 배열시키는
것을 상상하며 ， 어프로치의 준비자세 ， 렬리즈 ， 그리고 팔로우드로우시에도 어깨는 목
표라인과 항상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도어 신드롬 (door syndrome) 을 피하라
레인과 관련한 어깨의 위치를 살펴보면， 투구시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는 열리거(몸

통이 오른쪽을 향함)나 닫혀게(몸통이 왼쪽을 향함) 된다. 만약， 어깨가 열리면 투구

된 공은 중심 핀에서 멀어지고 어깨가 닫히면 공은 너무 일찍 중심 핀을 향하게 된
다 . 따라서

어깨는 목표라인과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

일반적인 투구의

인에 대하여 어깨는 7 ~ 10cm 정도 열라는 상태가 된다

경우 파울라

이러한 자세는 오른손 사용

선수의 경우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뺑 때 자연스럽게 되며 왼손 사용자
는 이와 반대가 된다 . 이러한 몸의 각도는 그림 3-18과 같이 준비 자세에서부터 어프

로치에서 완전히 투구가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

@

어프로치시 유의사항

준비 자세와 첫 동작의 중요성

타이빙의 문제는 어프로치의 첫 번째 스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스명이 발보다 늦
으면 4 번째 스댐이 시작될 때 스쟁이 끝나게 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몸통이 비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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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된다. 그 결과 릴리즈시

열린상태
볼O 댄m

3-18.

스트라이크 라인설정과 몸통각도

어깨는 열리게

되며 볼은 오른손 사용 선수는 오른쪽으로，

왼손 사용 선수는 왼쪽으로 실수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즉， 스원이 발보다 빠를 때
4번째 스랩이 끝나기 전에 볼을 릴라즈하게 되며 붐은 꼬이게 되어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는 닫힌 상태 가 된다 . 이러한 결과 오른손 사용 시에는 왼쪽으로 실수하게 된다.
왼손 사용 선수는 반대 로 실수하게 된다 . 따라서

(A great start equals a finish)"

“좋은 출발이 곧 가장 좋은 마무리

라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대부분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는 첫스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스랩시 손과 발이 하나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 스명과
스랩간의 타이멍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준비 자세에서

볼의 높이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팔 스왕이 발보다 빠른 경우 볼을 가슴 높 이로 올리고， 팔 스명이 발보
다 늦은 경우 볼을 허리 아래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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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통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일부 선수들은 어프로치에서

어깨가 앞뒤로 흔들리는 문제를 가진다. 이 결과 볼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투구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볼은 파울라인 앞
에서

떨어진

후

(double dribble)"

바운드되어

다시

레인을

이라 부른다. 또한 ，

때리게

되는데 ，

어깨가 너무 뒤에

이것을

“더블드리블

있는 경우에는 너무 멀리

볼을 던지게 된다 . 볼을 약간 로프트 Ooft) 하는 것은 좋으나 그 거리가 너무 벌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세 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자세에서와 같이 투구를 마칠 때
까지 톰통의 기울기는 1O ~ 15 。 를 유지해야 한다

- 지그재그 (drifting) 를 피하라
어프로칭하는 동안 발을 좌우로 지그재그로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그재그
스랩은 또 다른 부정확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 투구 후 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발은 준비 자세에서 유지한 폭이 마지막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한쪽이나 두 쪽 이상 좌우로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즉， 처음 준비 자세에서 라인업하고 있는 위치점과 일직선상에 있는 파울라인 앞의
위치점과 같은 선상에서 투구를 마쳐야 한다. 이것은 준비 자세에서 중심점을 발사이
에 두고 자세를 취했다변 파울라인 앞의 중심점이 양발의 사이에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 정확성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스원이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이멍

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5스랩

5스댐

어프로치는 4스댐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첫

스랩을 짧은 스웹(베이비스

템 :baby step) 으로 밟는 것이 약간 다를 뿐이다. 베이비스웹에서는 볼을 움직이지 않
는다. 만약 오른손으로 투구하면 왼발로 베이비 스랩이 이루어지고 왼손 사용 볼러는
이와는 반대가 된다. 베이바 스랩 후 5스랩 어프로치는 4스웹 어프로치와 같다 . 만
약 ) 5스랩 어프로치를 이용한다면 베이비 스랩을 허용하기 위하여 파울 라인으로부터

여분의 공간을 4스랩보다 더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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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라이크 훈련
(1) 훈련 내용 및 목표
스트라이크를 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코스는 1 번 핀과 3 번 핀 사이로 공이 타깃
되는 포켓 존 (pocket zo n e) 이다

1 번과 2 번 펀 사이인 브루클 린존 (brooklyn

zone)

의 경우도 스트라이크를 낼 수는 있지만 포켓 존에 비해 파괴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1 번과 3 번 사이로 지나는 포켓 존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왼손 선수인 경

우는 1 번과 2 번 사이가 포켓 존이 된다 .
φ 포켓 존의 핀 액션

포켓 존으로 타깃 되면 먼저 1 번 핀을 맞추고 핀과 부딛치는 반발력에 의해 공이

3 번 핀을 두럽게 맞춘 후 다시 5 번과 9 번 핀 사이에 포켓 존을 형성하면서 5 번 핀을

맞춘 다음 반발력으로 9 번 핀을 타깃 한다.
1 번 핀의 핀 액션에 의해 2 ， 4 ， 7 번 핀이

연쇄적으로 핀 액션을 유발시키면서 쓰러

지고 ， 3 번 핀의 핀 액션에 의해 6 ， 10 변 핀을 쓰러뜨리며， 5 번 핀의 핀 액션에 의해
8 번 핀을 쓰러뜨리면서 스트라이크가 된다.

@ 포켓 존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투구한 공이 언제나 포켓 존을 형성한다면 누구나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포켓 존을 형성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준비 자세에서 스탠스의 위치

와 에임 스핏 (aim spo t) 의 선정이 완벽해도 포켓 존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자.
공의 스피드 ...... 스피드가 빠른 경우에는 공의

회전력보다 전진력이 크기

때문에

볼 이 포켓 존까지 가지 못하고 6 번 핀 쪽으로 빠져버린다. 스웹의 이동이 빠르거
나 스왕에 너무 힘이 들 어가기 때문이다. 스피드가 느리면 측면회전력이 전진력

보다 크기 때문에 회전궤도가 커져서 공이 1 ， 3 번 포켓 존을 지나 1 ， 2 번 브루클린
존으로 가버린다.

- 공의 회전력 .. ... .공의 회전이 너무 작거나 큰 것은 릴리스할 때 엄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혹 공에서 엄지의 위치는 1 0시와 11 시 사이에 있
어야 한다.

엄지의

위치가 1 2 시 방향일 때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6번 핀

쪽으로 흘러버리고， 9 시 방향일 때는 포켓 존을 지나 브루클린 존으로 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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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방법 빛 훈련평가

CD3

‘

1:2 이론을 이용한 포켓 존 형성법

볼이 포켓 존으로 가지 않을 경우 레인의 구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레
인의 구조는 과학적 계산에 의해 설계되어 있다.

스탠스 위치에서 세븐 딜리버리 노츠까지의 길이는 15 피트， 스탠스 위치에서
스핏까지는 30 피트，

에엄 스맛에서

1 번 펀까지는 45 피트이다. 따라서

에임

3:2:1 이론은

이러한 각각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

스핏은 고정시킨다 ......투구를 겨냥하는 스핏은 고정시킨 상태

에서

스탠스의

위

치를 이동하여 조정한다.
레인의 구조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 3:2:1 이론은 기본적으로 레인의 표변인 나

무판을 기준으로 하므로 레인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

레인은 모두 39장의 나무판으로 짜여 있다. 나무판에 변호는 없지만 ， 오른쪽부터
번호를 붙인다면 1 번 핀이 있는 나무판의 번호는 20 번이 된다. 3 번 핀은 오른쪽으로
6장， 2 번 핀은 왼쪽으로 6장의 간격을 둔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이

가능하다-

- 공이 포켓 존으로부터 나무판 세 장 만큼 오른쪽으로 처지는 경우 ...... 이 경우에
는 그림의 선처럼 공이 나무판 세 장 만큼 왼쪽으로 이동된 지점을 통과해야 하
므로 파울 라인 바로 앞의

세븐 딜리버리 도츠 (seven deliverγ dots)는 나무판

한 장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스탠스의

위치는

나무판

두

OOO
。r。1O
。OO

장

1번 핀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된 위치에서

투구하면 스트라이크가 된다.

- 공이 포켓 존으로부터 나무판 9
장만큼
우 ...... 이

왼쪽으로
경우에는

처지는
공이

경

나무판

9장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된 지점

을 통과해야 하므로， 그림의 선처

럼 파울 라인 바로 앞의 세븐 딜
리버리

도츠 (s even

t•L +rj)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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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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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s ) 는 나무판 2장만큼， 스 탠스의 위치는 나무판 6장만큼 왼쪽으로 이동된 위치
에서 투구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온다

(l) 3’ 4:5 이론을 이용한 앵 글 조정법

3 :4’ 5

이 론은 공이 포켓 존을 통과하는 데 도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는 경우 공과 펀

과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한 이 론 이며 ， 오른쪽 그 림처럼

레인의 구간별 거리인 4 5 파

트 ， 60 피 트， 75 피트의 비율에서 나온 것이다.
스 탠스와 스핏을 선정하여 포켓 존으로 정확히 투구하였는데도 스트라이크가 나지
않는 경우는 핀을 타깃 하는 순간의 앵 글 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예 를 들 어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정확히 통과했는데도 1 0 번 핀 이 남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3 번 핀 을 타깃 하는 순간 볼과 3 번 핀과의 앵글(각도) 에 이상이
있 기 때문에 3 번 펀은 6번 핀을 쓰 러뜨리지만 ， 6 번 핀은 1 0 번 핀을 쓰러뜨리지 못하
는 경 우이다 .

스핏을 이동하 여 앵 글을 조 정한다 .. .... 이 이 론은 스핏을 이 동하여 포켓 존 에 타깃

되는 순간의 앵 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 임 스맛 ， 세븐 딜 리 버 리 도츠， 스 탠

스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 . 일정 한 비율 에 따라 이 세 가지 위치가 함께 이통해

도 처 음 선정한 포켓 존은 변하지 않으며 앵 글 의 각도만 달라진다
심으로
에임

했을

스핏과

때

그림의

스탠스를

옮길수록 3 번 펀과의
지며 ， 그림 의

선처럼
왼 쪽으로

OO。
OO1O
OOO

각도는 커

선처럼 오른쪽으로

l

이론의

-

실 제 .. .. .. 앵 글을 크

게 하기 위해 2 번 스돗을 사용하

던 것을 3 번 스훗 쪽으로 나무판

l

l

이동할수록 각도가 작아진다 .

- 3 :4 :5

3 번 핀을 중

LO

Ci(ζ〉}〕
←
α
←
lñ

""'"

)σ
〕

~

r--

)
ι1

“

3장을 옮길 경우를 생 각해 보자

3 :4 :5 이론에 대 입하면 스맛를 왼
쪽으로

3장

이동했으므로

세븐

딜 리버리 도츠는 나무판 4장 ， 스

1

그림

00 0

0

00

0

o

0

0

0

0

0

0

3-20. 3:4:5 이론의 비율과 적 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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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스는 냐무판 5장을 왼쪽으로 이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포켓 존은 그대로
유지된 채 앵글을 넓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10번 핀을 쓰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3) 스페어 처리 훈련
(1) 훈련 내용 및 목표
본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페어 처리방법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 경기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하나의 프레엄 (frame) 에 두 번의 투구기회

를 갖는다. 즉， 한 번의 투구에 모든 핀을 넘어뜨리면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여 두 번

째 투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핀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두 번
째 투구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을 스페어 (spare) 라고 한다 . 그러나 스페어를 처리하
지 못하면 오픈 프레임 (open frame) 이라고 한다.

190점이나 그 이상의

점수를 빠르게

얻고자 하면 스페어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 .

투구시 스페어를 처리했을 경우 이것을 스페어 처리라 한다 .

스페어 처리의 기본적인 3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 스페어를 처리코자할 때 중요한 위치를 선정한다.
둘째， 적절한 위치에 발의 위치 를 선정한다 .
셋째 ， 올바른 목표지점을 겨냥한다.

(2) 지도방법 및 훈련평가

@ 레인의 이해
볼링레인에 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레인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
이다. 세계의 모든 레인은 넓이와 길이가 같다. 레인은 약 1 인치 정도의 넓이로 모두
39개의 쪽 (board) 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알아야할 것은 위치점(l ocator dot) 과 목표 화살표 (target

arrow) ,

그리고

중요 핀은 모든 라인업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 위 치 점 (l ocator dot)
〈그림 3 -2 1)을 보면 어프로치에는 파울라인 앞에 3세트의 위치점이 있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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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5쪽 간격으로 있으며 상호 동일선상에 있다

또한 파울라인 뒤의

레인 위에는

한 세트의 위치점이 있다 . 이 위치 점은 파울라인 전 에 있는 3세트의 위치 점과 같
은 선상에 있지 않다 . 이 위치 점은 각도를 정확히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선
수를 위한 점이다

(2)@@@)

(2)@@@)

@

@

@@@
@@

@@@
@@

i

i

i
i

l

i

i

i

i

i

l

‘i

:삐
網
繼

3- 21.

배
랜

펌

치
의니

그림

i

위치 점의 정렬

우까|점과
목표호빌표 정렬

그림

3- 22.

위치점과 목표화살표 정렬

목표 화살표 (target arrow)

〈그림 3-22) 와 같이

레인 위에는 7개의 목표 화살표가 있으며 이 화살표는 파울

라인으로부터 약 15 피트 지점에 있다.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 손을 사용하는 선수를

위한 목표 화살표이며 왼쪽의 화살표는 왼 손을 사용하는 선수를 위한 점이다.
위와 같은 목표 화살표는 오른손 사용자는 오른쪽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며 ， 왼손 사

용자는 왼쪽에서 부터 번호를 붙인다. 목표 화살표는 위치 점의 선상에 있으므로 ， 위
치 점의 중앙은 목표 화살표 중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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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과의 관 계
〈그림
핀은

V’

3-23) 에서 목표라인은 각각의 키핀 (key pin) 과 같은 선상에 있다. 7개의 키
자 형태를 이루며 바로 투구자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7개의 핀

을 키핀이라 말한다. 스페어 처리 시에는 단순히 7개 의 키핀 중의 하나를 겨냥하면

@@

에 위치하고 있다. 60피트 거리에

있는 키핀을

6
•

•@K@”

하면， 투구자는 투구시 이 목표 화살표를 겨냥하
기 때문이다 . 이러한 목표 화살표는 키핀의 선상

μ

왜냐

μ

그러면 왜 이것을 목표 화살표라 하는가

쐐례때川때세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위치점 ， 목표호쌀표
그러고오탁핀과정럴

겨냥하는 것보다는 15 피트의 목표 화살표를 겨

---

- |
---------

-

냥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
요약하면 )

<그림

3-23) 과 같이 아래의 3가지

”’ 써

꺼

는 모두 통일한 선상에 있다

.、

.3세트의 위치점
에

. 목표 화살표

”

υ

’

lκ

”

· 키핀의 위치

.

‘
1"1.
I:î<
1"

- 핀 배열 시스댐
볼링 핀은 107H 로 구성되어
이루고 있다.

<그림

으로 표시된 핀이

있으며 삼각형을

3-24) 와 같이 7개의 검정색
키핀이다 . 핀의

번호는 하단그림 3- 23. 위치점， 목표화살표， 외측 핀의 정렬

중앙의 헤드핀 (head pin) 을 1 번 핀이라 하며 좌에서 우로 번호를 붙인다.
만약 여러분이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라면 다음 부분은

건너뛰고 왼손 사용 선수의 스페어 처리 방법을 읽어보길

섬 δδ 랬
。

바란다.

O

혈

@ 오른손잡이 볼러의 3 단계 스페어 처리방법

- 1
경기

단계
중

: 키핀 (key pin) 을 결정하라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스페어

삼각형의 키핀 (V)

처리

상황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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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수백 가지의 스페어 처리 투구방법을 모두 기억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투구 시에는 하나의 핀을 겨냥하기 때문에 매우 단순
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스페어는 적당한 키핀만 겨냥함으로서 스페어 처리가 가능
하다.

아래의 몇 가지 예는 스페어 처리를 이해하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예 ) 1) 처리해야할 보편적인 스페어 상황은 #4-#7 이다
#4 이다

이 때 겨냥해야 할 키핀은

〈그림 3-25) 와 같이 볼이 #4핀을 넘어뜨리면 #7도 넘어진다 . 즉 ，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선수가 겨냥해야 할 키핀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
장 가까운 핀이다.

헤드핀을겨 냥

‘

iii

i-

δτ)0

δ

그림

예) 2)

3-25.

ii

τi 。

。 00000 。

。 00000 。

。 00000 。

。 00000 。

#4-#7스페어 조준

그림

3-26.

#5스페어 조준

<그림 3-26) 은 키핀이 없는 스페어 처리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선수는

가상적인 키핀을 설정하고 투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투구자는 가상의 핀을
키핀으로 여기고 이를 겨냥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를 넘어뜨려야 한다면
가상의

키핀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였을 때와 같은 곳을 겨냥해야 한다

즉， 헤드 핀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예) 3)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스페어 상황은 #3과 10#이다. 즉 ) <그림 3-27) 과 같

이 하나 이상의 핀이 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가 떨어져 있는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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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스플릿 (spilt) 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선수는 혐 혹은 # 10을 겨냥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

넘어뜨리면 다른 하나는 남아 있게 된다. 대선에 그들 사

이를 겨냥하거나 〈그림 3-28) 과 같이 #6자리를 겨냥해야

7

9

10

。 4 。 5G6O

000

한다
- 2

8

하나를

단계

‘

δ1δ

발 조정

이번 단계는 스트라이크 투구를 위한 라언업(line

Q

up)
그림

3-27. #3-#10

스플릿 조준

6번핀겨냥

。 00000 。
。 00000 。

그림

3-28.

#3-#10스플릿 조준

을 위하여 발의 위치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헤드 핀을 중심으로 오

른쪽으로 투구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 왼쪽으로 투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으로 움직인다.

주) # 1 이나 #5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좌 ·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위
치 에서 투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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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핀의 오른쪽 핀 스페어 처리

〈그림 3 -2 9 > 와 같이 헤드 핀의 오른쪽 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발의 위치 를 한번에 4쪽씩 옮겨야 한다 .

다시 말하면 〉
가 . #3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4쪽을 이동한다.
나

#6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8쪽을 이통한다 .

다. # 10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12쪽을 이통한다.

헤드 핀의 왼쪽 핀 스페어 처리
가

#2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3쪽을 이동한다

나 #4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6쪽을 이통한다
다. #7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9쪽을 이동한다.

주) 선수는 준비 자세에서 발위치 조정시 우측 핀을 처리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이
동시 한번에 4쪽씩 옮기고 좌측 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
시 한번에 3쪽씩 옮기는가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오른쪽 핀을 스페어

처리해야 할 때는 볼의 회전과 반대로 투구하기

때문이며 왼쪽 핀을 스페어

처리하고자 할 때는 볼의 회전방향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

3 단겨1

앞에서

목표점 조정

언급했듯이 스트라이크 투구를 위하여 선수들은 각자 정한 에임스핏을 겨

냥해야 한다. 그러나 스페어 처리시 이러한 위치는 변화한다. 즉 스페어 처리를 위하
여 발의 위치 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선수들이 겨냥해야할 에임스핏 또한 변화해야
하며，

간혹

에임스핏 사이 를

겨냥해야

할

때도 있다 .
예 ) 1) # 1 과 #5핀 스페어 처리시 목표지

점은 변화하지 않으며 ， 이 때에는

•

스트라이크 투구시와 같은 에임스
맛을 겨냥한다

예)

2)

헤드 핀을 중심으로 왼쪽 핀 스페

어 처리 시에는 두 번째와 세 번
째 목표화살표를 겨냥한다.
그림

3-29.

스페어 조준시 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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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 #3핀 스페어 처리 시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화살표를 겨냥한다.
예) 4) #6과 # 10핀 스페어 처리 시에는 세 번째 목표화살표를 겨냥한다.

