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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자세와 균형이 왜 중요한가?
테리 래플린(Terry Laughlin)

앞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엉덩이와 다리를 얼마나 떨
어뜨리며 균형잡고 킥하는 것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드는지 보라.
머리를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떨어뜨리자마자 당신의 엉덩이는 올라가고 킥은 더 효율적으로 된다.
힌트: 풀 바닥을 보고 가슴을 물에 기대라. 아래로 내려박히는 방향으로(downhill) 수영하는 느낌을 받
는 게 맞다.
앞을 보는 게 왜 잘못인가?
많은 코치와 강사들은 자유형을 할 때에는 앞을 보되 이마의 머리선 또는 심지어는 눈썹이 수면에 걸리
게 하라고 가르친다. 어쩌면 코치들이 “시합에서 마지막 스트레치할 때에는 머리를 내리고 그대로 가라”
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머리와 가슴을 항상 내리고 있으라고 한다. 이렇
게 서로 안맞는 정보들을 듣다보니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하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 효율적인 수용의 핵심 요소는 균형과 몸 자세다. 머리를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
록 자연스러운 위치로 떨어뜨리면 당신의 엉덩이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가고 당신의 킥은 더 효율적으로
된다. 많은 영자들은 수영이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다고들 한다. 그들
은 힘들여 움직여서 지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수영하는 진짜 이유는 효율
적으로 수영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덜 힘들이고 더 빨리 수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머리, 엉덩이, 다리를 일직선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항력(drag, 물에서 뒤로 끌리는 힘)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머리와 어깨를 낮게 (위의 오른쪽 이미지) 가져가면 킥을 하지 않고서도 다리를 높게
띄울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은 자세로서 당신이 땅 위에 있을 때 취하는 자세이기
도 하다. 아래를 내려다 보면 가슴을 물로 누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영할 때에 몸 전체가 물에 의
해서 떠받쳐지게 된다. 풀부이 같은 보조 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미심쩍다면 직접 해 보시라. 한번은
당신이 가는 방향의 벽을 바라보면서 수영하고, 한번은 바닥을 보면서 정수리가 당신이 가는 방향을 향
하도록 해 보라. 어쩌면 연습이 약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오랜 습관은 버리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가면 롤링과 스트로크가 전보다 훨씬 쉬워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머리를 들고 갈 때에
사용하던 목 근육도 힘을 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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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한 마디: 수면에 수평으로 떠서 수영하고 가능한한 저항을 적게
만드는 것이 항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필요한 힘은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수영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싶다면 당신은 8배의 힘으로 수영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력을 줄이는 작업이 수영의 파워를 늘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http://www.svl.ch/svlimmat_bal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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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세와 뜨기로 더 빨리 수영하기
펠릭스 그뮌더(Felix K. Gmünder)

들어가는 말
빠르게 수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항력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에서 좋
은 자세와 균형을 통하여 저항을 줄일 수 있다. 파워를 높이는 것은 항력을 줄이는 것 다음 순서다. 미국
최고의 코치인 리쳐드 퀵(Richard Quick)이 왜 항력을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한다.

리쳐드 퀵은 최근 수년 동안 NCAA 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이었던 스탠포드 여자 수영팀의 수
석코치이다. 이 팁은 퀵이 하와이 호놀룰루의 푸나하우 수영팀을 위한 수영 클리닉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다.
항력
항력은 수영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수영자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필요한 파
워는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것은 모든 수영자가 팔 당기기와 발차기를 더 잘해도 수영 속도는
빨라질 수 없는 지점에 곧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파워를 높여서 더 빨리 수영하려는 수영자들은 곧 벽
에 맞서서 수영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좋은 자세와 균형 잡기를 통하여, 그리고 수영 싸이클 동안에 최
적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유선형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몸을 가능한한 유체역학적으로
만들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자세
레이시 부트웰(Lacey Boutwell)이 저항이 큰 자세(왼편)와 저항이 작은 자세(오른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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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높은 자세의 특징은 머리가 높고 (수영할 때에 앞을 보는 것) 등 아랫부분 (lordosis)이 아치처럼
휘는 것이다. 머리를 척추와 일직선이 되게 하라.
평영과 접영에서 숨을 쉴 때에 이런 머리 위치를 유지하라. 배영에서는 코가 언제나 똑바로 위를 가리켜
야 한다. 자유형에서 코는 숨을 쉬는 동안 위를 향하고 (옆으로 누워 글라이딩하는 자세) 바로 아래를 향
한다.
골반의 꼭대기를 뒤로 기울여서, 등 아랫부분이 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오른편) 이 자세는 등 아랫부분
을 벽에 대고 프레싱하는 것으로 연습할 수 있다. 등의 모든 부분이 벽에 닿는지 검사하라. 똑바로 앞을
보라. 양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턴 후에 벽을 밀 때처럼) 벽에 닿을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렇게 하
려면 어깨의 유연성이 좋아야 한다).
균형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면서 더 좋은 균형을 보여준다.

좋은 균형을 잡으려면 누운 자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엎드린 자세에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한다.
엎드린 자세에서 최적의 폼을 유지하려면 몸을 가능한한 길게 만들려고 하라. 그렇게 하려면 가슴이 몸
을 띄우는 부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력을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물 속으로
가볍게 누른다. 턱을 앞으로 내밀지 말라. 팁: 목을 길게 빼고 이중턱을 만들려고 하라. 여기서도 좋은 어
깨 유연성은 커다란 잇점이 된다. (오른편 그림을 볼 것.) 엉덩이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 발은 수면에 떠
있어야 한다. 가라앉는다면 몸을 죽 펴고 골반의 윗부분을 뒤로 기울여라. 누워서 뜨기는 더 쉽다. 이렇
게 수평으로 균형잡힌 뜨기 자세는 네 가지 영법 모두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http://www.svl.ch/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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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판을 추방하고 다리를 해방시키자(Kick Bored!)
테리 래플린