@

스페어 처리시 어깨조정

스페어 처리 를 위하여 준비 자세에서 발의 위치와 목표지점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

이 레인과 관련하여 신체의 각도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레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어깨 를

열고 닫고 혹은 똑바로 하였는가를

기억하여야하며 ， 또한 스트라이크 투구를 위하여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는 똑바로 해

야 한다(그림 3 - 3 0참조) .
그러나 스페어 처리시 신체는 목표지점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칙에 의하여 어깨의 각도를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첫째 ) # 1 과 #5핀 스페어 처리시

어깨는 레인과 관련하여 스트라이크 투구시와 같

이 똑바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 헤드 핀을 중심으로 오른쪽 핀을 겨냥해야 할 때는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는
열어야 한다

셋째 ， 헤드 핀을 중심으로 왼쪽 핀을 겨냥해야 할 때는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는

닫는다

즉 ， 어깨가 목표 화살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매우 쉬우며 자통적으로 어깨

는 목표점과의 각도가 맞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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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방향

어깨방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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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울라인까지 직션으로 걷기

〈그림 3-3 2) 와 〈그림 3 -33) 을 보면 ， 비록 어깨의 각도가 레인과 관련하여 열려있거
나 혹은 닫혀 있어도 아래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즉 ， 파울라인까지는 항상 직선으로

걸어야 한다. 이것은 투구자가 레인과 관련하여 좌우로 걷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만약 어깨가 열려 있거나 혹은 닫혀 있다면 준비 자세와 같은 일직선상에 있기

위해서 약간 측면으로 걸 어야 한다

주) # 10핀을 스페어 처리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이동시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레인과 관련하여 어깨의 각도가 예리함을 의미하고 파울라인까지 일직선
으로 걷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 # 10핀 처리 시 문제가 있다면 준비 자

세와 파울라인에서

여러분은 발의

상태 를 체크해야 한

다 . 특히 ， 2쪽 이상 좌우로 움직 여서는 안 된다.

(2) 2:4:6

2:4:6
키고

이론의 스페어 처리법

이론은

에임

3:6:9

스파트를

핀과 1 번 핀까지의

이론과 반대로 스탠스 위치 를 고정시
이동하는 방법이다.

거리

웅

즉，

처리해야 할

만큼 스파트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투구하는 방법이다 .

@ 스플릿 처리방법
〈태〈
-~ -

스플릿 (split) 이란 두개 이상의 핀이 남아 있는 형태가 볼로

-끼전
,.

직접 처리하지 못할 만큼 벌어져 있거나 다른 핀의 도움을 받
그림

3- 34.

2 :4 :6 01 론의 원리

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의 스페어를 말한다.

ØCÐ@

- 2 번 ， 7 번 스플릿 처리법

3: 6:9 이론을 응용한다

00

2 번 핀이 키 핀이므로 포켓

@

존 스탠스에서 오른쪽으로 나무판 3쪽을 이동한다 . 또한
볼이 2번 핀의 왼쪽을 앓게 맞추어야 하므로 오른쪽으로

1 .5장을 더 이동해야 한다. 스파트는 2번을 사용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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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 ， 10 번 스플릿 처리법

-

3:6:9

Ø(용 @

이론을 응용하면 3 번 핀 코스이므로 제 1 구 때

보다 스댄스를 왼쪽으로 나무판 3장만큼 이통해야 하

00

며 ， 10 번 핀 코스에 따라 스파트는 3 번이 된다 . 제 1 구

@

때의

2번

스파트에서

3번

스파트로 이동했으므로 스

파트 이동에 따른 조정 이 필요하다. 즉， 3분의 5 에 5를

φ

곱한 값인 8.3장만큼 왼쪽으로 이통한다. 또한 3 번 핀
의 오른쪽을 스치듯 타깃 돼야 하므로 1 .5장만큼 왼쪽
그림

3- 36. 3.

10 번 처리법

으로

더

이통한다 .

따라서

스탠스의

총

이동거리는

3 +8 . 3+ 1. 5=12 .8 이므로 약 13장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

- 5 변， 7 번 스플릿 처리법

3:6:9
의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른쪽을 앓게

타깃 해야 하므로 마치

3번 핀
3 번 핀을

노리듯이 투구해야 한다 . 스댄스는 제 1 구 때 보다 나

무판 15장정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3 번 스파트를 사
용한다

그림

-

3- 37. 5.

7번 처리법

5 번 ， 10 번 스플릿 처리법

스탠스를 고정하고 스파트를 이동하는 2:4 ’ 6 이 론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번 코스이므로 스탠스의

위치는 제 1 구와 같다. 스파트를 나무판 4.5장만큼 오

른쪽으로 이동하면 볼 이

5 번 핀의

왼쪽을 앓게 타깃

한다 .
그림

3- 38. 5‘

10 번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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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링 경기 시설과 용기구 활용
(1) 레인 컨디션(오일 형태) 이해와 적응

@ 레인 정비의 개요
- 레인 정비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흔히 레인 정비라 하면 레인표면에 기름칠을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 레인클리닝

(l ane cleaning) 과 오일도포 (oil dressing)를 총칭하는 말로서 , 경우에 따라서는 오일
도포 상태보다 레인클리닝 상태가 경기력의 발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다. 레
인표면에 오일을 칠하는 이유는 공과 레인과의 마찰계수를 줄여서 공을 핀까지 쉽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백엔드 (back end) 라고 불리는 핀 앞쪽은 기름이 없이

깨끗하게 클리닝이 되어야만 ， 오일 위를 미끄러지며 직선으로 주행하던 볼이 핀 앞에
서 레인표면과 마찰을 시작하여 휘어짐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휘어짐의 정도는 선

수마다 다른 투구된 볼의 속도

회전수

회전축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 레인 정비 방법
레인클리닝은 먼저 클리너 액을 레인에 뿌려준 후 닦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클리닝
기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수동스프레이로 클리너 액을 레인에 뿌리고 ， 마른 천을 이용

해 사람이 닦았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을 기계가 하고 있다 . 오일도포 역시 처음에는
사람이 스프레이와 밀대를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기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

의 오일도포방식도 과거의 패드방식에서， 현재는 오일 양과 도포형태가 일정한 분사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 레인상태의 파악
레인 정비에서 오일도포가 전부가 아니듯이 레인상태파악 역시 오일상태가 전부가

아니다 . 먼저 레인 자체의 특성이 중요하다 . 수평과 굴곡상태， 재질이 우드냐 합성이
냐 ， 우드일 경우 샌딩과 코팅상태 ， 합성일 경우 제조사마다 다른 재질의 경도와 마찰

계수， 표면의 마모정도 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그 다음이 클리닝 상태로， 클리
닝의 강도와 좌우편차， 클리닝이 잘 안된 특정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

지막단계가 오일상태이다 . 오일의 종류와 점도， 길이와 두께 ， 좌우편차등을 알면 어느

정도 레인파악이 끝나는 것이다 . 특히 오일 도포는 직접 공을 굴라지 않고도 사전에

주어지는 공식자료들(테크니컬데이터)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

@ 레인정비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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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정비표 보는 볍
경기에 들어 가기 전 굳이 레인에 공을 굴 려보지 않아도， 사전에 주어지는 레인 정
보로 우리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개시 2 일전부터 주어지는 공
식연습 시 경기장에 가면 레인정비표와 오일그래프가 붙어 있다

먼저

레인정비표란

말 그대로 레인 정비기계에 오일도포형태를 압력한 표이다- 최신 레인 정비 기계 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패턴을 입력 하는데 ， 최근의 국내외 경기에는 패드
식보다 분사식

기계가 주로 사용 된다. 패드식과 분사식은 오일을 레인에 뿌려주는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그림

3-39) 는 최근 쿠웨이트에서

오일 (short

열린

“2010년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

솟

o il) 레인 정비표로， 상단 오른쪽에는 레인에 뿌려지는 오일의 형태가 그

려져 있다.
빨간색부분은 정비기계가 앞으로 갈 때 뿌려지는 구역 (forward
로 올 때 뿌려지는 구역 (reverse
는) 구역 (combined

(buffer brush

o il) , 초록색은 뒤

o il), 파란색은 갈 때와 올 때 모두 뿌려지는(겹치

o il) , 하늘색은 오일이 분사되지는 않고， 기름이 묻은 버퍼브러쉬

레인표면에 접촉되어 오일을 칠해주는 롤 러형태의 브러쉬)로만 칠해

지는 구역 (buff area) 이다. 당연히 갈 때와 올 때 모두 칠해지는 파란색 구역이 오일

의 두께가 제일 두럽고， 하늘색 구역이 오일이 제일 앓다. 그림만 잘 이해해도 레인
의 공략할 부분이 정해질 것이다. 가운데에 위 ， 아래로 두 개의 네모난 박스 안에 숫
자들이 입력되어 있는데， 위의 박스는 기계가 앞으로 전진 할 때 뿌려지는 형태의

력표이고， 아래 박스는 후진할 때의 입 력표이다. 왼쪽박스 상단의

입

‘oil per board' 는

한 보드 당 뿌려지는 오일의 양으로 이 정비패턴은 한 보드당 50μl 가 뿌려지고 ， 옆
의

‘oil pattern distance’ 는 오일의 총 길이，

려진 총 오일의

양，

‘volume oil total'은 한 레인에 뿌

‘total boards crossed' 는 오일분사노즐이 지나간 총 보드수를

의미한다 . 다소 어려운 표현이 있었지만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며‘ 이 입력 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선수와 코치들이 체크하여야할 것은 총 오일거리와 총 오일양， 그리고

패턴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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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o r1 o.to

Condltlono r: Ty p. In or 5.I.ct On.

2/24/2010

Asian Youth(short)
。 11

Per 8oard :

50 uL

。 11

‘

Pattern 018 ance :

Forward 011 Tot.!
FO rN ard Boarda Crossed

35 Feet

Volume 011

T。‘al :

24.7 mL

Total 80ards Crossed :

Reverse 011 T。써 l ‘
Reverse Boards CroS8 ed :

17.15 mL
343 Boards

494 Boards
7.55 mL
151 Boards

Forward Oil
Reverse Oil

55

Combined O i1
Buff Area

45

35
M

‘ ’.. F.......얘 여많짜;ï，;ï;'"
11

25

15

Trac k. Zone
Ratlos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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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그래프 보는 법

‘ 레인정비표’ 가 기계에 입력된 상태이고，

‘오 일그래프’ 는 이 입력에 의해 레인

에 뿌려진 오일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빨간색은 4 1 피트， 노란색은 30피트，

파란색은 15 피트의 오일도포 상태이다 그래프의 수평축은 레인의 왼쪽 2보드부터 오
른쪽 2보드까지 를 나타내고 ， 수직축은 오일의 양 (unit) 이다 .

<그림 3-40) 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센터가 오일이 많고， 양쪽 사이드로 갈수록 기 름 이 열어지는 형태이
다 또 파울라인과 가까운 15 피트의 헤드부분에 오일양이 가장 많고 ， 30 피트 ， 4 1 피 트

순으로 갈수록 오일양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 에 의해 얻어지는 오

일패턴의 형태에 따라 본인의 구질(볼의 속도 ， 회전수， 회전축의 기울기등)과 볼의 상

태 (표 면재 질 ， 밸런스， 코어타잎 등)를 매칭시켜 공략지점을 정하면 펼 것이다. 단 ， 위
의 오일패턴정보는 레인정비 일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 나머지 반은 본인이 직접
투구하여 느껴야 하는 백엔드 (back end) 의 클리닝 상태이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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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볼링연맹 공인 레인패턴 (WTBA Certified Lane Patterns)
세계볼링연맹에서는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정비패턴이 경기 전 만들어지거나 채택되
지 않고 ， 모든 출전선수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솟 ， 미륨 ，

롱의 세 가지 종류로 총 127R 의 공인 레인 정비패턴을 만들어 ， 모든 공식경기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솟과 한 토너먼트에 솟과 롱， 또는 미륨과 롱 등의 두 가지 종
류의 패턴을 사용하케 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의 공식경기도 두 가지 정비패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

다양한 종류의 정비패턴에 적

응할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세계볼링연맹 공인 정비패턴의 종류와 길이
는 다음과 같다(그림 3-41 ， 42)

솟오일패턴 (Short

Patterns)

WTBA Sydney (33)

feet(그림 3-41 참조)

WTBA Stockholm (34) feet
WTBA Beijing (5) feet
WTBA Los Angeles (36) feet

미 륨오일패턴 (Medium

Patterns)

WTBA Atlanta (38) feet
WTBA Seoul (9) feet
WTBA Athens (40) feet
WTBA Montreal (41) feet
롱오일패턴 (Long

Patterns)

WTBA Tokyo (43) feet
WTBA London (44) feet
WTBA Mexico City (45) feet
WTBA-Paris (47) feet (그 림 3-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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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BA Sydney (33')
P.r BO Õl rd :

40 uL

011 Pôlttern Dist.1 nce :

뺨

。 11

33 Feet

Volume 011 T0101I :

1.

2 8 mL

Tot Õl I B03rds Crossed :

545 Bo :a rds

Fo rwôlrd Oil Tot.1 1

12.36 mL

Rev erse Oif Tot <1 1

9.44 mL

Forw Õl rd BOôlrds Crossed

309 BO<J rds

Rev ers. BOólrds Crossed

236 BOôlrd

L

‘

8/19/2009

}

Conditioner‘
Type In or S.lect

。"'
518rt
1
2
3
4
5
6
7
8
9

2L
2L
<L

5L
6L

7L
2L
2ι

2L

$top
2R
2R
3R
4R
5R
6R
2R
2R
2R

Loads Sp eed Crossed 518ft En d Feet T.OII
3
111
0.0 2.8 28 4440
2
14
74 28
6.7 3‘ 9 2.융O
34 6.7 8.6
1.9 136。
32 8.6
1
25 12 8。
3J) "
3.6 25
1200
28 13.6 16.1 2.5 1120
22
0
o 16' 18‘
'9
o 훌‘o 25.0
7.0
0
26
30
o
o 25‘ o 33.0
8.0
，。

’‘
,."

’

Trôlns erType
Type In or Se!ect
。 ne

’1.
‘ ’

"

Forward Oil

,

Reve rse Oìl
Com bined Oil
8uff Area

1< <

,
2
3
4
5
6
7

"

1 얹(l rt
2L
7L
6L
5L
3L
2L
2L

>11 For.vard JR~~se
S10P
2R
6R
5R
4R
3R
2R
2R

I Mα-e !nfo J---

Loads Speed Crossed
o
o
30
1
28
30
26
30
깅
32
35
18
111
l'
o
4

’

~ 얻낀~d~ 얻얀섣톤j전α틴nfo

‘

5toft End Fee T.011
330 270 -6.0
0
270 22.8 -4.2 1120
22.8 19.2 -3.6 1200
19‘ 2 16.1 .3.1 1280
16.1 13.6 -2 .5 1400
13.6 7.7 -5.9 4440
7.7 0.0 -7.7
o

I

Aπ。w Zone

Ratios

Track Zone
Ratlos

。U끼siðeTraιk : MëóIe

그림

3-41.

8l-1 2L:1 81-1 8R

’3l-t7U81-t8R

181-18R. 17R-13R

t81-t8R: 12R-8R

Mi::kile Tre: ck"Miód

Ins k:i e Treck:Mëdle

Mtddle" Inside Treck

MJ::IdJe" Mid잉Ie Track

‘

Mid。ι。 trts k:ie

T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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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BA Paris (4 7')
。 11

Per

8o~rd :

。 11

40 uL

‘

Pömern 01 töln c:. :

Forward 011 10t.. l:

‘

Forw:.rd SO;:Hd Cr。“ .d

47 Feet

Volum. 011 101011:

17.88 mL

‘

10(:.18oard Cr。“ .d :

‘

7.32 ml

R.vlr .011 Tot:.l:

18380õlrds

R.verSl Boards

44780ôlrds
10.56 mL
264 Bo .. rds

Cr。“ .d

Notes: Notes

8/19/2009

’

J Sblrl
2L
12L
13L
14L
15L
2L
2L
2L

2
3
4
S
6
1
8

l
5t앙 P
2R
l1R
12R
13R
14R
2R
2R
2R

Loods Sp eed CrosseCl 5tll rt En d feet γ 。11
3
111 0.0 2.8 2.8 4<<0
18 2 훌
4,7 19
120
1
l
1
14
1. “ .7 8.S 1.9
640
f
6.6
8.5
1
9
560
4
z
24 8 5 13.6 5.1
혔ð
8
o 1 3.훌 22.0 8.4
o
o
8
o 22.0 35.0 13.0
o
0
22
3()
。
350 47.0
12.0
0
0
，。

‘
’
’’

’

Condltlon. r:
Typ. 1" or 5.I.c<<
。 n.

’.rT

Tr ô'l ns
yp. ’
Typ. 1" or S.I.ct
。 n.

‘

‘

Forward Oil
Reverse O il
Combined 011
811ft

1< < > >1LF야:.wro.니R얀언흐J
Sttllrt
1 2L
2 17L
3 16L
4 15L
5
• 13L
7 11L
8 2L
9 2L

’‘

1< < )

Stop
2R
16R
15R
14R
13R
12R
10R
2R
2R

‘

‘

J

5t& r1
7.0
35.0
27.7
24.6
19.5
17.6
13.7
12.3
6.7

‘

ξn o

Feet T.OU
o
35.0 -12.0
27.7 -7.3
640
24.6 -3
400
19.5 -5.1
960
17.6 -1. 9
560
13.7 -3.9 1280
12.3 -1
800
6.7 -5.6 5920
0.0 -6.7
o

’

‘

More Inf，。

11em

2-5t.: 16L-20

6- 1α_ : 16:- 20

1t-1 5L:1 6L-20

16L-20:20- 16R

16L-20 20- t6R

2iι16R: 1 5- 11 R

2G- 16R: 1G-6R

2O- 16 R:ι2 R

280

280

488

122.22222222m:

840

576

268

280

2.94

2.94

t .68

0.98

’ 02

1.46

2.92

3L.7L'18L-1SR

Track Zone
Ratlos

O 띠sideTrec k.: Micktle

Ratio

그림

108

‘re

Int_。

Lo a.d Speed Cro 5sed
o
30
o
16
2
26
22
1
10
2
18
2
1
14
14
2
32
14
，。
20
4
10
148
，。
o
o

>I Lf...QI:빼r엉 I Reveße

A rrow Zone
Ratlos

More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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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L.17L:18L-18R

Midd Track:Middle

Inside Trðtk : M피C.

2.76

1.25

‘

18L-1 SR: 17R. t3R
Ml

d<I‘ Inside Track:
’ 13

t8L-t8R: t2R-8R
Miôdle: Mij。ι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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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별 체크 리스트 (check list) 작성
- 체크 리스트 작성의 필요성

· 경기장별 ， 레인별 차이점 파악
: 오일패턴이 바뀌어도 레인별 편차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
· 레인의 샌탱 ， 코팅(우드레인)과 수평작업(합성레인)을 하지 않는 한 그 편차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음

다음에 그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중요한 자료

· 공격라인(앵글) 및

장비의 능동적 준비가능

- 체크 리스트 작성법

. 매 게엄마다 작성
· 공식 ， 비공습 연습시와 경기시 모두 작성
- 연습과 경기시 그 레인의 과거자료 꼭 확인
· 작성법의 (예)
2010 년 12 월

일

’

j

저
Dλ
「

@ 경기전 연습투구 방법과 레인변화의 적응
공식경기

시

첫 게임

시작직전 약 10 ~ 15분간의 짧은

연습투구시간이 주어진다 .

이 짧은 시간 3 ~4 번의 연습투구를 통해 레인의 컨디션을 알아내고， 이에 맞는 공을
선택하여 투구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경기를 잘 풀어가는 선결과제일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레인파악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을 것이다 . 또한 연습투구를 4번 만에

성적에 반영될 수 있

레인파악 하는 방법 을 잘 기억 해 두었다가

실전에서 사용해야 한다.
첫째 ， 투구방법은 10 번 핀을 처리하면서 10 번 핀 앞의 백 엔드와 핀 텍의 오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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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알 수 있으며 그 라인의 오일상태를 체크 할 수 있다 .

둘째 ， 투구방법은 7 번 핀을 처리하면서 7 번 핀 앞의 백 엔드와 펀 댁의 오일 상태
를 확인하고 7 번 핀 라인의 오일 상태를 체크한다.
셋째， 투구는 1 ， 2 번 핀 쪽으로 투구하여 레인 중앙부분의 스페어 처리 라인과 레인

중앙부분의 오일 상태를 체크한다 .
넷째 ， 투구방법은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위한 투구를 하여 1 번 핀을 맞히는 방
법이 앓게 혹은 두껍게 맞는 것에 따라 스파트 이동 ， 혹은 스탠스 이동으로 스트라이
크 존을 찾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레안을 파악했다면 볼링 볼이 레인 위에서 반응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 할 때의 움직임들이 경기수가 진행되면서 펀
앞에서 훔의 모양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캐리다
운 (carry down) 이라 하는데 ， 볼에 묻은 오일이 레인 뒤쪽으로 이동하는 지극히 자연
스러운 현상이다. 반대로 레인의

앞쪽인 헤드부분에서는 공과의 마찰에 의해 도포된

오일양이 줄어드는 브레이크다운 (break

down) 현상이 일어난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

라 이 캐리다운과 브레이크다운의 형태도 계속 변하므로 이를 잘 극복하여야 자신의
처각二른
I그

I

，크

또한 ，

오린
E프

"'-

스

。1 다

“-

I

레인은 모두39개의

나무 조각들로 이루어진 만큼 위에서 첫 번째 보드부터

마지막 3 9 번째 보드까지의 모든 자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수는 좀 더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여 1 개의 보드를 1 /2로 나누어 사용 할 수도 있어야 한다.

(2) 볼링공의 성질과 구질
@ 공의 성질
볼링공의 성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볼링공의 표면의 색깔이나 광택을 많이
논하게 된다. 아마 몇 가지 볼은 다른 볼의 표면이 빛나는 것에 비하여 둔탁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볼링 볼에서는 이것을 기공 (poros iψ) 이라 한다. 기공이 많은 볼

은 낡은 차의 표면과 같이 둔탁하고 거칠다. 그러나 기공이 적은 볼은 새로이 완스칠
한 차와 같이 표면이 빛난다. 이러한 볼의 표변에 따라 레인에서 볼은 다르게 작용한

다 . 표면이 거칠고 기공이 많은 공은 훨씬 좋은 마찰을 일으켜 많은 훔을 유발하며

레인의 표면을 마모시키고 오일을 흡수한다 . 반면에 빛나고 기공이 적은 볼은 스키드
는 많으며 혹을 적게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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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레인상태에 따라 발의 위치를 옮기거나 다른 형태의 릴라즈 ， 그리고 사용하

는 볼의 종류에 따라 레인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레인상태가 건조하
다면 선수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혹이 생길 것이다

표면이 빛나는 볼인 기공

이 적은 볼로 바꾸면 훔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레인상태가 오일이
많으면 여러분의 볼이 어느 것이든 혹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 대선에 표면이 거칠고
기공이 많은 볼은 마찰을 증가시켜 혹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3가지 공

의 특정 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연성 (soft)

강도

76

듀로미터

이내로서

색깔이 우둔하고 기공이

많은 볼로서

레인과 마찰이 좋으며 강한 혹을 유발하여 많은 레인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따라서 강한 혹과 다이나믹한 핀 액션을 유발한다 .

- 강성 (hard)

강도

80 듀로미터 이상의 볼로서 오일 층이 광택이 나고 기공이

적은 볼로 앓거나 드라이한 레인에서의 마찰력이 양호하여 스페어 처리 전용으
로쓰인다

- 중성 : 연성 볼과 강성 볼의 중간적인 특성으로 우레탄 ，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 볼링 볼의 지공
- 지공
· 스팬 (spa n) 의 측정 방법
우선 선택된 공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 라인을 설정하고 어떤 방향과 간격으로 지
공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고 손의 모양과 치수에 따라 1 /64 인치의 치수까지 정밀하게

측정하여 지공하게 된다

중 ， 약지간격을 브리지 (brige ) 라 하고 엄지와 중 ， 약지간의

거리 를 스팬 (span) 이라고 한다 . 브리지의 간격은 통상 약 1 /4 인치 정도이며 ， 스팬의
거리는 볼을 잡는 방법과 손바닥의 크기와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것은 손목보호대를 착용할 경우 그것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스팬의

주의할

많은 차이 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쓰고 체크해야 한다. 스팬이 적합한 지의 여부는
볼을 잡았을 때 손바닥이 볼펜하나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적당한 스팬으로 측정되었
다고 생각하면 된다. 볼 핏터

(ball

fitte r) 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스팬을 측정하는데 먼

저 볼펜을 끼워서 스팬을 측정하면 무리 없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피치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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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넣기 위해 구멍을 뚫는데 필요한 각도를 피치 (pitch) 라고 하는데 잘못된
각도로 구멍을 뚫게 되면 손가락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 피치의 종류는 크게

6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엄지에 대한 엄지 피치 (thumb pitch) 가 있고 약지에
대한 핑거 피치 (finger pitch)가 있으며 ， 엄지 ， 중 ， 약지에 필요한 레프트 사이드피치

Oeft side pitch) 와 라이트 사이드 피치 (righ t side pitch) 가있고 ， 앞 ， 뒤의 각도를 조
절하는 리버스 피치 (revers pitch) 와 포워드 피치 (forward pitch) 등이 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피치를 살펴보면 염지와 중， 약지 를 지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5가지의 피치
가 있다

· 제로 피치 (zero pitch)
공의 중심점으로 향하는 구멍의

입사각이 0 인 상태 를 말한다. 엄지의 경우는 4 인

치 를 기준으로 하는 스팬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손가락

사이즈에 준하게 정교하게 구멍을 뚫 어도 마지막에 구멍이 서로 충돌하여 깨지는 경
우가 많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 리 버 스 피 치 (revers pitch)
공의 중심점보다 뒤쪽으로 흐르는 경우로 리프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해지나
스팬을 길게 사용하는 선수에게는 오히려 공의 스피드를 향상시켜 주며 핀을 향하는

힘 을 증가 시켜 준다. 최소한 4와 3/4 인치 이상의 선수에게 적합하다.

· 포워드 피 치 (folward pitch)
공의 중심점보다 앞 쪽으로 향하여

리프팅 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하지만

너무 많은 포워드 피치는 중， 약지 손가락의 피멍을 들게 하는 원인이므로 과한 포워
드 피치는 피하는 것 이 좋다. 스팬이 4 인치를 전 ， 후로 하여 사용하며 1/8 정도로

1/4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4와 3/4 인치 를 넘으면 포워드 피치 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레프트 사이드 피치 Oeft side pitch)
볼의 중심점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를 이야기하면 볼을 투구하기 위하여 볼
을 빨

때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가락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용하되 구질에

따라 지나친 볼의 변화를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라이트 사이드 피치 (1핑ht side pitch)
볼의 중섬선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며 모든 손가락에 편리함을 주
기 위해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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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공의 밸런스
볼링 볼은 몇 가지의 밸런스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그에 맞도록 지공하여야 한다.
10파운드 이상의 볼은 볼의

윗부분 (top weight) 과 볼의 아랫부분 (bottom

weight)

의 무게 차이가 3온스 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되며 ， 그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좌 ， 우

(side we ight) 의 무게 차이가 1 온스 이상의 차이가 나변 안된다 . 그리고 그립의 윗부
분인 중， 약지 (finger

weight) 와 엄지 (thumb weight) 와의 무게차이 또한 1 온스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

10파운드 이하의 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무게

차이는 3/4온스를 초과 하면 안 되며 ， 좌 ， 우 (side weight) 의 무게 차이는 3/4온스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안 된다， 중

약지 쪽과 엄지간의 무게 차이 또한 3/4온스의

차이 를 넘으면 각종 대회의 볼 검사를 통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았다.

그림

3- 43.

볼링공의 밸런스를 측정하는 저울

우선 공의 무게를 측정한 이후에 저울의 아랫부분에

있는 밸런스 빔을 움직여서

볼의 각 부분별 무게를 측정한 후 ， 밸런스를 계산하면 된다

윗 부분의 무게를 측정

하는 추를 웨이트 빔 (weig ht bea m) 이라 하고 ， 아랫부분의 추를 밸런스 빔 (ba l a nce
beam) 이라 한다.

중， 약지를 가운데로 정렬시킨 상태에서 좌측으로 공을 90도 돌린 후 ， 웨이트 빔을
움직여서 0 점에 맞춘다. 그런 다음

〈그림 3-44) 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 80도를

우측으로 돌린 후， 밸런스 빔 을 이용하여 볼의 무게를 측정한다. 이 때의 밸런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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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 수치가 O 일 때는 위쪽과 아래쪽의 무게가 같다고 볼 수 었다. 그러나 저
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밸런스 빔 을 움직여서 볼의 밸런스를
측정한다.

밸런스

빔이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의

수치는

그

볼이

탑웨이트 (top

we ight) 를 가졌고， 반대로 밸런스 빔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수치는 공이

(bottom

버텀웨이트

we ight) 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림

3- 44. 탑워10 1 트 (Top We ig ht)와 버텀워 10 1 트 (Bottom Wei g ht)의 측정방법

- 볼링공의 표면처리
자신이 원하는 공의 반응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공 시 핀 위치나 코어의 각도

를 조정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 어 공의

진행 궤적을 조정할 수 았는

표면처리 기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의 표변을 거 칠 게 만들기 위해 샌드페이

퍼 (sane paper) 로 공의 표면을 거칠어지게 하여 많은 휘어짐과 빠른 반응을 유도한

다

반대로

공의

휘어짐 을

줄 이고

직진성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폴리싱

(polishing) 액을 이용하여 공의 표면 에 존재하는 기공을 막고 광택 을 내면 된다. 이

과정은 손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림 3 -45) 와 같이 공을 회전시켜주는 볼 스피너 (ball

spine r) 를 사용하거나 최근 개발된 자동 샌딩기계 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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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할 수 있다. 단 ， 주의할 점은 경기규정상 게임 중에는 공의 표면처리 를 할 수
없고， 연습투구시나 한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 시작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야한다

그림

3-45

볼 스피너를 사용하여 샌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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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볼링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위한
체력훈련과 지도 방법

1.

볼링 경기 체력의 구조 이해

볼링 경기는 종목에 따라 2 시간에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운동종목으로 체력적

인 경기력 결정요인 분석 결과(김창균 외 1 인， 2000) , 스명과 도약시 근력과 파워 ，
그리고 순발력이 요구되며 에너지 대사적 관점에서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및
이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

따라서 볼링 지도자들과 선수들을 위하여 경기력

결정 요인 중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훈련을 통한 경기력 근 대 화가 필요하며 그
에 따른 효율적인 훈련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1)

신체구성 및 체력적 요인

볼링에서 이상적인 신체조건을 들자면 기초체력을 겸비한 알맞은 체격의 소유자로
무거운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볼러 (bowl e r) 라고 할 수 있다. 볼링은 정

확한 스탠스와 함께 일관성 있는 스랩과 스원으로 일정한 무게를 지닌 볼을 정확한
스맛에 선수가 설정한 타깃 위로 릴리즈하여 핀을 맞추는 경기로서 ， 근력 ， 근지구력 ，

유연성 ， 정확성， 적응력 ， 균형성， 악력 ， 집중력 및 리듬성이 요구되어 그에 따른 신체
단련을 통한 전선근력의 향상을 필요로 한다

볼링경기는 매 종목마다 6게임씩 치르도록 되어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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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전 ， 후반 시리즈를 통하여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 후반 시리즈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체력을 적절하게 안배하지 못했기 때문
이며 ， 볼링경기에서의 체력의 안배는 레인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경기가 시작되
기 전에는 레인의 먼지와 기름을 닦아 내고 정비용 기름을 칠하기 때문에 경기의 전

반부와 후반부의 레인 상태가 각각 다르다 . 경기 전반부는 레인에
하여 볼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 체력 소모가 적은 반면

정비 기름이 충분

후반부로 갈수록 정비 기름이

말라서 볼 구름의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커진다 . 따라서 경기를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반부의 체력 소모를 대 비한 힘의 비축이 매우 중요하다. 경
험이 많은 선수는 전반부에 100% 힘을 발휘하지 않고 80%정도에서 최후에 100% 힘
을 발휘한다.

볼링 경기 체력별 훈련방법

훈련단

: 지도자， 담당연구진 ， 협회

경기 력 요인측정 ， 평가

훈련프로그램 처방
그림

4-1

볼링 경기 체력의 구조

2) 볼링선수 체력 훈련 원칙
(1) 근력

근력은 근육의 횡단면적과 비례하여 발휘된다. 일반적으로 팔이 굵은 사람이 가는
사람에 비하여 악력이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근력 강화는 근육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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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근군의 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저항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 근력증대의 이치
근력은 트레이닝에 의해 근섬유가 굵어지고 운동단위를 많이 동원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이닝을 중단하면 근섬유가 가늘어지고 운동단위의
동원능력이

감소되어

근력이

약해지게

된다， 트레이닝에

근력이 증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발달되지

의해서

근육이

않았던 가는 근섬유가 이미

비대해지고

발달된 굵은

근섬유와 같이 굵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근섬유와 그것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운동단위라고 한다

근육은 많은 운동단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 적은 힘을 발휘할 때는 소수의 운동단위가 사용되고 ， 큰 힘을 발휘
할 때는 많은 운동단위가 수축에 동원된다 . 그러나 최대의 노력으로 힘을 발휘할 때
에도 모든 운동단위가 동원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트레이닝에 의해서 운동단위를 한번에 많이 동원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근
력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단위의 동원 능력은 운동신경을 한꺼번에 많이 흥

분시킴으로써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 근력 트레이닝 효과의 지속
근력은 저항 트레이닝을 통해서 증가되지만 트레이닝을 중단하면 트레이닝을 하기
전의 수준으로 감소되고 만다

근력 트레이닝의 경우 1 회의 적당한 자극을 받은 근섬

유는 2 4시간 이내에 다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극을 주더라도 더

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의

이상의 효과를 기

단백질 합성률이 24 시간에 최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한편， 1 회의 자극에 의한 효과는
14 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운동자극을 최소 2주에 1 회 정도는 근력운

동을 해 주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근력증대에 효과적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력 트레이닝을 장기간 계속한 후에 중지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점점 감소한다

트

레이닝을 중지한 후에 근력의 감소 상태를 보면 ， 오랜 기간에 걸친 트레이닝에 의해
서서히 증가된 근력의 경우는 그 효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된다. 반면에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지속되었고 ， 단기간에 걸친 트레이닝에 의해 증가된 근
력은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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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 트레이닝의 실제

일반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그 근육에 저항을 주어 근수축을 일으킴
으로써 가능한데 ， 이 를 저항운동이라고 한다.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
닝에서는 덤벨이나 바벨

그리고 자신의

체중과 같은 저항 물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운동강도
일반적으로 최대근력의 2/3 정 도의 중량을 선택하여 부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 초

심자의 경우는 60%정도 ， 운동선수의 경우는 최대근력의 80- 100%범위내에서， 목표로

하는 효과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
최대근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절을 축으로 하여 발휘되는 최대근력을 측
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팔아나 다리

또는 옹몸에서

발휘되는 최대근력을 측정하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측정시에 상해를 입을 우려도 많다. 따라서 최대근력을 측정하

는

대신에

일정한

중량을

(Repetition Maximum:
있다. 예를 들면

정해

놓고

규정된

운동을

시행하는

최대

RM) 을 이용하여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널리

반복횟수
이용되고

8RM 이란 규정된 운통을 8회 반복하면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중

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5RM은 8RM보다 더 무거운 중량임을 알 수 있다.
표

2-3.

반복횟수에 의한 운동강도의 결정과 효과

최대근력에 대한 백분율

100
90
80
70
60
50
40

최대반복횟수

효과
지
cj 주c)려
~ (그
L려
~)

3- 6
8-10
12-15
15-20
20-30
50-60

근비대 (근력 )

근지구력

- 운동시간
최대근력의

최대근력의

60-70%(1 5-20RM)

정도의 강도에서는 1 -2초 에 1 회의 템포로 ， 그리고

80-100%(5-10RM) 정도의 강도에서는 2-3초에 1 회의 템포로 반복운동

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5-20RM 또는 5-10RM 등과 같은 일련의 운통을 세트 ( se t) 라 하는데 ， 1 세트만으
로는 트레이닝 시간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1 회 자극에 따른 근육의 불응기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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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근군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 회

의 자극으로 효과가 미쳤던 섬유에만 불응기가 나타날 뿐이며， 다른 섬유에서는 불융기
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반복된 자극을 줌으로써 불응기가 나타나지 않는
근섬유에도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세트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개 초심자에게는
2-3세트， 운동선수에게는 4- 5 세트 정도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세트와 세트 사이에 적당한 휴식시간을 계획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 다 . 이것은 혈 액 중의 아미노산을 근단백질로 합성하는 것을 촉진 시킬 시
간적

여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이해될 수 있다 . 세트와 세트사이의

휴식시간은 가벼운 부하일 때는 3-4분， 무거운 부하일 때는 4- 5분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운동빈도
일반적으로 근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주당 3 회 ， 그것도 격
일제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피로 회복능력에 개인차가 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당 실시 횟수를 어느 정도 가감하여 계획하는 것 이 좋다 . 특히 체력
이 우수한 운동선수들은 쉽게 피 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당 3-5 회 정도 실시하여도 무

방하다- 부하중량의 증가법
운동처방의

이론을 근거로 운동을 실 시하면 ， 초기 에는 현저하게 근력이 향상되지

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근력의 증가율이 낮아진다 ， 만일 1 년 동안 동일한 부

하로 운동을 계속한다면 초기에 강화된 근력의 수준이 유지 될 뿐 ， 더 이 상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 증부하의 원리 를 적용하여 1 개월에 3-5% 정도의
중량을 점증시켜나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때 ， 중요한 것은 중량을 증가시키 기 전
에 먼저 반복횟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예 를 들면 처음에

8RM 의 강도로 시작하 였다면 주당 1 회씩 증가시켜 나가다가 12RM 에 이 를 때 까지 ，

즉 4주간 통일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 후 중량을 3-5% 정도 증가시켜 다시
8RM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무게 를 조절한다.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근지구력은 근수축의 지속시간이나 일정한 근수축 운동의 반복횟수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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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결정된다.

φ 근지구력 트레이닝의 원리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운반하는 순환계 기능의 개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의 운반계 및 소비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근혈류량과 모세혈관 수의 증가
근육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곧 혈액이다. 따라서 산

소운반 능력을 크게 하려면 그만큼 근혈류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운동중에 근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은 모세혈관의 내경이 커지고， 혈액이 순환하는
모세혈관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동물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근육의

횡단

면적 1 cm2당 안정시에 약 30개 정도이던 것이 운동시에는 200-3007R 정도로 혈액

이 흐르는 모세혈관의 수가 거의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 이 때에도 혈액이 흐르지
않고 폐쇄된 모세혈관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근지구력 향상이

근혈류량의 증가와 직결되며 ， 근혈류량의 증가는 폐쇄된 모세혈관을 개방시켜야 한다

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것은 트레이닝으로

섬장근과

비복근의

모세혈관

수가

40-50% 정도 증가한다는 또 다른 통물 실혐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근산소 섭취량의 증가
근산소 섭취량이란 인체의 국부적 조직， 즉 팔이나 다리 ， 몸통 등의 근군에서의 산

소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동 중의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함량의 차이로 이를
살펴볼 수 았다 . 통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함량의 차이를 통 · 정맥 산소차라고 하는
데，

안정

상태에서는 대개

통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75% ,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55% 정도로서 그 차이는 약 20%정도이다. 이는 혈액 100ml 당 약 5ml 의 산소가 소
모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시 통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98% ,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55%정도로서 그 차이는 약 40%정도이다 . 이는 혈액 100ml 당 8 .5 ml 의

산소를 조직에서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근지구력은 동 · 정맥 산소차가 크

면 클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산소 섭취량은 운동강도에 비례하여 증
가하지만 ， 증가는 어느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국 근산소 섭취량의 증가는 근혈
류량의 증가에 달려있다.