내가 열고 있는 성인 수영 캠프의 최고의 인기품목, 바로 핀, 패들, 부이 등 훈련 보조 도구들이다. 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킥판을 쓰지 않는다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단언한다. 아마도 모두들
D-데이에 연합군을 맞는 얼굴들처럼 행복한 얼굴들을 하게 되리라. 이것이야말로 킥이 약한 사람들,
대개는 건강을 위해 수영하는 분들과 크로스 컨트리 하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길이다.
무덤처럼 생긴 가벼운 판대기인 킥판은,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그걸 붙들고 발차기를
열심히 돌면 수영이 발전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킥판 발차기에 매진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영장에
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문 기구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킥이 나빠서 물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킥판을 붙들고 열심히 발차기해서 다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런데, 킥판
을 붙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은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몸이 뒤로 가 있을 때도 있
다.^^; 그럴수록 그들은 킥판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나아질거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당신이 매일 수영하는 사람이든 또는 날씨가
달리거나 싸이클링 하기에 너무 꿀꿀할 때에만 수영하는 사람이든, 당신의 발차기가 당신을 뒤로 붙들
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엉덩이와 다리다. 발차기도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
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다. 다리가 끌리는 것은 몸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 효과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 즉 수영하는 동안에 가슴을 누름(T자 누르기)으로써 몸의 상
체를 더 무겁게 만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상체를 누르면 시소처럼 하체는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면 아무리 약한 발차기도 더 이상 당신을 붙들지 않게 된다. 내 강습 학생들은 모두들
이것을 알고는 매우 좋아했다.
일단 몸의 균형을 바로잡은 후에는 발차기를 더 강하게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어떤 운동을 하건
강한 근육 뿐 아니라 유연성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수영선수들은 마루바닥에 앉아서 발을 앞
으로 뻗고 무릎을 편 채로 발가락을 마루바닥에 댈 수 있다. 수영 초보자라면 그 절반만 할 수 있어도
아주 유연한 편일 것이다. 관절에서의 극도의 운동성(비정상적인 정도의 유연함)을 얻는 대가는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달리기 선수가 매우 유연한 발목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 일어날 일이란
발목을 삐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발차기를 위한 첫 단계로 발목 스트레칭을 하는 건 좋
지만 당신이 달리기나 스쿼시, 테니스, 또는 야구 등을 한다면 발목 스트레칭을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나 풀 안팍에서 다리 힘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가? 이게 둘째 단계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영이 당
신의 최고의 스포츠라고 해도, 킥판을 붙들고 킥 연습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킥판은 수
중에서의 균형을 깨뜨린다. 양 팔을 킥판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누르면서 정확하게 킥
을 하겠는가? 다음으로, 킥판을 붙잡으면 엉덩이는 얼어붙게 된다. 킥판을 사용하면서 엉덩이를 롤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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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는 없는데, 팔 동작에 맞추어서 리드미컬하게 어깨 뿐 아니라 엉덩이와 몸체를 롤링을 해야 스트
로크를 통해서 추진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킥은 힙 롤링을 위한 외적인 비틀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몸
체의 롤링을 보상하여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므로 롤링 동작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킥판을 붙들고
엉덩이는 고정시킨채로 킥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엉덩이와 다리 근육의 상
호작용도 바뀌어버려서 당신이 아무리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더라도 그 힘은 수영을 빨리 하도록 돕는
힘과는 다른 것이 된다.
킥을 위해서 약한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오리발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오리발은 발목 유연성을 키워준다. 오리발을 신고 내려찰 때 오리발 날이 만드는 가
외의 압력 때문에 맨발 킥보다 발을 더 곧게 펴게 된다. 둘째 이유는 다리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이
것도 오리발의 큰 날이 역할을 한다. 오리발의 큰 날의 면적이 당신의 다리 근육에 더 큰 부하를 건다.
오리발을 신고 드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드릴들은 그냥 수영할 때보다 다리를 더 사용하게 만
든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수영에 필요한 근육이 강해진다. 드릴들은 수영할 때의
몸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스트로크의 효율성도 높이고 다리도 강화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한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옆으로 누워서 킥하는 연습을 하라. 수영장 길이를 한번
오갈 때마다 팔을 바꾸고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간다. 사이드 킥을 하면 오리발의 날이 수면 위로 차
는 법이 없어서 아주 효율적인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다. 물 속에서 킥을 연습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압이 커지는만큼 다리 근육에 부하도 더 걸린다.
수영 연습 세트의 일부에서 핀을 사용하라. 우리 대부분은 수영할 때에 킥을 그리 많이 하지 않으며
장거리 수영일수록 킥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그러나 오리발을 신으면 킥이 좋아져서 힘이 드는만큼 추
진력이 생기고 다리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오리발을 신고 킥 연습을 많이 할수록 다리는 강해진다.
끝으로, 어떤 종류의 오리발을 사용할까? 요즘 수영인들과 크로스 컨트리 훈련자들은 새로운 짧은 오
리발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오리발은 이미 발목 유연성도 좋고 킥도 강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
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발목 유연성과 강한 킥을 기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날이 넓은 오
리발이 더 나을 것이다. 긴 오리발의 넓은 날은 가치가 있다.
오늘 다리 운동을 좀 하겠다면 자전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인을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
도록 도울 수 있는 다리 힘을 기르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킥판은 제자리에 갖다두자.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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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드릴
테리 래플린

물에서 뜨는 것과 균형잡는 것은 효율적이고 빠르고 우아한 수영의 두 가지 핵심 요소다. 대부분의 수영
챔피언들은 코치에게서 배우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핵심 요소를 체득하고 활용한다.