- 산소 확산 용량의 증가
혈액이 운반한 산소는 동맥혈과 조직 사이의 산소 분압차에 의해서 근조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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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 근조직의

산소 확산 용량의 크기는 모세혈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데 ， 이것은 혈액이 순환되는 모세혈관이 증가하면 조직과 동맥혈관의 접촉 면적이 넓
어져 그만큼 산소의 교환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

- 심리적 한계의 극복
골격근 이 수의운동을 할 때에는 국부적인 단순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의지와 관계
없이 수행될 수 없다. 특히 근력을 오래도록 발휘해야 하는 근지구력을 요구하는 운

동을 수행할 때에는 정신적인 의지력이 높지 않으면 그 성과가 좋을 수 없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근지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한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심리적 한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지의 집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데 ， 의지의 집중

은 중추신경계의

억제 범위를 넘어서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예 를 들면 숨멈추기를 매일 반복하여 연습하면 숨멈춤 시간이 연장되는데， 이것은 숨
멈춤에 의한 고통을 이겨내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기 때문이다. 혼자서 일을 할 때보
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능력이 오른다거나， 연습을 할 때에는 한번도 달성

하지 못했던 기록을 경기장에서 냈다거나， 흥분제를 사용하여 평상시 이상의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최대의 능력을 평상시에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육이나 기
관이 완전히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기전이

인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

φ 근지구력 트레이닝의 실제

근지구력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서킷트 트레이닝에

의해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혜이트 트레이닝은 그 처방 내용에 따라 근력뿐만 아니라 근지구력과 순발력의
강화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고 서킷트 트레이닝은 전면적인 체력의 발달을 도모하

기 위한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지만 그 처방 내용을 재구성하면 근지구력의 강화
를 위한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다.

- 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근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처방은 일반적으로 근력을 강화시
키기 위한 처방에 비해 운동강도를 비교적 낮게 하고 ， 운동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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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

픔

기

근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처방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 근혈류가

차단되지 않는 중량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
부하중량이 최대근력의 15% 미만일 때는 운동의 지속과 반복 횟수가 무한정 계속
될 수 있으나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 공급되는 근혈류량의 수준이 그 근육에
서 펼요로 하는 혈액량을 모두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도

않으며 ， 트레이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 즉 ， 부하되는 중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
록 근혈류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원활한 상태에

있어 과부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생리적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지구력의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의 적정
운동 강도는 최대근력이 20~3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L

운동시간

운동시간은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의

처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최대 근력이 1 /3 에 해당하는 운동강도로 분당 60회의 템포로 최대 반복 횟수를 측
정한 다음 ， 이를 근거로 최대 반복횟수의 1/3 , 1/2 , 탈진할 (all out) 때까지의 세 가
지 운통양식을 채택하여 운동을 시킨 후 근지구력의 향상도를 살펴본 결과 ， 탈진시까

지 운동을 반복하였던 경우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근지구력 트레이닝의

운동시간은 혈관의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분당 60 회의 템포로 완전히 지칠 때까지 계속해야 가장 큰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도

빈

픔

E

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의 운동빈도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주

당 5-6회 정도가 적합하다고 한다. 이것은 주간 트레이닝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시킴으로써 적극적인 휴식시간으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었
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근지구력 트레이닝은 전신지구력 트레이닝의

경우와는

달리 탈진에 이를 때까지 운동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국부적인 근군의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피로와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따라서 매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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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서킷트 트 레이닝
서킷 트 트 레이닝은 영국의 모르간 (Morgan) 과 아담슨 (Adamson) 에 의해 창안된 체

력 트 레이닝 방법이다

즉， 근력， 근지구력 ， 순발력， 전신지구력， 조정력 등 모든 체 력

요소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트 레이닝 방법이다 서킷트 트 레이닝은 전면적인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 므로 일반적으로 기초체 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데 ， 어떠한 특수한 체 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특별 운동항목을 추가로 삽입시켜 실시하는 것도 좋다

특히 근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특수한 트 레이닝 방법 을 추가 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도
강

픔

「

서킷트 트 레이닝의 운동강도를 결정 하기 전에 먼저 운동종목을 결정하고， 그 운동

종목을 적절 하게 배열하는 일 이 필요하다

운동종목을 결정할 때에는 목， 팔， 어깨，

등 ， 배 ， 허리 ， 다리 ， 등 7개 부위에 걸쳐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여 어떠한 운동기구를
사용하 여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정한다. 운통의 순서를 배열할 때 는

같

은 부위의 운동을 연달아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동종목의 수는 대개 5-7가

지로 하는 것이 좋다. 각 종목 사이의 휴식시간을 1 분간으로 하여 각 종목의 반복횟
수를 측정한다

L

운동시간

서킷 트 트 레이닝은 운동종목의

배 열 순서에 따라 전 운동종목을 3순회

반복하게

되며， 이 3순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운동시간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서킷트 트 레이닝의 총 소요시간은 10 -30분으로 한다

총 소요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이 70-80% 에 해당되는 시간을 산출하여 목표 시간으로 설정한다
서킷트 트 레이닝의 수행 목표는 3순회의 소요시간이 설정된 목표시간 이내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 울 이 는 것 이다

도

빈

픔

E

서킷 트 트 레이닝의 운동빈도는 다른 트레이닝과 마찬가지 로 주당 3 회 로 하는 것 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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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성 개선을 위한 트레이닝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성을 의미한다. 인체에는 약 250 여개의 관절이 있는데， 이들
관절은 고유의 가동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유의 가동범위 를 다 가동시

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 그 요인들은 바로 건 ， 인대 ， 근주막 ， 관절냥， 그리고

근육 자체의 선전성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연령이 증가하거나 관절 부위의
운동부족으로 가동범위가 감소함으로써 유연성이 줄어든다.

CD

유연성 개선의 원리

관절 의 신전은 구조적으로 가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아무리 애를 써서 그 이상 펴

려고 하더라도 결코 가동범위 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나 스포츠 활통
중에 관절의 가동범위까지 펴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길항근의 수축작용으로 동작의

범위 를 단축시키고 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나친 신전으로 인한 탈
구 또는 건이나 근육의 파열 등과 같은 상해 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긴 하다. 하

지만 이러한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그 부위의 결체조직이 증식되고 근육의 신

전성이 감소되어 마침내 관절의 가통범위 ， 즉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예
컨대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보다 왼팔의 가동성이 크다든지 ， 농부의 허리가 만곡현

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일반적으로 결체조직의 증식을 막고 근육의 신전성을 높임으로써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신전운동 즉 스트레칭 (stretching) 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

신전운동은 오래전부터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용해온 관절운동의 한 양식이다. 특히

준비운동의 과정에서 많이 실시하여 왔으나， 그것을 점진적으로 신전운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유연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방법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스트레칭은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동적스트레칭 (ballistic

stretching) 이며 ， 또 하나는 정적 스트 레칭 (stati c stretching) 이다 . 동적스트레칭은 탄력

적으로 굴곡운동을 하는 것이며 ， 정적스트레칭은 충분히 신전시킨 다음 그 상태를 일
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방법이다 . 동적스트레칭은 반동을

이용해서

신전시킴으로써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건이나 인대에 상해 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적스트레

칭은 반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의 위험 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유연성 개선운동의 실제(스트레칭 방법)
유연성의 개선 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앤더 슨 (Anderso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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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소개한다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올바른 스트레칭이란 근육을 부드럽게

신전시킨 상태에 서

신전된 근육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고 수 초 또는 수 십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스트레칭의 감각을 갖는 일이다. 스트레칭의 감각이란 신전을 해갈 때 편안한
감각을 지각할 수 있는 시점을 느끼는 것으로 이 감각을 잘 터득하여 그 이상의 지
나친 선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에서 반동을 이용하여 근육 에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신전하면 ， 근육의 파

열이나 근막의 손상 등으로 오히려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

라서 스트레칭의 감각을 잘 터득하여 너무 지나친 신전으로 유연성의 발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올바른 스트 레칭 방법이다.

- 스트레칭의 단계
첫째 ，

편한

단계 (easy

s tretching) 는

근육의

힘을

빼 고，

편안하게

신전시키면서

10- 30초 동안 그 상태 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스트 레칭 하 였을 때 근육이 늘어 나게
되는데 ， 그런 자세 를 지탱하면서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 만일 부드러운 느
낌을 가지지 못하면 신전을 약간 풀 어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 한다
둘째 ， 발전 단계 (developme nt stretching) 는 편한 단계에서

벗어 나 약간 힘을 주

어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10 -30초 동안 그 상태 를 유지한다.

스트레칭은 이상과 같은 편한 단계와 발전 단계의 두 단계만 실시한다. 만일 발전
단계보다 더 신전시키기 위하여 반동을 이 용하게 되면 너무 과격한 단계가 되어 결
국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스트 레칭의 효과는 발전 단계 에서 오게

되므로 이 단계를 잘 수행함으로써

근육의 부드러움을 높일 수 있고 ， 따라서 유연 성을 향상시킬 수 있 게 된다.

Drastic

앉

(펀한 단계

발전 단계)

(과격 한단계)

10-30초

30초 이상

해서는안됨

그림

4- 2.

스트레칭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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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링 동작별 사용 근육
볼링의 동작을 푸시 어웨이 단계， 다운스원 단계 ， 포워드 스왕 단계 ， 릴리스 단계 ，
팔로 스루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근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푸시 어왜이 단계
신체의 무게 중심을 전방으로 옮기는 단계로서 ， 양쪽 어깨의 힘을 뺀 상태에서 허
리 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선 자세에서 통작이 시작된다. 이 때 신체는 대둔근 ， 대퇴사

두근 ，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지탱이 되며， 몽통은 척추기립근과 복직근으로 반듯하
게 유지된다. 볼을 쥐고 있는 손의 주요 근육은 손목 부위의 근육군이다 .

(2) 다운스왕 단계
푸시 어웨이를 하여 앞으로 최대한 밀어낸 볼이 그 무게로 다시 내려가는 단계로
서 양쪽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상체와 무릎이 약간 굽혀진 자세에서 동작이 시작된
다. 이

때 ， 팔의 동작은 삼각근의

앞쪽 부위와 대흉근의

위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

다리의 동작은 릴리스 단계에서 사용되는 근육과 같다.

(3) 포워드 스왕 단계
오른팔이

뒤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어깨 높이로 올라간 위치에서 앞쪽으로 내려오

는 동작이며 ， 왼팔은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위치에

있다

이 때， 오른팔은 볼이

릴리스될 때까지 안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완골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주는 근

육인 대흉근 ， 광배근 ， 대원근과 견갑하근이 동원된다 .

(4) 릴라스 단계
왼쪽 무릎을 굽혀 폼자세를 낮추고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는 자세로 체중을 완전히
왼발에 옮기며 ， 오른발은 어푸로치 뒤쪽으로 뻗어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 때 오른

발의 대퇴사두근과 대둔 근에 신장성 수축이 일어난다

(5) 팔로우 드로우 단계
볼이 렬리스 된 후 팔은 그대로 앞 위쪽으로 들어 올리며 볼이 스맛을 통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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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동작은 주로 삼각근의 앞면 ， 이두완근 ， 상완이두근 ，

대흉근의 아래 부분이 동원된다.

척추기립근

대둔근

그림

4-3.

푸시 어웨이 단계

그림

4-4

다운스윌 단계

그림

4-5

포윈드 스텅 단계

/

그림

4- 6

랄 리 스 단계

그림

4- 7

팔로우 드로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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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링 체력요인별 훈련 방법

체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볼링에

필요한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 순발력， 지구력， 평형성 ， 유연성의 발달이 필요하다 . 여러 가지 트레이닝은 훈
련방법에 따라 필요한 요소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저항성 트레이닝은 훈련 방법에

따라 근력 ， 순발력 ，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 서킷트 트레이닝은 근지구력 ， 전신

지구력 ， 순발력 등을 발달시킬 수 았으며，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
하다.

1)

근력훈련

(1) 훈련내용과 목표
일반적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그 근육에

일으킴으로써 가능한데， 이를 저항운동이라고 한다
이녕 ， 등장성 트레이닝 ， 등속성 트레이닝의

저항을 부하하여 근 수축을

근력 트레이닝에는 등척성 트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여러 방법 중 좁은 공간에서 간단한 기구들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등장성 트레이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 이것의 대표적인 훈련 방식이 혜이트
트레이닝이다

@ 운동강도
일반적으로 최대 근력의

70%정도의

중량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초심자의

경우는 최대 근력의 60% , 운동선수의 경우는 최대 근력의 80% 정도를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대근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절을 축으로 하여 발휘되는 최대근력

을 측정하기 쉽지만， 팔이나 다리 ， 또는 온몸에서 발휘되는 최대근력을 측정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측정 시에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최대근력을 측정하는 대
선에

일정한

중량을

정해

놓고

규정된

운동을

시행하는

최대반복횟수 (Rep etition

Maximum: RM) 를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8RM o 1 란 스쿼트 동작을 정확하게 8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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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있으나 보통 최대근력의

60%는

8-10RM , 70%는 6-7RM , 80-100%는 1-5RM

정도이다
@ 운동시간
최대근력의
최대근력의

60-70% (1 5-20RM) 정도의 강도에서는 1-2초에 1 회의 템포로， 그리고

80-100% (5-10RM) 정도의

강도에서

2-3초에

1 회의

템포로

반복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5-20RM 또는 5-10RM 등과 같은 일련의 운동을 세트 (set) 라 하는데 ， 1 세트만으
로는 트레이닝 시간이 부족하다

1 회 자극에 따른 근육의 불응기가 대개는 24 시간

통안 지속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근군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 회의 자극으
로 효과가 미쳤던 섬유에만 불응기가 나타날 뿐이며 ， 다른 섬유에서는 불응기가 나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된 자극을 줌으로써 불응기가 나타나지 않는 근섬유
에도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세트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개 초심자에게는 2-3
세트， 운동선수에게는 4-5 세트 정도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동 빈도
일반적으로 근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주당 3 회 ， 그것도 격

일제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선수들의 경우 체력과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1 주 4 회
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상체를 ，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하체를 중심으로 훈련한다.

Q

부하의 증가

훈련 초기에는 현저하게 근력이 향상되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근력의 증

가율이 낮아진다. 만일 1 년 통안 동일한 부하로 운동을 계속한다면 초기에 강화된 근
력의 수준이 유지될 뿐 ， 더 이상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증부하의

원리를 적용하여 1 개월에 3-5%정도의 중량을 점증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량을 증가시키기 전에 먼저 반복횟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 예를 들면 처음에 8RM의 강도로 시작하였다변 주당 1 회씩 증가시
켜 나가다가 12RM 에 이를 때까지 ， 즉 4주간 통일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 후

중량을 3-5 %정도 증가시켜 다시 8RM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무게를 조절한다.

(2) 지도방법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강화시키고자 하는 신체의 부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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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동방볍을 다르게 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부하운동기구에 따라서도 방법이 다
르다.
한 가지 운동방법으로 한 가지의 근육군 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벤치 프레스 운동으로 전완굴근 ， 전완신근 ， 상완삼두근 ， 대흉근 ， 승모근 등을 강화시
킬 수 있으며 ， 하지의 근 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풀 스쿼트 운동으로 내전근 ， 대퇴직
근 ， 전경골근 ， 비복근 ， 가자미근 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운동 방법으로 볼링선수들의 근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선수 개인별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개별성

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삿업

백 하이퍼 익스텐션

25'"" 30회

25"'30회

인 클라인 프레스/체스트 프레스

10 .2. x

레트 물 다운/ 벤트 오버 로우

1 0회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니 벤트 트위스트
백 히프 익스텐 션

리버 스 리스트 컬/ 리스트 걸

래터럴 레이즈(정면 /측면
레 그 프레스

x 3세 트
x 3세트

3세트

1

x 3세트
15회 x 3서|트
10 x 3세트
25 rv 30 회 x 3세트
12 rv 15회 x 3세트

x

1 0'"" 15회

: 8회

×

15회

3세트

앙면

x

x 3세트

3세 트

레 그 런지 (정 면/ 측 면: 1 0'""15회 × 앙면
업 라이트 로우

2)

15회

x
x

x

3세트

3서| 트

리버스 암 컬

10회

바 트위스트

25"'30회

3세트

x

3세트

순발력과 파워훈련

순발력은 근 파워라고도 불리는데 ， 동적인 상태에서 발휘되는 힘을 말한다. 즉， 근

력은 근 수축에 의한 장력을 ， 그리고 근지구력은 근수축의 지속시간을 바탕으로 하지
만 ， 순발력은 힘 × 속도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근력과 근수축의 속도를 바탕으
로 한다. 여기에서 힘은 곧 근력에서 에너지의 저장량이 문제가 되며， 속도는 근수축
의 속도로서 에너지 반응의 속도가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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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 내용과 목표
순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트레이닝도 그 수단으로써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동의 유형도 근력의 강화를 위한 운동 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나 순발력은 정적 근력에다 근 수축의 속도를 곱한 것이므로 운동 강도나 운동수
행의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CD

운동 강도

일반적으로 최대 순발력은 힘이 최대 근력의

다고 한다 . 따라서

순발력을 강화시키기

30-40% 수준으로 발휘될 때 발현된

위한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를 최대근력의

35%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트
레이닝 계획을 수립할 때 ， 대상자의 근력과 근 수축 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근
력은 강하지만 속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 근력의 30%정도의 부하를 ， 그리고 속
도는 빠르나 근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 근력의

80%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트

레이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동시간

속도가 부족한 사람은 최대근력의 30%정도에 해당하는 중량을 가지고 최대속도로
3-6초 동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 사간 동안의 반복횟수는 최대속도로 8-12

회 정도 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대근력의 80% 에 해당하는

중량을 가지고 최대속도로 5-8초 동안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 이 시간 동안에 최대
로 빨리 실시한다면 3-5 회 정도 실시할 수 있다. 세트와 휴식시간은 초심자의 경우

1 일 3-5 세트 ， 운동선수는 7-10 세트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세트와 세트 사이

의 휴식시간은 약 3-4분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동 빈도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도 근력강화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주당

3-4

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2) 지도 방법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 향상
을 위한 트레이닝보다 실시 속도를 빠르케 하고 ， 운동 강도를 비교적 낮게 한다는 점

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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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볼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구

:」그닝
E}C
Ef -닙「끼
이

분

대퇴사두근

슬와근( 대퇴이두근)
하처|

둔부/슬와근
비복근(종아리)
료-프1Z
-「l ;L그-

등/허리

사
C그 -E「L
그

이두근

명

칭

레그 익스텐선

비

고

기구

레그프레스

기구

데드 리프트

바벨

런지

바벨/덤벨

스탠딩 레그 컬

기구

데드 리프트

바벨

굿모닝

바벨

핵 스쿼트

기구

시티드 카프 레 0 1 즈

기구

스탠딩 카프 레이즈

덤빌/바벨

시
λ어
t=I

무기구

리버스 섯업

무기구

리버스 트렁크 트위스트

무기구

사이드 밴드

덤벨

시티드 니업

기구

로만 체어 삿업

기구

로프울 다운

기구

라잉 트렁크 트위스트

무기구

리버스 백 레이즈

무기구

트라이셉 킥 백

더
o벼
2

풀리 바이셉 컬

기구

인클라인 바이셉 컬

상체

어깨

전완

벤트 오버 덤벨 로우

EC〕{ 버
EEl

벤트 오버 래터럴 레이즈

EC]{ 버
EE1

솔더 조인트 로테이션

기구

프런트 암 레이즈

더
o버
2

T-벤치 로 테이선

더
C그버
든므l

척골/요꿀 플렉션

펀덤벨

외전/내전
소」모「

리스트 컬

바 벨/덤벨

리버스 리人 E 걸

흉근
팔(어깨/01 두/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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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지구력 훈련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근지구력은 근수축의

지속시간이나 일정한 근 수축 운동의 반복횟수 등으로

그 능력이 결정된다. 근지구력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서킷트 트레이닝에 의해 효과적
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 처방 내용에 따라 근력뿐만 아니라 근

지구력과 순발력의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서킷트 트레이닝은 전면적 체력 발

달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지만 처방법에 따라 근지구력 발달에도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다.

(1) 훈련내용과 목표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처방은 일반적으로 근력 강화를 위한 처방

에 비해 운동 강도를 낮게 하고 운동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D

운동 강도

근지구력은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량에 좌우되며 ， 근 혈류량은 부하되는 중량에 좌

우되기 때문에 중량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지구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처방에서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운동 중에 근 혈류가 차단되

지 않을 만큼의 중량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중량은 최
대 근력의 20-3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운동 시간
운동시간은 근지구력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근지구력 트레이닝시 급

격한 혈류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해서 1 분정도이며， 그 이상 운동 시
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혈류량의 증가는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
시간은 혈관의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분 이상하여야 하며 ) 1 분에 60 회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완전히 지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운동 빈도
근지구력 트레이닝은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완전히 지칠

때까지

실시하는 부위

별 근육군의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피로의 회복도 빨라 매일 실시할 수 있다 . 지금까

지 주 5-6회 실시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트레이
닝 계획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선수들이 적극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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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킷트 트레이닝
서킷트 트레이닝은 전면적인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초 체력 증가를 위하

여 효과적이며， 그 이상의 특정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체력 요소에
적합한 트레이닝 방법을 첨가하는 것이 좋다.