1. 기초 드릴
양팔을 옆에 붙이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편안하게 킥한다. 당신의 킥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으면 오리
발을 사용해도 좋다. 아래를 향해서 (코가 아래로) 풀 바닥을 내려다 보는 자세로 시작한다. 풀 끝을 보려
고 고개를 들지 말 것. 물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오른쪽 어깨로 기대라. 엉덩이의 오른쪽
끝부분과 오른팔은 물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라. 이 자세를 취하기가 보기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다.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연습하라. 일어서서 숨을 쉰다. 어쩌면 베이비 풀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내려다 보면서 균형 잡기가 편안하게 되면 이제 고개만 돌려서 숨쉬라. 옆으로 누운
자세가 편안하지 않으면 또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면 등으로 눕는 자
세가 되도록 몸을 조금 더 돌려본다. 머리를 감추라. 코를 위로 향하게 하되 (턱과 이마가 수면에 걸린다)
머리는 척추와 일직선이 되게 하라. 양편으로 연습하라.

2. 기초 드릴
양팔을 옆에 붙인 자세에서 균형잡기가 완벽하고 편안하게 된다고 느끼면, 몸 자세를 바꾸지 않은채로
왼팔을 앞으로 뻗는다. 팔이 앞으로 곧게 뻗어야 하며 (손이 수면에 너무 가까이 와서는 안된다), 이상적
인 자세는 뒤통수와 낮은 어깨/팔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적어도 거의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풀 위
에서 그리고 물 아래에서 보고 자세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것.

숨을 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머리를 공기 쪽으로 (코를 위로) 돌린다. 이 때에도 머리는 감추고 얼굴면만
나오게 한다. 나머지 사항은 드릴1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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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초 드릴들이 편안하게 되면 배영(“레니 크레이젤버그는 왜 그렇게 빠른가” 참조)이나 자유형(“효율
적인 자유형 배우기”)을 해보라.
믿거나 말거나, 최고의 선수들은 이런 자유형 테크닉을 구사한다. “그랜트 해킷과 이언 써프의 수영 테크
닉 분석” 참조.
정말로 빨리 수영하고 싶다면 마구 휘두르지 말고 힘을 빼고 물을 느끼라. 이것이 올림픽 코치인 제나디
투어레츠키가 주는 팁. (“포포프와 클림 같은 효율적인 자유형” 참조)
http://www.svl.ch/basic_dril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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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누르기
테리 래플린

대부분의 수영인들은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쎄게 연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수
영에서 기칠역삼(기술이 70%, 체력이 30%)을 인정하는 소수의 수영인들조차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방향은 잘못되어 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의 팔과 다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왜 잘못인가? 물 속에서 몸을 당기는 건 팔이니까 그걸 주목하는 게 마땅하다는
건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 안 그런가? 당신의 수영 기술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 고칠 부분은 당기는 동
작 아니겠는가?
물론 많은 코치들은 이런 생각을 강조한다. 거의 모든 수영 코치와 강사들은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
고 가르친다. 그들은 풀을 따라 움직여가기 위해서 팔을 어떻게 움직여서 당길 것이며 다리를 어떻게 움
직여서 킥을 할 것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팔 스트로크--손은 어디로 가며 얼마나 깊게 당기며 손바닥은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이며, 등등--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수영하는가에 대하여 실제로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칠 뿐이다. 전적으로 잘못된 풀링 패턴을 가진 수영인이 거의 완벽한 풀 동작을 배운다면 그는 시간이
약 5~10% 정도 단축되는 정도의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1000배는
높고, 따라서 자신의 몸을 미끄럽게 만드는 기술을 모르는 수영인들에게 엄청난 항력을 만들기 때문에
항력을 최소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수영 속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몸의 자세와 위치를 눈에 띄게 개선한 수영인은 속도와 스트로크 효율성의 면에서 곧
바로 20~30%의 향상을 얻게 된다. 이것은 내가 내 수영 캠프에서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목격해 온 현
상이다.
항력을 줄이는 방법은 “안에서 밖으로(Inside-out)” 사고방식에서 시작한다. 먼저 머리와 동체의 중심을
바로 잡고 균형을 잡으라. 수영 배우는 과정의 훨씬 뒷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팔 스트로크를 완성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몸이 균형잡히고, 유선형이 되고, 안정된 자세가 되지 않고서는 가장 강력
하고 효과적인 당기기라도 항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낭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항력은 몸의 자
세를 간단히 바꾸는 것으로도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당신의 몸이 먼저 균형잡혀 있고 안정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스트로크에서 파워를 극대화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
건은 신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당신이 풀에서 할 수 있는 그밖의 어떤 것들도 수영의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그만한 차이를 낳지 못한다.
물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인간에 관한 어떤 물리적인 사실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신체는
땅 위에서 균형잡고 움직이도록 적응되어 있다. 다리가 길고, 몸무게의 많은 몫은 허리 아래에 속하며 허
리 위의 신체는 대개 부피만 크다--다른 건 접어두더라도 허파는 그냥 빈 공간이다. (물고기는 정반대의
문제를 갖고 있다. 물 속에서 균형잡도록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물고기의 꼬리로 땅에서 바로 서려
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물 속에서 우리는 양쪽 겨드랑이 사이는 매우 큰 부력을 받으
며 허리 아래는 바윗덩어리 비슷하다. 누구에게나 더 길고 더 무거운 쪽이 가라앉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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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살찐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이 적다. 나는 많은 삼종경기 선수들과 크로스 훈련하는 육상선
수들로부터 자기들은 너무 말라서 아마도 수영은 결코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돌덩어리예요. 난 좋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을 거예요.”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올림픽 수영 선수들
도 모두 육상선수들이나 삼종경기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날씬한데도 그들은 완벽한 자세를 갖고 있다. 그
들은 당신들 대부분보다 더 빠르게 수영하기 때문에 물을 더 높게 탄다. 그러나 어느 수영인이든 그들과
마찬가지로 잘 균형잡힌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덜 힘들이고 더 빨리 수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초보 수영자들은 킥을 더 열심히 해서 (몸이 가라앉는 것을) 보상하려고 한다. 이건 낭비다. 특
히 당신이 삼종 경기의 첫 종목으로 수영하고 있는 거라면 더 그렇다. 당신이 수영하는 동안에 제일 아끼
고 싶은 근육이 아마도 다리일 것이다. 이건 자전거 타고 달릴 때 써야 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시소할
때처럼 몸을 균형잡을 수 있다면, 상체에 길이와 무게를 더해서 하체를 힘들이지 않고 띄울 수 있다면 어
떻겠는가? 이게 바로 “T자 누르기”이다. 내가 말하는대로 하면 당신의 엉덩이는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
지 않고 수면을 따라서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머리를 사용하라. 머리를 척추와 엉덩이에 연결시키면 당신의 상체의 길이는 약 30cm, 무게는 약 7Kg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제일 먼저 곧은 쇠막대기로 당신의 머리, 척수, 엉덩이를 꿰고 있다고 상상하라.
머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서 그 선에서 벗어나면 (많은 초심자들이 숨쉴 때에 이렇게 한다), 당신의 엉덩이
는 가라앉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
T자를 누르라. 턱에서부터 흉골까지 수직선을 그리고 한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까지 수평선을 그리면 그
두 선은 당신의 “T”자에서 만난다. 수영하면서 그곳에 기댐으로써 당신의 상체에 당상한 무게를 더하라.
(수영하면서 양 어깻날을 누르는 사람처럼 하면 된다.) 롤링할 때와 숨 쉴 때에도 T자 누르기를 유지하라.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체로 그게 전부다. 따로 에너지를 들일 곳도 없으며, 성가시게
가라앉는 엉덩이를 띄우기만 하면 된다.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T자 누르는 법을 배우기 위한 다음의 짝
지어서 하는 드릴을 해보라.
마루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선다. 팔은 옆으로. 파트너의 안쪽 팔목이 당신의 턱에, 그리고 파트너의
팔굽이 당신의 흉골에 닿게 한다. 턱과 흉골에 똑 같은 압력을 주면서 앞으로 기댄다. 파트너는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해준다. 제대로 될 때까지 균형을 다시 잡고, 몸을 곧게 편채로 유지한다.
마루에서 제대로 되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했다가 물 속에서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라. 수영하면서 턱에
기댄다는 생각은 참으로 멍청한 소리라고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땅 위헤서 연습한 것과 똑같이 그
곳을 꾸준히 누르고 있는 것이 물 속에서 균형잡는 열쇠이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엉덩이와 다리를 수면으로 뜨게 하되, 엉덩이의 수영복이 수면에 닿을랑말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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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자세를 취한다. 파트너가 보고서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팔을 옆에 붙이고, 머리는 척추와 엉덩이
선에 맞추고, 턱과 흉골에 기댄채로 복부에서부터 가볍게 킥한다.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들 수 있다. 어
쩌면 처음에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누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머리를 물
속에 완전히 묻지 말 것.
이제 짧은 거리(25야드 또는 그 이내) [미국에서는 25야드가 보통 수영장의 길이인 모양입니다. 1 야드는
0.9144미터로, 25야드 풀은 25미터 풀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세요.]를 T 누르기를 유지한 채로 균형