CD

운동 강도

서킷트 트레이닝의 운동강도를 놈 (norm) 이라고 한다. 놈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그

운통종목의 실시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난 후에 운동종목별로 능력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각 종목 사이의 휴식시간을 1 분간으로 하여 각 종목의 반복횟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놈을 결정한다.

@ 운동 시간

서킷트 트레이닝은 각 운동종목의 놈을 결정한 다음 그 놈에 따라 ， 그리고 운동종
목의 배열순서에 따라 전 운동종목을 3순회 반복하게 되며 ， 이 3순회에 소요되는 시
간을 계측하여

운동시간을

10-30분으로 한다

결정한다

총소요시간이

일반적으로 서킷트 트레이닝의

정해지면， 그 시간이

총소요시간은

70-80% 에 해당되는 시간을

산출하여 목표 시간으로 설정한다. 서킷트 트레이닝의 수행 목표는 3순회의 소요시간
이 설정된 목표시간 이내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단 목표 시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서킷트 코스를 변경하든지 놈을 높여서 재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
@ 운동 빈도

서킷트 트레이닝의 운동 빈도는 다른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주당 3 회로 하는 것
이 적당하다.
@ 지도방법

서킷트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운동종목을 결정하고 ， 그 운동
종목을 적절하게 배열하는 일이 필요하다. 운동종목을 결정할 때에는 목， 팔， 어깨 ，
등， 배 ， 허리 ， 다리 등 7부위에 걸쳐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여 어떠한 운동기구를 사
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정한다. 운동의 순서를 배열할 때는 같은

부위의 운동을 연달아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동종목의 수는 대개 7- 107r지
로 하는 것이 좋다.
서킷트 트레이닝의 표준 운동 종목 중 근지구력 운동과 관계가 깊은 종목을 소개
하면 〈표 4-2) 와 같다(윤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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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형성 훈련
(1) 훈련 내용과 목표
평형성 (balance) 이란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관절감각과 근육감각에

의한 근육의 지각반응과 시각의 반응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균형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평형성은 정적 평형성과 동적 평형성으로 분류된다
표

4-2
구

스

서킷트 트레이닝 종목

분

서키트 트레이닝 종목

j

φ 의자 오르내리기 (bench slepping)

@ 펑행봉 뛰어오르며 끌어당기기 (j ump and heave)
6종목

@ 누워 윗몸일으키기 (Irunk curl)
@ 바벨 감아올리기 (barbell curl)
@ 평행봉 뛰어올라 팔 짐고 서기 (j ump and press)
@ 줄에 매달려 흔들기 (rope swing)
@ 의자 오르내리기 (bench 잉epping)
@ 엄 드 려 다 리 모아 펴 기 (squal Ihrust)

@ 평행봉 뛰어오르며 끌어 당 기기 (j ump and heave)
@ 누워 윗몸일으키기 (Irunk curl)
9종목

@ 덤빌 들고 뛰기 (dumbell jump)
@ 바벨 감아올리 기 (barbell curl)
@ 덤벨 들고 무릎 굽혀 펴기 (dumbell squa t)
@ 평행봉 뛰어올라 팔 집고 서기 (j ump and press)
@ 줄에 매달려 흔들기 (rope swing)
(j) 의자 오르 내 리기 (bench slepping)

@ 덤벨 들고 뛰기 (dumbell jump)

@ 턱걸이 (chinning Ihe bar)
@ 누워 윗몸일으키기 (t runk curl)
@ 덤 벨 옆으로 올리 기 (dumbell raising side way)
12종목

@ 쪼그려 앉았다 점프하기 (squal jump)
@ 상체 일으키며 뒤틀기 (curl sil-ups)

8

추 감아 올리기 (wrisl rolling)

@ 덤벨 들고 무릎 굽혀 펴기 (dumbell squal)
@ 바벨 밀어 올리기 (barbell press)

@ 줄에 매달려 흔들 기 (rope swing)
@ 줄사다리 오르내리기 (rope ladder c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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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에서 평형성은 균형， 감각력 ， 안정성 ， 미적능력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볼링
경기에서는 볼을 한 발로 지탱한 상태에서 볼을 투구할 때의 평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평형성은 우리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임의 통작 중 지지 기저면에 대하여 우리
신체의 질량중심을 제어하는 과정으로 정지나 이동 중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성의 측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의 활동을 제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
포츠 활동 중 균형 및 미적 표현 능력 ，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링에서는 균형 ， 안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관성 있게 반복적인 스

명동작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좋은 균형감을 기르는 것이다. 균
형은 어려운 동작이기에 스원을 통해서는 올바르게 유지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한다

좋은 스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균형과 동적

인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적 평형성은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력 중심을 지지 기저면내에 두어
원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교적 작은 평형성을 말하여， 예를 들자면

제자리 동작이나 평균대 위를 걸을 때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평형성이다 . 동적 평형성
은 조절 능력이 큰 체력요인으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균형유지에 힘써야
하는 무용이 나 체조 같은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평형성이라 할 수 있다.
안정된 자세에서 좋은 스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균형과 동적인 균형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정적인 균형은 한 동작을 좋은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이다 . 푸시

어웨이에서 시작하여 팔로우 드로우 동작 까지 일관성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정적인 균형과 통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적인 균형은 전체 동작을 통

하여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좋은 동적인 균형은 신체를 통하여 근력 ， 유연
성， 협응성의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2) 지도방법
평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 이 때 통작을 시행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 한 동작 시행시 20초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한다

CD

둘째， 양쪽을 번갈아 실시해야

셋째 ， 동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반복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발로 서기

한 발로 선 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린다 . 오랜시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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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흔들리지 않으며 한 손으로 볼링의 스명동작을 실시하면서 균형을 잡는다.

그림

4- 8

한발로 서기

@ 눈감고 한발서기
눈을 뜨고 한 발로 서기가 쉬워지면 이번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자세를 유지
하는 능력을 연습한다. 균형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면 천천히 한 손으로 볼링의 스원
동작을 실시해 본다.

그림

4-9.

눈감고 한발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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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서기
양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는 정면을 보고 몸통을 틀어 한손은 앞 쪽
에 다른 팔을 몸 뒤쪽으로 한다 . 그 상태에서 몸을 재빨리 돌려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여 동적 균형성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

그림

4-10

제자리로 돌아서기

@) 한 발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
한발로 선 자세에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기 를 반복한다 . 횟수를 늘려가며 양쪽을
교대로 실시한다.

그림

4-11

@ 한 발로 서서 발목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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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로 선 자세에서

반복한다

체 중을 지지하고 았는 디딩발의 발목을 들 어올렸다 내 렸다를

횟수를 늘려가며 양쪽 교대로 실시한다 .

그림

4-12. 한 발로 서서 발목 움직이기

@ 한발로 서서 발차기
한발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90 。 로 유지하고 힘껏 발을 차서 손에 부딪치게 한다.

이 때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그림

4-1 3

한발로 서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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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연성 훈련
(1) 훈련 내용과 목표
유연성을 개선하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한 운동으로 스트레칭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이 스트레칭 운동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서

많이

최근에

실시되며 ，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으로 분류된다. 동적 스트레칭은 탄력적으로 굴곡운동

을 하는 것이며 ，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충분히 신전시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 동적 스트레칭은 반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건이나 인
대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나， 정적 스트레칭은 반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볼링선수들에게 유연성 운동은 상해예방과 높은

경기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다.

(2) 지도 방법
올바른 스트레칭이란 근육을 부드럽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집중시키고 10 여 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 특히

신전된 근육에

의식을

주의하여야 할 것은 스트레칭 감각

을 느끼는 지점에서 그 이상 지나친 신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반동을 이용하

여 근육에 통증이 올 때 까지 신전을 하면 근육의 지나친 이완이나 단절 등 손상을

업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 감각을 잘 터득하여 과도한 신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이다.

@ 쉬운 스트레칭
쉬운 스트레칭은 근육의 경직성을 풀어 주고 진전된 스트레칭을 실시하기 위한 준

비 ， 즉 예비 단계로서 한 통작에서

10-30초가 소요된다. 이 때에는 근육에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선전시켜서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야 한다. 만약， 부드러운 느낌을 갖
지 못하면 신전을 약간 풀어 주어야 한다 .

@ 진전된 스트레칭
진전된 스트레칭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유연성이 증가된다
계라고 할 수 있으며

즉 ， 스트레칭이 본 단

한 동작에 20-30초가 소요된다. 이 때에는 쉬운 스트레칭보다

약간 힘을 주어 고통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근육의 당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만
약， 이 상태에서 더 선전시키기 위해 반동을 주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스트레칭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20-30분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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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진전된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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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볼링경기 시 심리 훈련지도
및 식이요법 지도

1.

볼링 경기 시 심리 훈련지도 원칙

어떤 선수는 연습 때보다 사합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반면 ， 어떤

선수는 연습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나 시합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제대 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선수들이 시합에서 자신의 경 기력 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 정교한 기술과 다양한 전술 외에도 자신의 섬리 상태를 적합

하게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심리적 기 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리기술이 선수의 최적 심리상태 및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 심리적 기 술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수들의 심리적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어

떤 부분이 특히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 훈련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둘째， 선수들 이 사용하고 있는 심리조정 방안과 그 효과를 파악한다 .
셋째 ， 선수들 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심리조정 방안

을 선택해

훈련시키며， 이 때 심리조정에 대한 이 론을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 적합한 심리조정 방안의 선택 시 선수 자신이 개발하여 실 시하고 있는 고유
한 기법을 고려하되， 한 가지의 방안에만 의 존하 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과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 이러한 심리조정 방안과 기법 들을 활용하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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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 기술 빛 전술 훈련의 프로그램 내용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 시합 상황에서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습득한 심리조정 방안과 기법들을 실제 상황에 계속 적용하고 훈련해 나가야 한다.

목표설정을 통한 선수의 자기관리

2.

1)

훈련 내용 및 목표

(1) 목표의 개념
목표 (goa l)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 도달하려는 대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표는 내용과 강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 목표의 내용은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목표의 강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

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가를 의미한다.

(2) 목표설정 훈련의 내용 및 지도방법

-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설정의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목표가 전혀 없거나

“ 최선을 다하라” 는 조건에

비해

목표는 구체적이며 ， 측정이

높은 수준의 수행을 발휘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능하고 ， 행동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

- 어려우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 목표설정의 두 번째 원리는 목표는
도전할만하게 어려워야 하며 ， 동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하면 별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목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
반면， 너무 어려운 목표는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자신감 상실 등을 겪는다. 따라서

어렵지만 최대의 노력을 하면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어려우면서도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도자는 선수의
동기와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도전해 볼만한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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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와 아울러 단기목표도 설정하라.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병행하여 설정

했을 때 동기유발과 수행향상의 효과가 가장 높다. 장기목표는 최종 목표가 어디
인지에 관한 방향을 설정해 주며 ， 단기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기목표
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수행목표를 설정하라. 볼링 선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볼링 선수들은 흔히 시합에 임하면서 우승을 한다거나 이긴다
는 목표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지향적인 목표에 집착하면

“지면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우려 때문에 시합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높아진
다. 결과 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데 펼요한 수행목
표를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연습에서 노력

정도 ， 실패율 ，

스트라이크 성공률， 스페어 성공률 등과 같은 수행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

결과목표도 달성펼 수 있다 .

-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예 를
들어 볼링에서
는

“스트라이크 실수의

“스트라이크 성공률을 높이겠다

빈도를 낮추겠다

라는 부정적인 목표보다

라는 긍정적인 목표가 바람직하다

잘못을

안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았다.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 선수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목표를 기록하라. 일단 목표로 설정했으면 여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목

표를 게시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목표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기록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링 종목에서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매일 훈련일지
에 그 날의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도자는 개별 선수나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계약서 형식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정도에 관
한 상담을 해 준다.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을 개발하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설정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 금보다
스트라이크의 성공률을 10% 정도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스트라이크 동작을 분석한 다음 동작을 바꾼다든지 ， 스

트라이크 전에 심상훈련을 실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연습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 참가자의 성격을 고려하라. 선수의 동기와 목표성향은 설정하는 목표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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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영향을 마친다. 예를 들어 ， 과제성향이 높은 선
수는 쉬운 과제보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력한다

열심히 노

반면 ， 자기성향이 높은 선수는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과제를 선택함으

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 따라서 선수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수 본
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지도

자， 동료， 가족 ， 친구와 같은 주요 타자는 선수의 목표달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

다 . 이러한 점에서 선수가 목표한 기술， 심리， 체력 요인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
위 사람들이 선수의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라 선수의 목표설정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면 목표달성 여
부에 관한 피드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목표달성 여부에 관한 평가는 목표설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 통계로 나타나는 결과
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3)

목표설정의 실제

@준비단계
팀 전체적으로 목표설정을 실시하는 경우 지도자는 상당시간을 투자하여 목표설정
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싶

으며 ， 팀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연습시간，
개인기술， 팀 전력， 재미 ， 섬라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목표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어떻게 달

성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단계

지도자가 팀의 목표와 개개 선수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을 끝내면 팀 전체를 대상
으로 한 목표설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신의 목표를 모

두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선수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1-2 일 후에 후속 상담을 통해 선수 자신이 구체적인 목

표를 정하도록 하며， 목표설정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목표
만을 설정하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한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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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 후에 여러 개의 목표를 통시에 시도해 본다. 한편 ， 교육단계에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1 인， 2 인조， 마스터즈 등으로 구분해서 목표설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해 주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 평가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
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일지라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좋다

목표 달성의 평가는 연습기간 내내 매주 1 회씩 팀 회의 를 통해

스트라이크 성공률 같은 공식적인 기록을 체육관 벽면에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표달성의 진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면 도전감을 줄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

2)

지도 방법과 평가

(1) 목표설정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법
모든 선수들은 결과 목표에 대한 설정방법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은 단순한

‘결과’

‘승리’ 와 같

목표설정은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과정 목표설정은 선수

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에 따라
‘결과’

CD

목표를 넘어

‘과정’

목표 세우기 훈련을 예 를 들어 살펴본다.

결과목표부터 시작하기

돌아오는 대회를 선택하고 과제 를 선택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결과목표 (승리 ， 장

소， 정확한 기록이나 점수 획득 등)는 피하도록 한다. 결과목표를 자세히 적어라.

@ 결과목표에서 과정목표로 이동하기
어떻게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한 변화들을 최대화 할 수 있을까?

경기에서 당신이

단계 1 에서 적은 결과의 나머지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들
을 적어보라. 예를 들면， 1) 시작점에서 나는 이완할 것이다

2) 상대선수가 나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더라도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내 수행에 집중 할 것이다
3) 나는 시합 후반부에도 내 운동기술 및 리듬을 유지할 것이다.

- 나는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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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시 과제에 대한 훈련 해보기
당선이 시합 시 원하는 것처럼 실행 할 수 있게 해주는 연습 에 집중할 수 있게 도
와주는 두 가지 전략을 적어 보라.

예를 들면 시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 있게

새로운 기술 및 전략을 시합에서 시도해보는 것이라면 시합상황에 초점을 맞춰 훈련
에서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훈련 시
- 나는 훈련 시

@ 계획에 대한 보상과 처벌 정하기
언제 목표설정이 실패하는가? 바로 실행하지 않을 때이다!

돌아오는 시합에서

떻게 결과를 최대화할지를 계산해 보았으니 오늘 당장 당신의

행동의

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단계 3을 실행했을 때의 보상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정해 보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보상은 휴가를 받는 것 ， 처벌은 5 시 30분에 일어나서

5Km

달리기하기 등이 될 수 있다.

- 단계 3을 잘하면 ， 나는
- 단계 3을 잘 하지 못하면， 나는

3.

이완훈련 : 불안 각성 조절 훈련의 기초

1) 훈련 내용 및 목표
선수들은 시합 시에 받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신체적인 긴장을 풀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선수들이 연습 및 시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완훈련 방법으로 점진적 이완훈련 (progressive

training)

방법 이

있다. 점 진적

이완훈련은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rela- xation

기술을 발휘할

때 쓰는 근육들을 훈련방법의 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 훈련은 특정 근육 군을 대 상으로 수축과 이완작용을 번갈아 가면서 실
시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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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에 대한 이완의 효과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완을 스포츠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선수들이 이완 기법
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이완은 시합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의 떨림 ， 과민한 신경반응 ， 위경련과 같은
일반적인 불안의 증후군을 제거한다.

- 이완은 심상훈련 효과 증진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 이완된 상태에서 심상훈련을
하면 ， 그 효과는 증진된다

- 이완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기술 감각의 붕괴 를 막는다.
- 이완은 연속되는 시합으로 인하여 나타니눈 긴장을 제거한다. 통상적으로 시합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합을 하기 때문에 ， 이완을 통하여 시
합 때마다 바람직한 신체 상태와 느낌을 만드는 것이 시합 전략의 한 부분이다

- 이완은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

(1) 점진적 이완훈련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인체의 기관이 긴장될 수 없기 때문
에 ， 긴장된 근육 군을 이완시킴으로서 시합 시에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나의 특
정 근육 군을 이완시킨 후， 점차적으로 다른 근육군들을 같은 방법으로 이완시키면 결

국 신체의 모든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 점진적 이완훈련은 신

체 각 부위의 근육 군을 차례로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점진적 이완훈련의 가장 중요한 특정은 특정 근육 군을 이완시키기 전에 ， 그 근육
군을 긴장시켜서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 선수가 근육이 긴장되

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인식하면 ， 시합 전과 시합 중에도 지나치게 긴
장한 근육 군을 이완시켜서 선수 스스로가 긴장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자기 자신 을

조절할 수 있다. 이 훈련이 숙달되면 ， 근육의 이완과 긴장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
아져서 ， 결국에는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도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완 시간을 단
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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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방법과 평가
(1) 점진적 이완훈련 방법
다음의 각 단계에서 제시하는 근 육군에 힘을 단단히 주어서 근육을 긴장시킨 후

다시 힘을 빼는 절차로 이완훈련을 한다
긴장이 되었을 때의 느낌이

힘을 빼서 이완이 되었을 때와 힘을 주어

어떻게 다른지에 특히 주의를 집중한다. 힘을 주거나 힘

을 빼는 각 과정을 약 5초간 지속하며 ， 각 근육군마다 2 회의 긴장과 이완 운동을 한
후， 다음 근 육군으로 넘어간다. 이 훈련이 숙달되면， 힘을 주어 긴장시키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완 과정에만 주의를 집중해도 된다.

@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불빛은 약하게 한다 .
@ 온몸을 편안하게 한다 / 옷도 느슨하게 / 다리도 자유롭게 풀고 /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 천천히 내쉬고 / 이완한다.