잡힌 킥으로 가 볼 준비가 되었다. 숨 쉬기 위해서 턱을 들 때마다 T 누르기와 균형은 깨진다. 그때마다
다시 균형잡는 연습을 하라. 스트로크를 하면서 실험해보기 전에 이 동작을 적어도 10분동안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T 누르기에 도사가 되었으면, 그 자세로 교대로 킥하면서 가고 수영하면서 오는 식으로 한다.
힘을 제대로 쓰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짧은 거리(25야드)만 한다. 이제 당신의 엉덩이는
가볍고 다리는 편안하게 느껴져야 한다. “T자 누르기” 하면서 수영할 때에 받게 되는 주된 감각은 아래
로 내려박히면서(downhill) 수영하는 느낌이다. (어떤 삼종경기 선수는 그것이 강한 바람 속으로 달리면
서 바람에 기대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묘사한 적이 있다.) 당신이 자유형을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등의 양
어깻날 사이를 내리 누르고 있는 것처럼, 수영하는 동안 누르기를 꾸준히 유지하라. 누워서 수영하는 중
이라면 뒤통수와 어깨 날에 기대되, 머리를 뒤로 제쳐서는 안된다. 뒤로 누워서 수영할 때에는 턱이 약간
당겨진 자세를 유지한다.
이건 대단한 일도 아니다. 토털 이머전 캠프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약 1시간이면 T자 누르기를 마스터한
다.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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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누르기는 어데로 갔나?(No More Buoy Pressing?)
테리 래플린
오랜 토털 이머전 팬들 중에는 예전의 우리 워크샵과 비디오들, 그리고 내 책과 다른 글들에서 그렇게 많
이 등장했던 몇 가지 용어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Freestyle Made
Easy» 비디오/DVD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고, 혹시 여러 해 동안 토털 이머전 테크닉을 연습해온 분
들 중에는 어떤 테크닉이 사라졌고 어떤 테크닉이 남아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로즈빌의 짐 셰어러란 분이 내게 보내온 다음의 이메일은 내가 받은 전형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테리 선생님,
최근에 저는 «Freestyle Made Easy» DVD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드릴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네
요. 전부 충분히 이해할만 것들이었지만, 저와 다른 수영인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익혀오던 토털 이머전의
단어들 몇 개가 사라졌더군요. 예를 들어, "T자 누르기", "무게 없는 팔" "손 교체하기" "스트로크 횟수 세
기" 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개념들 아직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짐
짐 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강습 과정은 지난 15년 동안 상당히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학
습에 장애물들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가능한한 쉽게 영법 전체 동작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드릴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백회의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의 강습생들이
다양한 퍼즐들과 씨름하면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통하는 것
을 볼 때 우리는 강습법을 수정했고, 워크샵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맞추어서 강습 교재들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개념들을 한가지씩 말씀드리죠:
T자 누르기(T-pressing, or Pressing the Buoy) - "T자 누르기" (가슴으로 기대는 동작을 좀 생생하게
표현한 것)는 예전에 엉덩이와 다리를 수면으로 들어올리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가르칠 때 핵심 요소였습
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수영자들의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저는 균형잡기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다음
의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1) 그들은 머리를 척추와 동일
선 상에 두고 시선은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 그들은 손을 입수하자마자 머리 아래로 꽤 큰 각도
로 뻗었습니다. 균형을 못 잡는 사람들은 머리를 높게 두고 손을 뻗을 때면 손을 수면으로 퍼올리는 것이
었습니다. T자 누르기의 감각은 제대로 했을 때에도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
떤 근육을 사용해요?"라는 식으로 묻는 수영인들이 종종 있었지요. 게다가 결정적인 정의에 도달할 수 없
었습니다. 가슴을 평평하게 하고 양팔을 옆에 붙였을 때 (토털 이머전 책의 첫번째 드릴) 효과는 아주 명
백했습니다. 가슴을 누르면 엉덩이라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가슴을 평평하게 하는 자세는 수영하
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수영할 때 취하게 되는 옆으로 회전한 자세에서는 극적인 효과는 사라지
고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드릴에서도 더 이상 가슴을 평평하게 하는 자세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T자 누르기 대신 머리를 척추와 동일선 상에 두기를 강조합니다. «Freestyl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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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의 물고기 드릴은 이런 머리 자세를 가르치는 데 비할바 없이 효과적임이 드러났습니다.
무게 없는 팔(the weightless arm) - 이 개념은 균형에 도달하고 나면 머리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더 이
상 팔에 기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감각을 가리키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이 좋은 수
영자들은 거의 언제나 손가락 끝을 아래로 해서 팔을 머리 아래로 뻗는다는 것을 알고는 표현을 바꾸었
습니다. 그래서 팔을 직접 강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을 앞으로 뻗을 때에는 아래로 물을
가르며 들어가라 그리고 곧바로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라. 수영자가 균형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팔의 입수 각도는 더 가파르고 깊어져야 한다." 무게 없는 팔이라는 개념은 손가락 끝을 위로
해서 수면을 향해서 손을 퍼 올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케이팅 드릴에서도 새로
운 팔의 자세를 가르치며, 언더스케이트 드릴, 지퍼스케이트 드릴과 다른 모든 스윗치 드릴을 통해서 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더스케이트 드릴: 머리를 정렬하고, 팔은 아래 방향으로 뻗으며 되돌리는 손은 코 밑을 지난다.