@ 팔을 들고 ， 죽 편다. 양손에 힘을 주어 주먹을 아주 단단하게 쥐고， 손과 손가
락에 느끼는 긴장감을 느껴본다 (5초) / 이제 힘을 반만 빼고 (5초) / 이제 완전
히 힘을 빼고 ， 완전히

이완을 한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긴장감을 느껴본다 ， 힘

을 주었을 때 느끼던 감각과 지금 느끼는 이완감의 차이를 똑똑히 느껴본다，
손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1 0-15초)

@ 상완에 힘을 단단히 주고 긴장감을 느껴본다 (5초) / 힘을 반만 빼고 (5초) / 완
전히 힘을 빼고 이완감을 느껴본다

팔을 축 늘어뜨리고 (10-15초)

(2) 발가락을 자기 머리 쪽으로 구부린다 ， 할 수 있는 한 힘껏 ， 아주 단단하게 (5초)
/ 힘을 반만 빼고 (5초) / 이제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감을 느껴본다 ， 완전히 이
완한다(1 0-15초)

@ 발가락을 자기 머리와 반대 방향으로 구부린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아주 단단
하게 ， 발과 종아리의 긴장감을 느껴본다 (5초) / 반만 힘을 빼고 (5초) / 발과 종

아리 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 이완감을 느껴본다(1 0-15 초)
C긴 다리를 펴고 ， 바닥에서 약

15cm

정도 들고， 허벅지 근육에 아주 단단하게 힘을

준다 (5초) / 반만 힘을 빼고 (5초) /

이제 완전 이완한다. / 발 ， 종아리， 허벅다

리의 이완감을 느껴본다 (30초)

@ 복근에 아주 단단히 힘을 주고， 긴장감을 느껴본다 (5 초) / 반만 힘을 빼고 (5초)
/ 이제 완전히 힘을 빼고 ， 이완감이 퍼지는 것을 느껴본다(1 0-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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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맞대고， 힘껏 밀어 가슴과 어깨 근육을 아주 단단히 긴장시킨다 (5 초)
/ 반만 힘을 빼고 (5초) / 이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힘을 쭉 빼고 이
완감을 느껴본다(1 0-15초) / 지금까지 이완했던 근육군들의 이완감을 느껴본다

@ 등을 가능한 바닥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며 ， 등 근육에 아주 단단하게 힘을
준다 (5초) . / 반만 힘을 빼고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본다 (5초) / 이제 등과
어깨 근육을 완전히 이완하고 이완감이 퍼지는 것을 느껴본다 (10-15초)

@ 몸통， 팔 ， 다리에서 힘을 빼고 / 턱이 가슴에 묻히도록 머리를 앞으로 힘껏 구
부려 목근육에 힘을 준다 (5초). / 반만 힘을 빼고 (5초) / 목을 완전히 이완시키
고， 힘을 완전히 빼고， 퍼지는 이완감을 느껴본다(1 0-15 초)

@ 이를 아주 단단하게 물고， 턱 근육에 힘을 준다 (5초) . / 반만 힘을 빼고 (5초) /
입술이 조금 벌어질 정도로 입 근육 ， 턱 근육， 얼굴 근육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감을 느껴본다(1 0-15초)

@ 앞이마와 머리 가죽에 주름이 잡히도록 힘을 아주 단단히 준다 (5초). / 반만 힘
을 빼고 (5초)

/

이마와

머리에서

이제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감을 느껴본다

(1 0-15초) / 이제 봄의 모든 근육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감을 느껴본다(1분)

@ cue-controlled 이완 : “이완” “ 힘빼” “ 편안” “ relax" “ calm" 등등
@ 이 훈련의 초기에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숙달이 되면 시간이 짧아져서
5-10분도 가능하다 -

@ 훈련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아지면 힘주어 긴장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4. 초|고의 경기력을 위한 심상훈련

1) 훈련 내용 및 목표
(1) 심상훈련 시 고려사항
심상 Gmagerγ) 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마음속으로 어떤 경험을 떠올리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심상훈련Cimagery training) 은 심상을 통제하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157

BOW Ll NG

면서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을 배우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심상훈련 또는
심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에는 정신연습 (mental practice ) 또는 심리연습 ，
이 미 지 트레 이 닝

rehearsa l) ,

Ci mage training) ,

정 신훈련 (mental

training) ,

상정 적 시 연 (symbo lic

시각화 (visu ali zation) 등이 있다 .

심상훈련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기술의 실제 스피드와 같은 스피드로 심상을 한다 . 만약 기술 속도보다 늦은 속
도로 심상훈련을 하면 ， 실제 스피드에 동원되는 신경 패턴과 전혀 다른 신경 패
턴이 만들어 질수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심상훈련의 스피드는 실제 기술의

스피드와 정확하게 같도록 해야 한다.

- 심상은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내용으로 만든다. 긍정적인 심상은 성공적인 기술수
행 을 위한 효율적인 생리적 기반을 구축하고 ， 이것은 기술수행에서 가장 효율적
인 폼을 만들도록 자극한다 . 전반적으로 기술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

키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도출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 예 를 들어

“스페어 처리에서 실수를 하지 말

자” 라는 그 말 자체에 실수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 선수는
실수에 민감해지고 또한 실수를 유발할 것 같은 느낌이 커진다. 이 때
서

힘을 빼고 가볍게 스페어 를 처리한다

“손목에

라는 말은 선수가 스페어 를 효과적이

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

- 내적 심상을 사용하라 내적 섬상은 기술을 수행하는 동안에 느끼는 모든 감각적
인

것이

포함된

것이다.

기술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감각적

(Kines thetic )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상훈
련에서 오감을 이용한 내적 심상훈련이 시각에만 의존하는 외적 심상훈련보다 더

욱 효과적이다. 심상훈련을 하는 동안에 기술에 대한 감(느낌)을 충분히 느끼면 ，
심상 훈련과정에서 기술과 연관된 작은 움직임도 느낀다.

- 심상훈련의 빈도 : 심상훈련의 빈도를 결정하는 최선의 전략은 선수 자신이 설정
한 심상훈련의 양을 고려하여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 그러나 우수 선수는 심상을
훈련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시합을 준비하는 한 부분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

으며 ， 시합 하루 전에 심상훈련의 양과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시합 직전에

실시하는 많은 정신훈련은 시합에서 필요한 주의집중의 초점을 발달시키는 하나
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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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장 환경에서 심상을 하라. 시합 전에 새로운 환경의 시합장에 친숙해지는 것
은 필수적이다 . 시합과 연관된 시합장의 특징 ， 시합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한 큐(단서) ， 그리고 자신의 주의 를 뺏길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예 를
들어 ， 볼링 선수가 시합장의 조명 상태 ， 상대선수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 선수자
신이 새로운 시합장에서

시합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 가에 대하여

실제로 심상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합환경에 친숙해짐으로서 경기력에 방해가 되는 주의
산만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심상훈련을 하라 . 선수들이 단일 기술을 완
전하게 심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로 다른 기술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하
나의 단위로 수행하는 심상훈련은 심상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한다 . 예를 들어， 첫 투구에서 8핀을 쓰러뜨리고 2 번째 투구에서 스페
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심상훈련을 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 심상훈련에 정신적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력은 신체적 요인과 역학적 요

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시합에 대비한 생각 ， 즉 정신적 전략
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상훈련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 신체

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2) 심상능력 향상 훈련

- 심상의 일관성과 선명성 훈련방법
심상훈련에서

일관성의 개념은 안정된 심상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현 능

력으로 볼 수 있고 ， 선명성의 개념은 세밀하고 명확한 심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질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들은 선수가 심상 훈련 시에 보여주는 작은 정도
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서 선수가 심상훈련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심상 일관성 및 선명성 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 체중이 실리는 신체부위에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완을 하고 눈을 감는다.
· 리듬이 있는 가벼운 숨을 6번 일정하게 쉰다-

.

3 번을 다시 반복하여 신체의 동요를 없애고 호흡을 일정하게 만든다.

·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얼마나 잘 컨트롤되었는가를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 숨을 6번 더 쉬면서 호흡을 컨트롤하여라. 만약 호흡이 연속적으로 80% 이상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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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되었다고 느끼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자기강화를 한다.

- 한 장면의 심상훈련
심상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 호흡에 초점을 맞추어서 호흡을 조절한
후，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자신 있게 회상할 수 있는 기술의 한 장변을 선정한다

예) 스원 장면

·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분명하게 심상하라 . 그리고 이 장면을 80% 이상 높은 수준
으로 선명하게 재현하라 .

·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장변의 세부적인 것들(중심 내용부터 주변의 내용가지)을 가
능하면 많이 자신에게 입력한다.

· 이 장변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80% 이상 선명하게 재현했다고 느끼면， 자기
강화를한다

· 가능하면 좀 더 복잡한 다른 장면들을 선정한 후 ， 절차에 따라서 심상훈련을 반
복한다.

· 실시한 다른 장면들도 선명하게 재현되었다고 느끼면， 훈련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 연속적인 기술 장면의 심상훈련
섬상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에 초점을 맞추어서 호흡을 조절한
후 ，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자신 있게 회상할 수 있는 기술의 연속적인 장면과 동작을 선정한다(시스템 훈련) .
· 눈을 감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장면들과 흐름을 분명하게 심상하라. 그리고 이
장면들을 8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션명하게 재현한다.

· 눈을 감은 상태에서 ， 장면들의 세부적인 것들(중심 내 용부터 주변의 내용까지)을
가능하면 많이 자신에게 압력한다

· 연속되는 장면들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80% 01 상 선명하게 재현했다고 느끼
면， 자기강화를 한다.

· 가능하면 좀 더 복잡한 다른 연속적인 장면들을 선정한 후 ， 절차에 따라서 심상
훈련을 반복한다.

· 다른 연속적인 장면들도 선명하게 재현되었다고 느끼면 ， 훈련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 이 훈련의 성공 여부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심상의 일관성 있는 재현성과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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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준 ， 그리고 심상 훈련 시에 사용하는 자기강화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만
약 심상훈련이 세심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 이 훈련의 가치는 줄어든

다. 일관성 있고 선명한 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볼링 심상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소개
선수들의 심리분석 결과 선수면담， 지도자의 의견 ， 심상관련 션행연구 고찰， 전문가

집단 등을 종합하여 기초심상 훈련 ， 기술 심상훈련 ， 심상조절훈련， 실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심상훈련 ， 뉴로 하모니를 활용한 심상훈련 ， 심상을 활용한 스원 표상화 구축 훈
련 등의

심상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같다(김용찬 ，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2009;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 2000;

신정택

매뉴얼을 다음과

2009).

기초 심상흔련 방법
본 훈련은 당신의 감각을 심상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되어졌다 마음속에 아래의 이미지를 생성

해 볼 [[~ 아래의 기준에 근거해 심상능력을 측정해 보자
0=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1= 조금 떠오른다 2= 매우 선영하게 떠오른다

1

당신이 현재 있는 방

_ __ _ __ 2
3

수분이 많은 배의 맛

당신이 오늘 입고 있는 옷들

4 알람시계의 소리
5 뜨거운 샤워

6

차가운 냉면에 당신 의 머리를 넣는 장면

7 계단을 뛰어 올라 가는 것

8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

9 관중의 포효소리
______ 10. 운동 후에 마른입과 피곤함
11 세탁 전의 볼링복의 냄새
12 세탁기에서 막 꺼낸 볼링복

•

•

- - -•

•

느끼기

접수를 종합해보면 특정한 감각이 위의 이미지들을 더욱 선영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더 많
은 주의와 연습의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감각을 위해 여러분 각자의 이미지를 만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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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각

1, 2, 6, 7, 9,

운동감각
미각

3,

1 0번

2, 5, 6, 7, 8,

10 번

1 0번

정각

4, 7, 9번

후각

1, 3, 11 , 12번

기술 심상훈련 방법
가 블링장 환경을 심상하라
발바닥에서 오는 볼링장 묘연의 감각을 느껴라

- 볼링 ， 장비， 레인， 환경과 같은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그려라
- 연습 시에 입고 있는 자신의 볼링복을 상상하라
- 볼링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아래에 적고 심상하라

나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느껴라

- 볼링장 주변을 걷는 동작을 느껴라
-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 동작을 느껴라
- 다른 동작을 아래에 적고 느껴라

다， 기술수행을 심상하라
하나의 기술수행에 대한 상이 더 욱 선영해지면， 운서대로 다음 기술 수행을 심상하라

3)
라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라
만약 다에서 제시한 기술수행이 즉각적으로 심상이 되지 않으면 가에서 제시한 볼링장 환경과 나에게 제시한
동작에 대한 심상이 선명하게 그려 지 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하라
마. 심상을 하는데 어렵다고 느낀 상을 연습하라

- 심상을 하는데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운가?
- 어떤 장면을 심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가?
- 어떤 것은 볼 수 및고 어떤 것은 볼 수 없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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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Ã 저승려
디。，;;.a.:， 2ïr L:.:

바버
0 벼

심상훈련의 핵심은 단순하게 선명한 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시합 상황의 심상훈련으로 되돌아간다
볼 링장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기를 원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들 결정하라 그러고 변화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추가해서 각 단계를 반복하라

가 생생 하게 기억되는 볼링장을 연상하면서 볼링장으로 이동한다

*

내가 원하는 느낌은 무엇인가?

2)

*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1) _____•
2) _ _ _ _

• •------ - - -

나 볼링장에서 시합 전에 해야 할 것 들을 심상하라

*

내가 원하는 느낌은 무엇인가?

1) • - - - -• •• •

-

2)
*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1) _ ____ __•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다 실제 시합 상황에서 느 끼는 전형적인 감정과 행동을 심상하라

*

내가 원하는 느 낌 이 무엇인가?

1)
긴

*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2)
만약 심상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시합 상황 심상훈련으로 되돌아가서 이 훈련이 습득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라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장면을 심상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장면 을 심 상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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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저] 동영상을 이용한 심상훈련

1

기 술심상훈련

0 ____

•

••

• ••••

o

동작

•

-----

의 성공적인 동작

동영상확보

O 심상훈련 힐 이미지 내용 결정
O

。|
I

서고저이
OO ï L....:

도자
0-'

띠댁리
2

O

의 동작 기술 심상훈련

.....1....

시합 심상훈련

2

대회

O

실제 성공적인 시합 동영상 확보

O

O 시합 심상힐 이미지 내용 결정
최고수행을 하는 장면으로 심상훈련 프로그램을 결정( 감각

+

- 위기상황에 대처방안을 마련한다(성공적 대처 심상)

3.

심 상조절훈련 (과거 시 합)

O 실제 시합에서 좋지 못한 이 미지를 선정한다

O 좋지 못한 이미지를 성공적인 장면으로 조정한다
- 최고수행을 하는 장면으로 심상조절을 하라(감각

+ 생각)

심상조절 후 최고수행 발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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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하모니를 이용한 심상훈련

뉴로하모니를 이용하여 실제 선수들의 뇌파를 측정하고 기본적인 훈련에 대해 실습한 후 정해진 회기동안 실습
을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E 행한다 구체적 E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단계

3D

뇌파 측정

2단계 ‘ 뉴로 피드백 훈련

효과적인 뇌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컵 만들기， 화실 쏘기，

흑성 알아맞히기， 조각 맞추기， 색칠하기， 명상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들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 1 논리럭 명
상의 효 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정밀 뇌파흔런으로 신경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뇌를 최적상태로 훈련시킬 수 있게

한다

X판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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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훈련을 통한 투구동작에 대한 묘상화 구축 훈련

*

훈련 목적

1. 일관된 투구동작 (스윌 )을 만들기 위하여

2

스윌에 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3. 스윌을 점검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

오늘의 훈련 중에서 잘 되었던 스윌을 회상하고， 그 방법과 느낌을 작성하라

바버

0'"

L 끼

-0그

2
바버

o

는j

L끼

o

3
님}남{

o

는j

느낌

4
바버

0'"
L 끼
D

-•

5
바버

o

닙

L낌

*

오늘의 흔련 중 스윌에 대하여 의문접이 있었다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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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기술훈련 통합

볼링 선수들은 최적 심리 및 최고수행에 도움이 되는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들을
잘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시합에 적용된다면 시합에서 보다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잘 훈련한 선수들은 심상기술 훈련을 통해 시합 전에 자신의 이상적
인 심리적 준비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시합 전에 아래 사

항들을 확인하고 연습함으로써 최적의 심리상태로 시합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으로 ，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앞에서 배운 심리기술을 통합하여 시합 직전까지 실행해
나갈 하나의 섬리훈련 계획을 만든다.

1)

심리기술훈련 통합 사례

시합 전날의 오전

口

시합이 벌어지는 볼링장에 익숙해진다.

口

현장에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갖도록 한다

시합 전날의 오후

디

심상을 이용하여 전체 시합을 머릿속으로 연습한다

시합 전날의 저녁

디 성공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한 가지 섬상만을 사용한다.
디 잠들기 위해 중심화와 이완을 사용한다.

시합당일

)) 하루를 시작할 때
口 심상과 자화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느낌을 갖는 연습을 사용한다.
디

심상해야 할 목표들을 나열한다(예 . 힘찬 출발 확신 ， 경기전략， 경기의 중요요소 등) .

口 짧은 심상훈련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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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성공하는 장변으로 끝마친다.

>> 경기장
口

도착 전

에너지 수준을 점겸한다.

口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리훈련을 사용한다

>> 시합

전 경기장에서

口 신체의 각성수준을 점겸한다 .
口 필요한 경우， 적절한 연습을 실시한다 .

>> 준비운동
口

도중 또는 이후에

점진적 이완을 실시한다.

口 필요한 경우 ， 집중적인 연습을 한다

>>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심상을 사용한다(예

기술에 대한 연습이나 ， 특정 전

략에 대한 정신적 시연 등) .
口 승리감과 긍정적 에너지를 유발하도록 한다.

口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 .
口

이제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움직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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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 검사지 소개
(1) 심상능력 검사지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심상기술들의 정도를 측정해보고 당신이 집중하고 싶은 영역을 발달시키
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거의 매번 그렇다

1 나는 볼링에서 하나의 완벽한 기술을 하는 내 자신을 생생하고 영확하게 상상해 볼 수 있다
2 나는 볼링에서 하나의 완벽한 기술을 내가 원하는 데로 수행하도록 내 상상을 조절할 수
있다

3

나는 볼링 기술 수행시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한 나의 촉각을 심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나는 심상할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볼링 수행 중과 관련한 냄새를 인식할 수 있다

5 나는 볼링 수행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정각을 심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나는 내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고요한 이미지를 떠올려 이완할 수 있다

7‘

냐는 내가 녀무 무기력하고 지나치게 이완되어 있을 때 흥분되고 기분을 올려주는 이미지를

떠올려 에너지를 끌어 올렬 수 있다

8 나는 내가 볼링 연습 시에 기술수행을 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상상해 낼 수 있다

9 나는 내가 볼링 시합 시에 기술수행을 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상상해 낼 수 있다
효c능〉 XC4그

※ 심상검 사지 해석 기 준
저
C그-〈「

해석 기준
당신은 심상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원할 [[~ 이것들을

12"' 18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툴과 이 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틀을 앞서에서 읽어 보라

당신은 심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지를 더욱 생생하고 명확하게

6"' 11 점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각을 심상에서 사용하라 그리고 정말 뭘요할 때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인 훈련이 더 띨요하다 앞서 다룬 훈련법을 다시 한 번
일어 보라

당신은 심상훈련 방법 습득을 통해 더 많은 이득과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0"'5점

신만의 심상프로그램을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된 정보를 읽어보기 바라며

앞서 다룬 훈런법을 처음부터 시작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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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쟁특성불안 검사지 (SCAT)

변호

므"-

전혀

하
C그

아니다

보통

아니다

그렇다

이다

아주
그렇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재미있다

2

3

4

5

2

나는 시합 전에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느낀다，

2

3

4

5

3

나는 시합 전에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2

3

4

5

4

나는 시합 때 스포츠맨십을 발휘한다

2

3

4

5

5

나는 시합때 실수할까봐 걱정한다

2

3

4

5

6

나는 시합 전에 마음이 차분하다，

2

3

4

5

7

시합 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2

3

4

5

8

나는 시합 전에 속이 거북함을 느낀다

2

3

4

5

9

시합 직전에 맥박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2

3

4

5

10

체력적으로 힘든 시합을 하기를 좋아한다

2

3

4

5

11

나는 시합 전에 마음이 느긋하게 이완된 기분을 느낀다

2

3

4

5

12

나는 시합 전에 초조하다

2

3

4

5

13

단체종목 운동이 개인종목 운동보다 더 재 미있다

2

3

4

5

14

시합이 왜 시작되지 않을까 하면서 초조해 한다

2

3

4

5

15

나는 시합 전에 몸이 굳어진 다

2

3

4

5

(3)

심리기술 검사지 (ACSI- 28)

번호

문

항

나는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해야 할 것을 제시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내 스스로 정한다

2

3

4
5

170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 코치나 감독이 이야기

하면， 나는 그것을 시ξ벤 일로 받아들이고 호}를 내는 경항이 있다
시합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고 주의가 흐트러지
지 않도록 할수 있다
시합에서 상활이 아무리 불리해 지더라도 나는 계속 긍정적이고 열성적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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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

아니

니

다

다

보통

01 다

그

아주

렇

그렇

다

다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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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긴장 압박이 되면 생각이 더 뚜렷해져서 시합을 더 질「하는 경항이

6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운동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

7

당히 걱정효fq

2

3

4

5

2

3

4

5

8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경항이 있다

2

3

4

5

9

나는 시합을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2

3

4

5

나는 코치나 지도자가 질책을 하면 받아들이기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어

10

오른다，

냐는 내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잡생각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

11

시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 때문에 내 스스로 많은 압박감을 받는

12

다
나는 연습 때마다 내 스스로의 수행목표를 설정한다

13

(4)

수행 검사지

번

드"-므

등
ζ그}

오

전혀

3':二口그

좋지

좋지

않다

않다

보통

3':二g
그

매우

Qlq

좋다

좋다

신체적인 느낌

2

3

4

5

2

기술의 질

2

3

4

5

3

타이밍과 리듬

2

3

4

5

4

;며
~1 .2;:。으 sî커

2

3

4

5

5

노력의 앙

2

3

4

5

6

정신적인 태도와 사고

2

3

4

5

7

시합 중 자신감의 수준

2

3

4

5

8

기대했던 경기력과 실제 경기력과의 비교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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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중조절 및 영양관리

볼링선수들의

식사의

기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다양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심한 훈련에 따라 일반인과 다르게 제공되어야 할 것은 볼링선수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유지시켜 적당한 훈련을 하기 위한 식사처방이다.