손 교체하기(Hand-Swapping) - 이것은 자유형에서 언제나 한 손을 머리 앞에 둠으로써 "키 크게" 수
영하기 위한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어를 바꾸어
서 "스윗치 타이밍"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그 타이밍을 배우고, 각인하고, 다듬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들을 보탰습니다. 언더스윗치에서는 뻗고 있는 팔을 스트로크 시작하는 시점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
니다 – 되돌리는 손이 코 아래에 보일 때 시작하면 됩니다. 지퍼스윗치에서는 되돌리는 손이 귀에 닿으
면 스윗치합니다. 그리고 오버스윗치에서는 손이 물안경과 나란히 올 때 스윗치합니다. – 그리고 입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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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Ear Hops"를 연습하게 됩니다. 연습할 때에 이런 점들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런 기술들을 더 다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트로크 횟수 세기(Stroke Counting) - 스트로크 카운팅은 토털 이머전 수영법의 핵심으로 여전히 유
효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쓰는 책마다 강조해 왔고 토털 이머전 매거진이나 다른 잡지들에 기고하는
글들에서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개념을 더욱 강조해서 스트로크 횟수의 범위를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또 어떤 횟수로 수영하든 부드럽게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야드 수영장에서 제 스트로크 횟수 범위는 11~15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 T자 누르기가 초점이었던 당시부터 토털 이머전을 연습해 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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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의 기본 자세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

나는 수영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최신의 정보도 얻고 수영 교습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코치 클리닉에도 나가고 수영 캠프에도 간다. 지난 1년 여 동안 나는 테리 래플린, 에멋 하인즈,
빌 부머와 탐 아비셔스 등 최고의 코치들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삼아서, 당기기와 킥하기 보다 몸의 자
세를 훨씬 더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변화란 길고 느린 과정이다. 나는 이 글에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자세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던 걸 기억하는가? “얘야! 똑바로 앉
아.” “그렇게 의자에서 웅크리고 앉으면 안 돼.”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당시에 그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나이 서른살에 척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신체의 각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을 잘 다룰 필요가 있
다.
물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개의 수영인들은
자세에서 눈에 확 띌 정도의 결함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결함 때문에 그들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가거나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수영을 빠르게 하는 데에 있어
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는 항력을 최소화하고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물에서
나쁜 자세를 극복하는 데에 써야 한다면 어느 편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 개월간 촬영된 스누퍼
비디오를 통해서 나는 대부분의 수영자들이 스트로크에서 대부분의 시간동안 올바른 정렬자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빨리 수영하려면 더 열심히 젓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낮은 심박수로) 같은 속도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심박수를 낮게 유지하면
더 긴 시간동안 더 좋은 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에서 자
세를 개선하기 위한 첩경은 이렇다.
물에서 몸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물에서 무게가 안 나가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몸의
무게 중심은 배꼽 위 약 15센티 지점인데 부력의 중심은 양 어깨 사이이기 때문이다. 머리와 가슴을 물로
가볍게 누르면 수면에서 완벽한 수평 자세로 뜰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수영자는 매우 드물다. 보
통 머리가 엉덩이보다 훨씬 높게 있어서 양 다리는 아주 열심히 킥을 해야 하고, 양 팔로는 앞에 멀리 뻗
어서 물을 잡는 대신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래로 눌러야 한다. 이렇게 다리를 열심히 놀리고 또 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팔 스트로크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심박수는 올라간다.
장축 회전 수영(자유형&배영)을 위한 콜린스의 규칙
규칙1:
부이(buoy)를 계속 눌러주어서 (T자 누르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수평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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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중 어느 때이건, 특히 숨을 쉴 때, 머리를 엉덩이보다 높게 들면 절대, 절대로 안된다! 두개골에
서 척추를 통해서 꼬챙이가 꿰어져 있어서 몸을 완벽하게 정렬시켜놓고 있다고 상상하라. 숨을 쉴 때에
도 머리를 들지 말고 단지 돌리기만 하라. 꼬챙이의 끝은 언제나 수영해서 나아가는 반대편 풀 벽을 향하
고 있어야 한다.
규칙2:
스트로크 패턴의 4분의 3동안 “무게 없는”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두어서 “긴 배” 자세를 유지하라. 이것
은 전사분면 자유형(Front Quadrant Freestyl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팔을 앞으로 길게 뻗으면 되돌
리기(recovery)하는 팔이 귀를 지날 때까지 엉덩이가 옆으로 회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규칙3:
배로 엎드려 수영하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수영하라. 엉덩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미끌어져 감으로써
풀을 스케이팅하며 내려가라. 양 팔이 물을 쓸어갈 때 파워를 주기 위해서는 엉덩이의 회전을 사용하라.
속도를 올릴 때에는 엉덩이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것이지 팔만 빠르게 휘둘러서는 안된다.
규칙4:
“스텔쓰 킥”을 하라. 수면 바로 아래서 좁고 꾸준한 킥을 차라. 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의 소용돌이
밖으로 다리가 나와서는 안된다. 양 다리는 엉덩이보다 아주 많이 낮게 떨어지면 안되며, 수면을 지나치
게 차고 올라와서도 안되고,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가위질해서도 안된다.
규칙5:
추진력을 높이려면 “상완을 수직으로 당기는 법”을 발전시켜라. 나는 캐치할 때에 팔꿈치를 수면 가까이
유지하고 손가락을 바닥을 향하게 하는 것이 “S”자 당기기 패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
지만, 잊지 말라. 이것은 마지막 단계이며 규칙1~규칙4까지가 당신의 근육 기억에 철저하게 스며들 이후
에야 비로소 강조될 사항이다.

Michael Collins is currently the head Masters Coach for Irvine Nova Aquatics as well as
the head age group coach. This article was written when Mike was the head coach of the
Davis Aquatic Masters (from Jan. 89 to 1997) where he published a workout book entitled
A DAM Good Year. Mike has served as the USMS Coaches Committee Chairman (19941998) and was named the USMS Coach of the Year 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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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올바른 방법
테리 래플린