1)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요법

볼링선수가 힘든 운동을 하는 동안 즉 하루에 2-3회 정도 운통을 하면 에너지 소
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에 3-6회까지의 식사를 권장한다

아침， 점섬， 저녁

이외

에 식사 사이나 훈련을 하기 전 ， 하면서 또는 한 후에도 영양을 보충한다.
음식을 먹고 나서 오랜 시간 (6시간 이상) 이 지난 후에 훈련을 하면 저장된 당질

이 고갈되어 지치게 되고， 경기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빈속으로 훈련하고 시합하는 것
을 금한다. 아침 식사는 훈련하기 30-1 시간 전에 ， 시합하기 3 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
점심식사는 2-3시간 전에 ， 시합하기 3 .5시간 - 4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

훈련을 한 직후에는 소화액의 분비도 감소되고 식욕도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 20-30분 기다린 후에 뇌신경과 심장혈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화샘
에서 소화액의 분비도 정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유동식 ， 반유동식을 먹고 50-60분 기다린 후에 실제
운동선수들은 피로하기 때문에 식욕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없다. 맛있는 냄새， 눈에 끌리도록 음식을 담

거나 진열하며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1) 탄수화물의 중요성
심한 훈련 뒤에는 피로가 온다. 대표선수의 경우 최소 하루에 두 번씩 훈련을 하
게 되면 신체가 충분히 휴식할 여유가 없으므로 피로가 쌓여 더욱 피로해질 수 있다.

피로를 느끼면

일반적으로 그 원언을

‘컨디션이 나쁜 날’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항상 피로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식사에 있는 경우가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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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체의 근육 내에 저장된 에너지는 모두 사용되고 만다

그러므로 다읍 날의 훈련

을 위해 탄수화물 종류의 에너지원인 글라코겐을 근육에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탄
수화물은 볼링과 같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된다

단백질이나 지방

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는 았으나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로 쓰인다. 충분히 먹어야 가능하다

(2) 훈련시 식사

훈련시 식사는 밥이나 국수 ， 빵 등과 같은 곡류군과 과일 ， 야채군이 더 많이 함유
된 음식으로 구성된다

물론 단백질 ， 지방 ， 비타민 ， 무기질 ， 물이 필요하다

이런 영양

소는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섭취가 가능하다 .

- 밥 ， 빵류 ， 국수류 ， 감자류 등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이다.
- 모든 과일과 야채는 좋은 탄수화물 급원 식품이다.
요구르트 ， 밀크셰이크， 우유 ， 아이스크림 등도 좋은 탄수화물 급원 식품이다.

- 육류는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적다
- 케이크 ， 파이， 과자， 청량음료 및 설탕이 든 단식품은 탄수화물은 많지만 ， 다른
영양소 함량이 적다 . 5가지 기초식품군의 식품을 권장하는 만큼 충분히 먹은 후
에 위와 같은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2) 경기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식이요법
볼링선수들이 경기전 식사관리 를 하는 목적은 경기하기 전과 경기하는 도중 배고

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경기하는 동안 충분히 체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식사를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 만일 경기 전 식사를
경기 6 시간 전에 하거나 밤새 굶은 후에 하게 된다면 그 식사로 인하여 혈당은 올라

가고 경기 시에는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
기 전에 섭취한 영양소는 경기는 하는데 에너지 를 공급하기보다는 간의 글리코겐이
합성되는 데 이용된다.
볼링시합 전의 식사는 위장의 불편함(구토 ， 메스꺼움， 가득참 ， 경련) 이 없도록 하

기

위하여 경기하기 3 - 4시간 전에 해야 한다. 음식이 소화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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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혈액공급을 위하여 근육에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과 경쟁을 한다. 그러므로 볼
링경기를 시작할 때는 위가 완전히 비워져 있어야 근육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식사의 양은 사합하는 시간 ， 마지막 식사와 경기와의 시간 그리고 경기

전에 운동선수가 음식을 잘 소화 흡수하는 가 등에 달려 있다.
식사의 구성은 주로 당질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 당질 식품은 소화가 잘 되므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 과일 ， 야채 및 여러 가지 독류(밥 ， 국수， 빵 등)가 좋은 식

품이다. 우유 및 유제품과 기름기가 적은 육류나 생선류(참치， 껍질 벗긴 닭고기， 두
부 등) 는 경기 전 식사 시에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지방이
많은 식품은 경기전 식사시

피해야 할 식품이다. 햄버거 ， 육류， 기름에 튀기거나 기

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 중국 음식 등은 소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운동시

위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소화 장애나 구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볼링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5분 이내에 당질을 섭취하

면 피로가 시작되는 것을 늦추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운동하기 2-3분 이전
에 당질을 섭취하면 운동하는 동안 당질을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나타낸다
식사든 액체

형태로든 운동하기

1 시간 전에는 체중 당 1-2g의

당질을 섭취하고

운통하기 4시간 전에는 체중당 5g의 당질을 섭취해야 한다. 물론 이 때 소화되기 쉬
워야만 운동 전의 혈당과 얀슐린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당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할 때는 운동하기 3 0-90분 전이다
동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 섭취하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서 운

운동선수 개인의 대사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하는

동안 당질을 섭취하여 신체의 반응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시합하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가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며 운동선수
로 하여금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갑작스럽게 식생활 패턴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복합 당질과 섬유소를 섭취하면 위장운동이 증가하여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훈련기간 중에 경기 전 식사에 대한 경험을 마리 해야 한다. 그리

고 시합하는 날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미리 알아서 신체가 시합하는 날에 익숙해지도
록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하고 시합 전의 식사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 올바른 경기전 식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른다.

- 근육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충분한 고당질 식사를 한다.
•

경기시작 1 시간 이내에 먹은 간식은 배고픔을 막아주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
지시켜 준다. 그러나 근육에 글리코겐을 저장시켜 주지는 못한다 . 에너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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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당질을 공급하는 것이다.
60-90분 이상 운동을 한다면 혈당반응이 낮은 당질을 선택한다.
•

요거트 ， 바나나 ， 오트밀 ， 사과 등은 선택해도 된다

경기하기 1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소화되어 장시간 운동하는데 지속적으로 에너
지를 제공해 준다

- 훈련하기 전 배가

고프나 1 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면 쉽게 소화되고 편리한 간

단한 스댁을 먹는다.
•

빵， 머핀 ， 크래커 등이 고당질 저지방 식품이다.

- 고지방 ， 고단백질을 제한한다.
•

중국음식 ， 뒤긴 음식

(닭튀김 ， 감자뒤김 등) ) 스테이크， 햄버거는 지방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무른다. 저지방-고단백으로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배고프지 않게 한
다.

- 설탕이 많은 음식 (청량음료， 시럽， 스포츠 음료 등) 이나 혈당 반응이 높은 음
식 (감자， 꿀， 콘푸레이크 ， 쌀 등) 에 주의한다 .
•

어떤 선수들은 시합하기

15-20분 전에 당질을 섭취하고 나서 저혈당 증세 (피

곤함， 가벼운 두통 등)를 보인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품을 먹어보고

자신의 신체반응을 미리 얄아두어야 한다. 운동하기 5-10분 이내에 먹은 당질

은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는 반응을 하기 전이다. 일
단 운동을 시작하면 인슐린 분비가 멈추기 때문에 운동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음식이 소화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

고열량 식사일수록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정식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하는데
3-4 시간 ， 간단한 식사를 하면 2-3 시간 ， 유동식

(액체) 식사를 하면 1-2 시간 ，

더 간단한 간식을 하면 1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

-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다.
•

강도 높은 운통을 시작하면 근육은 휴식시보다 많은 혈액을 요구한다

힘든 운

동 시 혈액 흐름은 위쪽으로 정상 시 혈액 흐름의 20%정도로 감소되므로 이는
소화과정을 느라게 먹는다

중간강도로 운동을 하면 위로의 혈액 흐름이 정상의 60-70% 이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

레저로 하는 스키선수 ， 사이클 선수 ， 초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 운동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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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간식은 소화되기 쉽고 장시간 운동을 하는 후반에 에너지로 쓰인다.

- 위에서의 소화과정이 신경이 쓰인다면 유통식(액상)으로 먼저 먹어본다 .

3)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 중 식이요법
하루에 3 - 4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도중에는 땀을 통해 분비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당질을 섭취하여 근육에 포도당을 공급하면 지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은 중추신
경계가 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포도당을 공급한다 . 근육
이 글라코겐을 다 쓰고 나면 혈당의

일부를 쓰기

시작한다 . 운동시간이 길어 질수록

근육이 혈당을 더 많이 이용한다 .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혈당 공급을 하게 되어 근
육이 혈당을 쓰고 나면 저혈당증세 (어지러움 ， 메스꺼움) 가 나타난다 . 결국 근육피로
가 일어나서 운동 강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

4) 경기 후 피로회복을 위한 식이요법
(1) 만성피로를 회복하는 방법
볼링선수들은 장시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 에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피로 증상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증상 중 2 - 3가지 를 경험하게 되면 주의
해야한다.

· 훈련과 시합을 할 때 평상시와 다르게 결과가 좋지 않다
· 훈련을 충분히 해도 경기력이 항상 되 지 않는다
· 연습 때보다 시합 때 좋은 성적이 나지 않는다

.

식욕감퇴와 체 중감소
'='rtJ;><

긍긍긴 õ

· 분명한 원인 없이 관절과 근육통증

. 빈번한 감기와 호를기 감염
· 우울증을 동반한 신경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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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기 이전에 예방해야 한다 .

- 충분한 당질과 단백질이 있는 적당한 스포츠 식사를 한다 .
- 힘든 훈련 사이에 회복 시간을 갖는다 .
- 밤에 충분히 잠잘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2) 회복시 수분 보충
운동이 끝난 후 식사보다 우선해야 펼 것은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땀 흘린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다음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 쥬스 - 수분 ， 당질，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
- 수분 있는 음식 (수박 ， 포도 ， 국물)

수분 ， 당질 ，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

- 고당질 스포츠 음료 또는 탄산음료

수분과 당질 보충

- 상업적으로 만든 수분 대용물

수분， 당절 ， 전해질 공급

- 물 -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함
물을 얼마나 마실 것인지는 힘든 운동시에 흘린 땀의 양을 알아야 하고 운통하기
전 ， 후의 체중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체중 변화가 2%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운통하는
동안 수분을 마셔야 한다 . 힘든 훈련기

매

15-20분마다 200-250ml의 물을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아침 훈련시 공복상태로 운동을 하고 나면 밤동안 수분이
부족하고 훈련으로 다시 수분손실이

일어나 쇼크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아침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분공급이 필요하고 아침 운동을 할 때 날씨가 럽지 않더라도 수분

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런 준비 단계가 피로의 누적을 막고 회복을 도와 다음 훈
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오랫동안 힘든 훈련을 하여 탈수가 되면 훈련 다음 날까지 물을 자주 마셔야 된

다. 땀 흘린 것을 보충하는데 24-48 시간이 걸리며

소변이 맑고 엽은 노란색이변 수

분이 충분하게 보충된 것이다

(3) 회복시 전해질 보충
땀을 흘리면 물 뿐 아니라 약간의 전해질이 손실된다 . 이런 전해질은 칼륨 ， 나트륨
등이며 우리 선체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물론 시합 후에 먹
는 음식으로부터 쉽게 보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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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볼링 경기의 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지도안 작성

1.

1)

볼링 훈련 프로그램 구성 원칙

지상훈련

볼링훈련은 볼링경기장의

레인위에서만 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 장

비와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는 체력훈련과 기본 자세훈련 등은 레인 밖에서 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다.

@

체력훈련

과거의 볼링종목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유연성 저하， 근육양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일정한 스원궤도 동작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워l 이트트레이닝을 금기시 했으나， 릴리즈
시 파워를 절대적으로 펼요 하는 현대볼링에서는 웨이트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한 존재로

바뀌었다 또한 경기시간이 긴 종목특성상 유산소운동으로 분류되므로 무산소적 파워와
함께 유산소적 지구력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본서 4-2장에 나와 있는 체력요인별 훈련
방법을 참조하여 꾸준하게 체력훈련을 하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자세훈련

본인의 투구자세를 영상분석 등의 장비를 활용해 점검하는 방법도 좋지만 ， 공을 들
지 않고 하는 기본자세훈련의 경우 레인 밖에서 거울을 보며 수행하는 것이 선수들
에 게 즉각적인 피드백 (feedba ck) 을 제공하므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신에게 맞는 스

원리듬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중급자의 경우 레인밖 스명연습으로 좀 더 빠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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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무거운 볼링콩을 직접 투구하면서는 교정하거나 연습할
수 없는 릴리즈 등의 연습은 레인 밖에서 가볍고 작은 공을 이용해 마주선 보조자와

주고받는 연습을 하면 타이빙 개선 등의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 수 있다. 또한 마지
막 릴리즈자세에서 연습 스명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훈련법이다 .

2) 레인훈련
@ 기술훈련
스페어강화훈련

· 남은 핀의 위치에 따른 키핀 (key pin) 설정
· 스페어처리이 론 ( 3 : 6 :9 ， 2: 4 :6) 에 따른 타켓 스핏， 스탠스 이동 계산
· 스댄스 ， 타켓 스핏에 따른 좌 ， 우 몸통각 설정
· 스페어용 공 타이빙 훈련
· 레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투구변화

오일길이가 짧은 솟오일 (short

o il) , 오일두께

가 앓은 라이트오일 Oight o il) 그리고 ， 경기가 후반부에 다가갈수록 레인위의 오일
양이 적어져 우측스페어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공의 회전축 기울기 (tilt) 를 전방으

로만 향하게 하여 휘어짐을 줄이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

- 스트라이크 조정훈련
. 레인정비표 ， 오일그래프의 이해로 스트라이크 앵글 예측
· 연습투구에 의한 레인파악
· 공의 선택(경도 ， 표면상태， 핀위치등)과 타켓스핏， 스탠스설정
· 공의 표면처리
· 스트라이크 조정이론 (3: 1 :2 , 3:4:5) 에 따른 스핏 ， 스탠스 이통 계산
· 레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투구변화
- 레인 정비 적응훈련
. WTBA 공식 레인 정비 (솟， 미륨 ， 롱 총 127}지) 를 번갈아가며 연습

· 다양한 점도의 오일에 따른 변화적응(저점도 ~ 고점도)
· 합성레인과 나무레인의 적응훈련(초구 ， 스페어라인변화 적응)
· 아웃사이드앵글 ， 스트레이트앵글 그리고 인사이드앵글을 번갈아가며 투구(타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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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글 변화적응훈련)

경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캐리다운 ， 브레이크다운의

이해와 적응(레인변화에

따른 라인 ， 앵글변화 ， 공의선택 ， 표 면처리 등)

@ 영상분석
동작분석프로그램(다트피쉬) 을 이용 각 선수별 주기적(1 -2주)으로 녹화분석
투구동작은 전면 ， 후면 ， 측면 ， 릴리 즈의 손동작 등으로 구분하여 촬영
연습직후 선수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즉각적인 피드백 전달

- 선수별로 축적된 영상데이터 를 이용하여 올바른 투구동작 유도， 슬럼프극복 자료로 활용

@ 실전훈련(평가전)
실제경기와 똑같은 환경(연습투구 ， 레인 정비 ， 레인이동 ， 게임수， 화이팅 등)으로
연습 경 기실시

- 평가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선수별 점수변화상태 기 록
- 점수에 따른 상， 벌 등을 정해 선수들이 실제경기와 같은 긴장감 유도
- 2 , 3, 5 인조 단체전 훈련 시 파트너를 바꿔가며 연습하여 ， 팀 내 어느 선수와도
조를 짜 팀워크를 맞출 수 있도록 훈련

2.
1)

볼링 훈련 프로그램 실제
1 일 훈련 프로그램(월요일-금요일)
시간

장소

내용

훈런 장

훈련장도착

0930"-'0940

훈련장

훈련 ( 장님J)준비

09:40"-'10:00

z승
r 려」자。

스트레칭 및 체조

10:00"-'1200

훈련장

오전훈련 ( 기술룬련 )

12:00"-'13:30

식당 및 훈련장

중식 및 휴식

1330"-'1340

훈련장

훈련 (장닙 1)준비

1340"-'1400

훈련장

스트레칭 및 체조

1400"-'1 6:30

훈련장

오후훈련 (평가전 및 동작분석 ) 기술훈련

16 :3 0"-' 1730

트레이닝장

체력훈련 ( 웨 01 트트레이님 )

흔련장

정리 및 휴식

"-'0930

17: 30"-'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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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훈련 프로그램
요

일

오

전

오

후

워
E므

기술훈련 (스페어라인실정)

화

기술훈련 (초구라인설정)

/、

T

기술훈련 ( 레인정비매턴적응)

체력훈련 ， 팀원훈련
(등산， 단체구기운동 등)

모「

기술훈련 ( 레인변화적응)

기술훈련(이론교육)

二그
C그

단체전 훈련 (2， 3， 5인조)

-(

토

자체 평가진 장비점검

1등
T人←→1|

자체 평가전
투구동작 촬영분석

(동영상촬영 및 분석장비활용)

E동「그영
1도
ζ상그자「촬영초E3}여C및〉브
니-분서「석장비활용)

월 ， 토요일 평가전(개인전 ， 단체전) 실시
화， 금요일 오후 영상분석 실시

· 금요일 오전 단체전 (2 ， 3 ， 5 인조) 훈련

3)
:'

경기전 주간 ， 월간훈련 프로그램 (D-3 ， 4주)

D - 3주

: 대통령기등 기타 전국대회

D-4주 : 전국체전 등 중요대회

-

D-4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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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

전

오

후

월

기술훈련 (스페어줄점 솟오일 )

자체 평가전(개민전 )

화

기술훈련 (스페어숭점 롱오일 )

-g
「그
1 도
o자
「초
Ef여。

T

-^、

기술훈련 (초구라인중점 슷오일 )

인터벌

~

기술흔런 (초구라인중점 롱오일 )

기술훈련 (1 차장비점검 )

二그
C그

단체전 (5인조) 훈련

단체전 ( 2，3인조) 흔련

토

자체평가전 (단체전 )

인터벌

。
EEl

T능
T시「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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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3주
요

일

오

후

기술훈련(경기전반부 적응)

기술훈련(레인정비이해)

화

기술훈련(경기후반부 적응)

투구동작촬영 분석

-/「、

자체 평가전(개인전)

체력， 팀원훈련

~프

기술훈련(공선택)

기 술훈련 (2차장비점김)

二그

단체전 (5인조) 훈련

단체전 (2. 3인조) 훈련

토

자체 평가전(단체전)

인터벌

。근1

휴식

D-2주
요

일

오

전

오

루

월

기술흔런(캐 리다운적응 슷오 일)

기술훈련(공 표면처 리연 습)

화

기술훈련(캐리다운적응 롱오일 )

투
1 그
1 도
C그자
「치
gf여
C그 브
"-서
「

/、

T

자체 평가전(개인전)

인터벌

~프

기술훈련(개 인멸 보완훈련)

기술훈련(개인멸 보완훈련)

二그

단체전 (3인조) 훈련

단체전 (2인조) 훈련

토

자체 평가전 (단체전)

최종 장비점검

일

경기장소 이 동

I그

-

전

입'"

I그

-

오

D-l 주
요

오

일

전

오

후

월

기술훈련(공선택 솟오일)

기술훈련 (개인별 보완훈 련 )

화

기술훈련(공선택롱오일)

투구동작촬영 분석

~、「

자체 평가전(개인전 )

기술훈련(개인멸 보완훈련)

묘「므

마스터즈 훈련

단체전 (5인조) 훈련

:그

o

단체전 (3인조) 훈련

단체전 (2인조) 훈련

토

마무리 훈련 ( 컨디션조절 )

마무리 훈련(컨디션조절)

체육지 도자 훈련지도서(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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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훈련 프로그램 (10 월 최고정점 목표시)
월멸

단계별

훈련내용
개인멸 체력측정을 통한 보완사항점검

1월
•

2월

저「으。 Di:1

체력단련기

체력프로그램 수립 강화훈련개시

정밀영상분석 이용 투구동작분석

-

개인별 보완사항 점검표 작성

- 볼 링기초이론(스떼어， 초구라인설정) 교육

3월

- 기본투구동작(릴리즈 등) 집중훈련
전문체력강화를 위한 고강도체력훈련

4월
1 차완성기

- 일정한 투구능력 향상을 위한 자세 훈 련
레인 정비를 이해하고 매턴별 직응흔 련

5월

어프로치동작 완성

- 2차 체력측정을 통한 중간점검

6월

-•

2차완성기

- 레인변화적응 집중훈련
-

7월

보완체력 집중훈련

경기짙행에 따른 공의 선택 과 표 면 처 리
랄 리즈타이밍 완싱

8월

전문체력 및 지구력 유지

- 정신력(집중력， 인내심， 투지 등) 강화
9월

숙련기

-

전문가의 심리교육 상담

- 경기장 레인상태， 오일매턴 파악과 적응
•

최종 공 선택과 지공， 표면처리완성

- 평가전을 통한 실전 대 비 훈련

1 0월

부상치료와 재활

11 월

유지기
12월

186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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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숙시 1 일 훈련계획표
시간

자
0-λ
」

내용

구분

숙소

기1 사
o

기1 사
o

06:30 - 07:30

체육관(운동장)

새벽운동

체조，스트레칭， 런닝

0730 - 0930

시-기다
o 미
^ 스
→， -λ~

3s시
---,

조식 및 휴식

0930 - 12:30

보'"리
o자
o

오전훈련

기술훈련 및 평가분석

12:30 - 1430

A-1lc
C>f q
?:l SE응EE
C〉lχ
C>}

중식

중식 및 휴식

14:30 - 17:30

볼링장

오후훈련

단체전훈련 및 평가분석

17: 30 - 18:30

체육관(운동장)

체력훈련

근력 및 지구력 보강훈련

18:30 - 20:30

시「다。 q?ξj 스
-";-人」

서---，시---，

석식 및 휴식

2030 - 2130

숙소 및 미팅룸

야간교육

이론교육 및 일일평 가

21:30 - 22:30

숙소

정리

개인별시간

숙소

숭
~l{
口|

?I~

0600

22:30-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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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경기규정 및 규칙

I.