싸이클링이나 달리기 같은 스포츠에서 호흡 규칙은 단순하다. 숨쉴 필요가 있는가? 그럼 숨쉬라. 숨이 더
필요한가? 그럼 더 쉬라. 산소는 필요할 때마다 있다. 생각 따윈 필요도 없다. 수영은 사정이 다르다. 근
육에 필요한 산소를 얻는 그 간단한 동작이 수영에서는 초심자들과 크로스컨트리 훈련자들을 애먹이는
어렵디 어려운 일이다. 숨쉬기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몇 바퀴 돌지도 않았는데 지쳐버렸는가? 어쩌면
당신의 숨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숨쉬기가 제대로 안 되면 좋은 운동은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수영
장을 떠나는 일도 생긴다.
서툰 호흡은 수영의 다른 어떤 동작보다 미숙한 수영자를 물 속으로 더 잡아당긴다. 이 사람들이 물에 얼
굴을 묻고 나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부드럽다. 그러나 조만간 그들은 공기를 얻으려고 고개를 돌릴 수밖
에 없고… 에고고! 그 순간 그들은 물 속에서 미끄러져가지 않고 물에 쟁기질을 한다. 그들은 1분에 40
내지 60번 (25야드마다 약 10번)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숨쉬기는 스
트로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실제로 스트로크에 힘을 더해줄 수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숨을
안 쉴 때보다 숨을 쉴 때 더 롤링을 크게하게 되는데, 몸체의 롤링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열
쇠는 머리를 돌려서 숨쉬지 말고 몸을 롤링해서 숨쉬는 데에 있다. 얘기의 전말은 이렇다.
수영 기법의 모든 측면 중에서 자유형의 호흡은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대목이다. 이 오해 중 한 가지는
앞서 말한 것--호흡은 머리를 돌려서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앉아서
편안하게 이 글을 읽는 동안 머리를 가운데로부터 90도 돌려서 턱이 한쪽 어깨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려보라. 대개 목을 이 정도 자유롭게 돌리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일은 목과 어깨 윗 부분에 상당한 긴장과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똑 같은 머리돌리기 실험
을 하되, 이번에는 대개의 수영인들에서 전형적인 머리 위치가 그렇듯이 턱을 든 상태로 머리를 돌려보
라. 긴장과 불편함은 더 커진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코치들은 숨 쉬는 동안에 머리 돌리기를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하라고 가르
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틀렸다. 몸을 수평으로 유지한 자세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것은 수영인들
사이에 전형적인 동작이기는 한데, 이것 역시 긴장을 일으키는 동작이다.
마지막으로 숨 쉴 때에 머리를 들려는 아주 강력한 원초적 본능이 있다. 아기건 어른이건 수영을 모르는
사람을 깊은 물에 넣으면 그들의 강력한 생존 본능은 머리를 수면 위에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게 만든다. 이 뿌리 깊은 본능이 계속 남아서 미숙한 수영자들에게는 아주 극적으로, 그리
고 숙련된 수영자들에게는 아주 미묘하게, 숨쉬기 동작에 영향을 준다. 이런 스트로크 에러를 한 시간에
2500번을 되풀이한다면 가장 매끄러운 수영 폼을 가졌어도 경련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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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숨쉬지 않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다. 위에서 말
했듯이, 머리를 돌려서 숨쉬려고 하지 말고 몸의 롤링을 이용해서 머리가 공기 있는 곳으로 가도록 만들
므로써 숨쉬어야 한다. 이때에 머리는 당신의 척추와 나란한 위치여야 하고 턱은 (들지 말고) 가슴에 가
깝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갑자기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수영을 시
작하게 된다. 숨 쉬기를 올바로 하도록 스트로크를 고치는 방법을 네 가지 소개한다.
머리를 감추라. 몸 롤링으로 숨을 쉴 수 있으려면 쉽고 부드럽게 롤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앞을
바라보고 수면이 이마에 닿도록 머리를 들라는 아주 오래된 수영 “규칙”을 무시해야 한다. 앉아서 이 글
을 읽는 동안에 머리를 그런 위치로 들고 있어 보기만 하면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자세고 척추 전체에
긴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머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 즉 당신이 수영하지 않
을 때의 머리 위치에 두면 엄청난 불필요한 근육 긴장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숨쉬지 않을
때에 물이 뒤통수로 얇게 흐르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숨쉬기 위해서 롤링을 할 때에도 그 선을
유지하라.
롤링으로 숨쉬라. 머리를 올바른 위치에 두게 되었다면 이걸 해보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똑바로 앞을 보
고 머리는 척추선과 나란히 둔다. (이 자세에서 척추와 머리까지 쇠막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하라.) 오
른 팔을 곧게 들어서 머리 위로 펴는데, 이두박근이 귀를 누르도록 뻗는다. 이제 몸 전체를 왼편으로 90
도 돌린다. 이때에 턱과 가슴은 떨어지지 않게 한다. 마치 군대에서 좌로봐 같은 동작이다. 이것이 자유
형에서 숨쉬기의 이상적인 동작이다. 목표는 완전히 균형잡힌 자세로 롤링을 하면서 머리와 몸을 나란히
두는 것이다. 롤링의 각도는 머리를 더 돌리거나 들지 않고도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실
제로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배꼽으로 숨쉰다고 상상한다면 거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몸의 리듬과 함께 숨쉬라. 당신의 스트로크 리듬은 몸 롤링 리듬이다. 방금 설명했듯이 당신은 몸을 롤링
함으로써 숨쉰다. 따라서 숨쉬기와 스트로크 리듬은 분리될 수 없다. 초보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잘못은 숨쉬는 편으로 기울었을 때 그 자세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감으로써 숨쉬는 시간을 벌려는 동작이
다. 토탈 이머전 캠프에서 가르칠 때에 나는 공기가 있는 곳으로 롤링해서 숨쉬고 곧바로 반대편으로 롤
링해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강조한다. 스트로크를 더 빨리 하고 싶다면 몸 롤링 리듬을 빠르게 하라.
그러면 숨도 더 빨리 쉬게 된다.
날숨을 강조하라. 이 규칙은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귀중한 공기를 허파에 가져다 주는
것은 들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숨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입을 열고 물을 뱉으면 공기는 자동
으로 허파를 채운다. 당신은 각 스트로크 싸이클에서 들숨보다는 날숨을 쉬는 시간이 더 길다. 허파에서
못쓰게 된 공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력에 도움을 받으
려고 가슴에 공기를 좀 남기려고 하거나 물 속에서 숨을 멈추는 본능적인 반사적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
게 숨을 멈추고 있으면 당신은 곧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근육이 산소 결핍으로 아우성치고 있
는데 조금 더 높게 뜨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 허파에 이산화탄소를 가득 담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된다.
공기와 물은 압력 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더 강력하게 내쉴 필요가 있다. 숨을 쉰
다음 머리를 물에 넣는 순간부터 날숨을 시작하기 때문에 호흡 싸이클의 대부분동안 당신은 물에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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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쉬고 있어야 한다.
이제 기초를 마스터했으면 양편 호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양편으로 숨쉬기를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대개 이것을 하지 못한다.
거의 모든 수영인들은 숨쉬는 데에 어느 한 편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편한 쪽으로 내내 숨쉬게 된
다. 다른 편으로 숨쉬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지고 따라서 그런 시도는 관두게 된다. 가뜩이나 편치 않은
물 속에서 더 어색하게 느낄 필요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만 숨쉴 때에 생기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스트로크는 한편으로 기울게 되어서 대칭이
깨진다는 것이다. 한 시간 수영하면서 숨쉬는 편으로 몸을 아마도 1000번 가량 돌릴 것이다. 이것은 당
신의 동체 근육이 그 방향으로 더 당겨지고 다른 방향으로 덜 당겨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백 시간의 수
영 시간을 곱해보라. 당신은 영원히 기울어진 스트로크를 하고 있게 된다. 최선의 치료는 양편 호흡이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세번째 스트로크마다 숨쉬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두번째 스트로크마다 숨쉴 때보
다 삼분지 일이나 숨을 덜 쉬어야 한다. 편안하게 수영하는 동안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지만 좀 심하게
수영하려면 이건 힘들 수 있다. 내 해결책은 갈 때에는 오른편으로 숨쉬고 올 때에는 왼편으로 숨쉬는 것
이다. 이렇게 하면 두번에 한번씩 숨쉬면서도 양편으로 숨쉬기를 할 수 있다. 나는 수영을 좀 더 격렬하
게 할 때에는 내게 자연스러운 방향인 왼편으로 숨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쉽게 수영할 때 오른편으로
숨쉬기 함으로써 균형을 잡기도 한다. 내 목표는 양편으로 똑같이 숨쉬는 것이다.
양편으로 편안하게 숨쉴 수 있으려면 덜 자연스러운 편으로 숨쉴 때에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옆으로 누워서 균형잡기를 연습해야 한다. 만일 오른편으로 숨쉬기가 편안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왼편으로 롤링할 때에 균형이 좋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방향으로 좀 더 쉽게
숨쉬도록 연습하라. 수영장에만 다니는 동호인이 아니고 삼종경기를 한다거나 야외 수영 시합이라도 한
다면 양편으로 편안하게 숨쉬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내가 숨을 멈추고 록키 산맥 정도의 높이를 오를 수 있을까? 무호흡 훈련은 약 25년 동안 코치들 사이에
서 인기를 누려왔다. 의도는 수영선수들이 숨쉬지 않고 수영하는 불편함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익
숙하게 만들어서 고지대 훈련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코치들은 상당히 쎄게 수영하는 동안
에 5, 7, 9회 스트로크마다 숨쉬는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무호흡 훈련은 혈액 내 이산화
탄소량을 늘릴 뿐 별다른 훈련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숨을 드물게 쉼으로써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공기를 덜 마시면, 에너지
대사는 산소의 가용량에 의해 제한되므로, 몸 동작은 늦춰지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더 적은 에너지를 쓰
면서-- 수영하게 된다. 산소를 덜 공급하면 당신은 에너지 대사율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5회나 7회 스트
로크마다 숨쉬기를 하면 수영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 미묘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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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쓰는 훈련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숨 쉬기 사이에
몸 롤링은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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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유형
테리 래플린