세계연맹규정의 제정배경

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Quilleurs

(FIQ)는 세계 그리고 지 역 (zone) 대회， 국

가대항 볼링 대회 를 통해 아마추어 텐핀， 나인 핀 볼링의 세계적 권익 과 국제적 친분을
증진 시 키기 위해 195 2 년 1 월 27 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창설 되 었다. FIQ는 세계텐핀볼
링연맹 (WTBA) 과 세계나인핀볼링연맹 (WNBA) 의 분리된 두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 다.

FIQ

산하 세 계텐 펀볼링연맹 (WTBA) 은 전 세계 아마추어볼링에 공현하기 위 해 창설

되었다

WTBA

주요의무는 FIQ 의 스포츠 맨 십 원칙을 증진 시 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WTBA

대회 를 위해 표준경기 규칙 을 제정하고 볼링장 비 들규 정을 정 하고 경기의 동

질성을 제 정함으로써 볼링경기 의 스포츠화에 기여한다.

FIQ는

WTBA

회원 을 한 국가 당 하나의 단체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정관 에 언급된

국가단체 또는 국가의 대표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연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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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기규정

1. 1 정기의 정의
1.1. 1 1 게임은 10프레임으로 구성된다 . 스트라이크를 기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1 번
부터 9번 프레임까지는 각 프레임 당 2 회 투구하며 10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

트라이크와 스페어를 기 록하면 선수는 3 번째 투구를 한다. 각 선수의 규정된

투구순서대로 모든 프레임을 마치게 된다.

1. 1. 2 스트라이크를 기 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투구에 의해 넘어진 핀 수가는 해당
프레임의 왼쪽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안에 기록되며 두 번째 투구로 넘어진

핀 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안에 기록된다. 만 약 두 번째 투구
로 1 핀도 넘어지지 않았다면 채점표에 (- )로 표시된다. 두 번째 투구가 끝나
면 즉각 점수로 기록되어야 한다.

1.1. 3 해당 프레임의 제 1 투구로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경우 스트라이크로 기록되
며 채점표 왼쪽 상단의 작은 네 모 안에

(x)로 표시된다. 1 개의 스트라이크

의 점수는 다음 2 번째 투구로 넘어뜨린 핀 수에 10점을 더한다.

11 4 2개 연속의 스트라이크는 더블이며 첫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두 번째 스트라
이크 이후 첫 번째 투구로 넘어뜨린 핀 수에 20점을 더한다 .

1.1.5

3개

연속의 스트라이크는 트리플이며 첫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30점 이다 . 최

고 300 점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수는 127H 의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기록해

야한다.

1.1.6 각 프레임에서 두 번째 투구로 첫 투구 후 남아있던 핀을 전부 넘어뜨렸을
때 스페어로 기록된다 . 해당 프레임의 채점표 오른쪽 상단에 (/)로 표시된다.

스페어의 점수는 다음 투구에 쓰러뜨린 핀의 수에 10 점을 더한다.

1.1.7

만약 제 2투구로 스플릿 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두 번째 투구 후 10핀
모두를 넘어뜨리지 못했을 경우를 오픈프레임이라 부른다.

1. 1. 8 스플릿(보통 핀 수에 동그라미가 표시됨)은 제 1 투구 후 남아있는 핀의 배열
이며 헤드 핀이 넘어지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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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둘 또는 그 이상 남아있는 핀들 사이의 최소 한 핀이 넘어졌을 때 ， 예 를 들면
이

7-9

또는

3-10

둘 또는 그 이상 남아있는 핀들에 인접한 앞쪽의 최소 한 핀이 넘어졌을 때
예를 들면

1. 2

5-6

정기방식

1.2.1

더블레인 경기방식

a) 한경기는 근접하게 서로 접해있는 2 레인(한 쌍)에서 치러진다.

b) 팀 ， 3 인조 ， 2 인조 그리고 개인 참가자들은 연속적이고 규정된 순서 대 로 한 레인
에서 한 프레임을 투구한다. 그리고 한 쌍의 각 레인에서 5프레임까지 경기할 때까지

레인을 교대 하며 투구한다

1. 2.2 싱글레인 경기방식

a) 한경기는 하나의 레인에서 치러진다.
b) 팀 I 3 인조I 2 인조 그리고 개인 참가자 들은 연속적이고 규정된 순서대
로 1 0프레임 을 경기할 때 까지 한 레인에서 투구한다.

1.2.3

1. 3

특정 토 너 먼트의 규칙에 적용하는 경기방식을 명시한다.

유효득점

1.3. 1

볼이 경기지역 안에서 파울라인을 넘어 선수의 소유에서 떠 났을 때 정상투
구가 된다.

1.3. 2

만약 데 드볼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구는 계산된다.

1. 3.3 투구는 오직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

1.3.4

투구 시 투구된 볼 또는 움직이는 볼에 결합되거나 첨부된 어떤 장치도 사
용할 수 없다.

1. 3 .5 만약 선수가 절단수술로 손의 대 부분 또는 일부분을 잃었다면 볼을 쥐거나
투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3.6

다음은 정상적인 투구이다.

a) 볼 또는 다른 펀에 의해 쓰러지거나 또는 핀 데크를 벗어난 펀들
b) 양측 벽 또는 후면 쿠션에 령긴 핀에 의해 쓰러지거나 또는 핀 데 크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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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들
c)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쓸어내기 전 펀 데크에 남아있을 때 스위퍼에 령겨 쓰러
지거나 또는 핀 데크를 벗어난 핀들

d) 킥 백 또는 양측 벽에 기대거나 접촉된 핀들

무효득점

1. 4

1.4 .1 투구 이후 아래의 상황이 발생되면 투구는 인정되나 득점은 무효가 된다.
a) 볼이 핀에 도착하기 전에 레인을 벗어난 경우
b) 볼이 후변 쿠션에 횡겨 핀데크 위로 다시 나와서 핀을 넘어뜨렸을 경우
c) 핀이 핀 정비사의 몸 ， 팔， 다리와 접촉 후 다시 령겼을

까j

。

' dπ-

d) 핀이 핀 세팅 장치에 접촉된 경우
e) 핀이 레인위에 쓰러져있는 핀을 치울 때 쓰러진 경우

n

핀이 핀 정비사에 의해 쓰러진 경우

g) 선수가 파울을 범했을 경우
h) 레인 위 또는 거터 안에 핀이 쓰러져

있을 때 투구가 이루어졌고， 볼이 레인

표면을 떠나 기전에 이와 같이 쓰러져있는 핀에 접촉했을 경우

1.4.2 만약 부정적으로 핀이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선수가 해당 프 레임에
서 추가적으로 투구할 자격이

있을 경우 핀 또는 부정적으로 쓰러진 핀

들은 원래 서 있던 자리 에 다시 배치된다 .

1. 5

기타 핀 액션

1 .5 .1 핀 세팅 혹은 스페어를 처리하기 위한 투구를 했을 경우 만약 투구 직후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핀이 부적절하게 세팅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투구와 결과는 유효투구로 간주한다 . 각 선수들은 핀 배열의 정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선수가 투구 전에 1 개 이상의 핀 배열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제기
할 수 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 우 핀 배열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 .5 .2 투구 후 남아있는 핀의 위치는 수정할 수 없다. 이것은 즉 핀 세팅 기기로
인해 움직이거나 잘못 정렬된 핀은 움직이거나 잘못 정렬된 핀의 위치에 두
어야 하고 손으로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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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움직여서 레인에 서있는 핀들은 남아있는 펀으로 간주한다.

1.5 .4 유효투구에 의하여 실제로 레인 위에서 넘어졌거나 완전히 레인 밖으로 움직
인 핀들만 득점으로 인정되고 기타 핀은 인정되지 않는다.

1 .5 .5 경기 중 부러지거나 혹은 심하게 파손된 핀은 그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일한 중량과 조건을 가진 다른 핀으로 즉시 교체한다. 대회임원은 핀을 교
체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 6

데드볼

1.6.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데드볼이 선언된다 .

a) 투구 후( 같은 레인에서 다음 투구 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이 없을 경 우
즉시 알려야 한다 .

b) 볼이 핀에 도착하기 전에 정비사에 의해 방해되었을 경우
c) 핀 정비사가 핀의 회전이 멈추기 전에 핀을 제거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d) 선수가 잘못된 레인 또는 잘못된 투구순서로 투구하거나 또는 한 쌍의 레인에
서 같은 팀의 어떤 선수가 잘못된 레인에서 투구했을 경우.

e) 선수가 볼이 투구되고 있거나， 투구가 완료 되기 이전에 다른 선수 ， 관중 또는 움
직이는 물체 또는 핀 세터에 의해 신체적으로 방해받았을 경우

이러한 경우 선

수는 핀 떨어짐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데드볼을 선언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R

선수가 투구하고 볼이 핀에 도착하기 전에 펀이 움직 이거나 넘어 졌을 경우 .

g) 투구된 볼 이 외부의 방해 물 에 접촉되었을 경 우

1.6.2

데드볼이 선언되었을 때 그 투구는 계산되지 않으며 데드볼 이 선언되었을 때

의 핀은 다시 배열되며 선수는 재 투구가 허용된다.

1. 7

레인착오

1.7.1

선수가 잘못된 레인에서 투구하였을 때

데드볼이 선언되며 선수는 정확한

레인에서 다시 투구해야 한다

1.7.2 한 쌍의 레인에서 같은 팀의 선수가 잘못 된 레인에서 투구하였을 때 ， 데드볼
이 선언되며 선수는 정확한 레인에서 다시 투구해야 한다.

1.7.3 만약 같은 팀의 1 명 이상이 번갈아 잘못된 레인에서 투구 했다면 조정 없이 그
게임 을 완료해야 한다 . 다음 게임은 정확하게 배 정된 레인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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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파울의 정의

1.8 .1 투구 중 또는 투구 후 선수의 신체 일부가 파울선에 접할 경우， 파울션을 넘
어 레인 ， 장비 그리고 건물 일부를 접촉하였을 경우 파울이 발생한다 .

1.8.2 투구 후 동일 선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투구를 위해 어프로치 위에 서있
을 때까지 그 볼은 유효하다.

1.8.3 선수가 파울 판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경기의 이득을 얻고자 고의적으로 파울
을 범했을 때는 해당 선수의 해당 투구는 0점을 주며

해당 프레임에서

더

이상 투구를 할 수 없다 .

1.8 .4 파울이 기록되었을 때 투구 수는 인정되지만 선수의 해당 투구에 의해 쓰러
진 핀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파울을 범한 선수가 해당 프레임에서 재 투
구를 할 자격이

있다면 파울이

일어났을 때 볼에 의해 쓰러진 핀들은 다시

배열되어져야 한다.

1.8 .5 만약 자통파울 탐지기 또는 심판이 파울을 판정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파울로 선언되며 기록되어 진다 .

a) 양 팀의 지도자 또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상대편 선수

b) 공식점수기록원
c) 대회임원

1.8.6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 자동파울 탐지기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b)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

1. 9

잠정투구

1.9 .1 파울 ， 유효득점 또는 데드볼과 관련된 항의가 발생하고 대회 임원이 이를 결
정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해당 프레임에서 잠정투구 해야 한다.

1.9.2 만일 항의가 어떤 프레임의 제 1 투구 또는 10프레임에서 제 1 투구를 스트라
이크 처리 후 제 2투구에서 발생했을 경우

a) 만약 선수가 파울을 범했는지에 대한 항의가 있다면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완료
한다 그러고 나서 핀을 전부 세워놓은 한 프레임에서 잠정적인 투구를 실시한다.

b) 만약 무효득점이 주장된다면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완료한다. 그러고 나서 논쟁
이 되었던 쓰러지지 않은 핀 상태 그대로 세워놓고 잠정적인 투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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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데드볼 선언에 관한 항의가 있다면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완료한다

그러고 나

서 잠정적인 프레임에서 투구한다
각 프레임의 스페어 처리 시도 시 또는 제 10프레임의 제 3투구에서 데드볼

1.9.3

선언에 관한 항의가 없다면 잠정적인 투구는 펼요 없다

이러한 경우 항의가

발생한 시점에 남아있던 핀의 상태에서 잠정 투구된다.

1.10 볼링공， 표면처리
1.10.1

볼링공의 제한 (6개 제한)을 가진 대회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는 볼링공

의 표면조정은 그것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조정과정이 볼러의 다음
순서 를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게임들 사이에 허용된다 .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제품 사용은 반드시 WTBA웹사이트 “허용되는 제품”에 있어야 한다. 완전
하고

최신의

제품

것에 포함된다”

리스트는 WTBA웹사이트

‘공식대회동안 허용되어지는

“고체 또는 연마제 를 함유한 제품 ” 또는 “ 항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란 섹션에 포함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볼은 반드시 표면조정

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볼링공의 표면조정은 오직 공식연습기간 동안， 공식연습 직후 경기라운드
사이 경기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되어 진다. 게임 도중에 볼링공의 표

면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게임 도중에 표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게임은 0 점 처리한다. 경기( competition) 은 연습투구 직후 블록뿐만 아니라

한 블록의 모든 게 임으로 정의된 다.

1. 11

어프로치의 청결상태 유지

1 11 1 어프로치 상 에서 다른 선수들의 정상적인 상태 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진 어떤 외부물질의 사용은 금지된다.

1 11 2 어프로치 상 에 활석파우더 ， 돌가루 ， 송진과 같은 물질들을 볼링화의 부드러
운 고무창과 굽으로 문질러 사용할 수 없다.

1.12 득점상의 오류

1.1 2.1 득점상의 오류 또는 득점 합산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경기 책임자는
즉시 정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오류는 지정된 임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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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득점오류에 관한 항의서의 제출시한은 해당 경 기 종목 혹은 대 회 해당 경 기일
의

경기블록 완료 후 1 시간 이 내 이며 시상식

또는 다음경기(예선전) 시 작

이전으로 제한된다.

1 .1 2.3 본 규정에 의해 제 출 된 항의서는 해당사항에만 국한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또는 과거의 항의 사항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13

추가적인 대회 정보

1. 13 .1 대회는 경 기 그리고/또는 블록 ， 시리 즈 에 참가하는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13.2 대회는 지각한 선수에 대한 규정 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
1.13.3 선수의 공정 하지 않은 행 동 에 관한 규정 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
1.13.4 대회운영 은 시 행 규 정 과 징계규정 을 만들 어야 한다 .

11 • 주요국제대회

구분

대회명

주기

종합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4년

월드게임

4년

동아시아경기대회

4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2년

세계볼링선수권대회

2년

세계정소년볼링선수권대회

2년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2년

아시아정소년볼링선수권대회

2년

아시아스쿨잠피언쉽

1년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태평앙볼링선수권대회

2년

한국개최 국제대회

삼호겁 국제볼링대회

1년

기타 중요대회

QUBICA AMF 볼링월드컵

1년

아시아인터시티 볼링대회

1년

쿠웨이트국제오푼 및 ABF투어

1년

(오푼대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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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 리 비아국제오푼 및 ABF루 어

1년

태국국 제오푼 및 AB F투어

1년

이집트국제 오푼 및 A BF투어

1년

바레인 국 제오푼 및 ABF투어

1년

필리 핀 국제오푼 및 A BF투 어

1년

마카오국제오푼 및 AB F투어

1년

인도네시아국제오푼 및 ABF투어

1년

홍콩국제오푼 및 ABF투어

1년

쿠웨이 톤국제오푼 및 AB F투어

1년

ABF투 어 참피언쉽

1년

주요국내대회

대회명

참가부분

Æ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 항볼 링대회

t￥

대 한볼링협 회장 배 전국 남녀종별 볼 링 선 수권대 회

1앙

전국 소 년 체육 대 회

KBS

대

일

시

* *
1:r
*

1:r

1상

1:r

시도 대 표

1:r

*

1:r

개인단체

t상

전국우수고교 볼 링대회

등~..llL 변
c!

대한볼링협 회장 배 전국 볼 링대회

1:r

1:r

1:r

1:r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볼 링대회

1:r

1:r

1:r

1:r

대한볼 링협 회장 배 전국 남녀학생 볼 링대회

1:r

i상

*

i상

1앙

전국 체 육 대회

KBS

1:r

천안시장배 전국 실 업 볼 링 대 회

1상

t

전국대 학생 볼링대 회

대구광 역 시장기 전 국 볼 링대회

시도 대 표

t￥

대 한체 육회장 기 전 국 딘처j 대항볼링대 회

개인 단체

1:r

시도대표
하~.llL 변c!

1:r

개인 단체

1:r

시 도대표
하
「‘피」 변:

1:r
1:r

비고

고

E
;<
5

i상

t

1:r

1:r

대구협회

*

실업연맹

1:r

실업연맹

부산광역시장기 전국 남 여 볼링 대 회

1상

부산 협회

부산 MBC사장배 전국 볼링대회

1상

한국실 업볼링 연 맹호( 장기 실업 볼링대 호1

부산협회

한국 시니어연 맹호j 장기 전 국 시도대항 볼 링 대 회

1앙

시니 어연 맹

한국시니어연맹회장기 전국 시니 어 볼링대 회

i상

시니어언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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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ushaway Shape(푸시어웨이 형태 )
Pushaway Speed(푸시어웨이 속도)
Down Swing( 다운스윌)
Swing

Down Swing Speed( 다운스윌 속도)

(스윌)

Backswing Height(백스윌 높이)
Swing Direction(스윌 방향)
Swing Plane(스윌 플레인 )
Arm Finish(( 피니시 동작)
Speed(속도)

Step
(스 템 )

Direction(방항)
Rhythm( 리 듬)

Sliding Leg( 다리의 슬라이딩)
Upper BOdy(상체)
Release
(릴리 즈)

Balance Arm(왼팔의 균형)
Trail Leg(오른발)
Release( 렬리 즈)

Foot Speed vs. Arm swing Speed
Timing
(타이밍)

(발의 스템 속도

팔의 스윌 속도)

Last Step vs. Release
( 마지막 스템

206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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