아래 사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유형은 실제로 매끄러운 자유형을 쉽게 배우기 위한 기초 드릴이다.
이것은 이언 써프와 그랜트 해킷의 수영 테크닉이다. 이 테크닉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일주일에 1~3회 연습한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까지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수영하는 연습(1-3단계)을 아주 자주하라. 한쪽 자세에서 다른 쪽으로 몸을 회전시키고 또
다시 원위치로 회전시키는 연습을 하면서 몸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느끼려고 하라.
목표는 몸이 글라이딩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풀의 길이를 더 적은 스트로크 횟수로 가면서도 속도
를 유지하거나 더 빨리 수영하는 것이다. 당신의 스트로크 횟수를 세라.

물에서 완벽한 균형: 왼쪽으로 누워서 수영한다. 오른편 팔이 위로 올라와 있고, 얼굴만 호흡을 위해서
밖을 보고 있다. 왼팔은 앞으로 뻗고 있다. 이것이 가장 매끄러운 몸 자세다. 무게가 안 느껴져야 한다.
힌트: 이것은 자유형을 배우는 초보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연습이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사이드킥을 한다.
킥이 너무 약하다면 핀을 신어도 좋다. 정말로 빨리 수영하고 싶다면 마구 휘두르지 말고 힘을 빼고 물을
느끼라. 이것이 올림픽 코치인 제나디 투어레츠키가 주는 팁.

다음으로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아래에서 수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하라. 이 자세에서 불
편하다고 느끼면 얼굴을 다시 위로 돌린다. 다음 단계는 머리를 아래로 돌려서 풀의 바닥을 보는 것이다.

아래를 볼 때에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몸은 수평으로 곧게 뻗고 있어야 한다. 오른팔은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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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요한 점: 머리는 항상 물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오른편 팔의 되돌리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얼굴을 아
래를 향해서 풀 바닥을 보고, 몸은 여전히 왼편으로 균형 잡고 있다.

되돌리기 중에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힘을 뺀 채로 길고 미끄러운 자세를 유지한다.

물에 통나무가 떠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의 강력한 몸 동체 근육을 사용하여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롤링
을 시작하라. 오른 손이 물에 닿자마자 왼팔이 당기기를 시작한다. 통나무처럼 롤링하라. 이 지점에서 전
사분면 수영법(Front quadrant swimming)의 개념을 고려할만하다.
스트로크 싸이클의 이 지점에서 턱과 왼쪽 어깨의 거리를 생각하라. 다음 사진은 머리가 어떻게 동체와
함께 회전해서 숨을 쉬는지 (이 차례에서 숨을 쉬기로 결정했다면) 보여주며, 또 턱이 어깨에 가까이 붙
은 채로 잠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 속의 통나무를 생각하라: 강력한 동체 근육들을 이용해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롤링을 시작한다. 오른
손이 물에 닿자마자 왼팔이 당기기를 시작한다. 통나무처럼 롤링하라.
숨을 쉬지 않기로 했다면 머리는 몸을 따라서 회전하지 않는다. 대신 숨을 쉴 차례가 되기 전에는 머리는

24

언제나 아래를 바라본다.
숨을 쉬기로 했다면 머리는 몸을 따라서 회전한다. 이때에 턱은 어깨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라.

…. 통나무처럼 롤링하기 계속 - 머리가 어떻게 몸과 함께 회전하는지 보라.

시작 때의 자세로 되돌아오면서 마친다, 단지,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누운 자세. 풀 바닥을 바라보기 전에
숨을 들이쉴 때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싸이클을 시작한다.
이런 동작을 따라할 수 있으면 계속 연습하라. 다음에는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각 단계들을 부드럽
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는 전체 단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해 보시라!

http://www.svl.ch/crawl/freesty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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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게 수영하기: 알렉산더 포포프를 닮는 방법 한 가지
테리 래플린

호주의 퍼쓰에서 1월에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의 남자 50미터 또는 100미터 자유형 결승을 혹시
보셨다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영선수 여덟명에 대해서 뭔가 좀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농구팀을 만들어도 꽤 잘 하게 생겼다. 이점은 1996년 올림픽의 단거리 시합이나 또는 1994년
세계 선수권이나 또는 1992년 올림픽 등등 어떤 시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남자 단거리 선수들은 모두 약 190cm 이상 되어 보인다. 여자 선수들은 보
통 175cm 이상은 된다. “단거리 시합은 보통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데, 키가 크면 더 긴 팔
을 이용해서 마지막 터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리가 길면 플립턴을
할 때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득이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
실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고, 또 이것이 과히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런 잇점들이 아슬아슬한 단거
리 시합에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키가 커서 얻는 가장 중요한 잇점은 긴 팔이나 긴 다리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배
(vessel)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150년도 더 전부터 선박제조기술자들은 배가 길수록
대체로 속도 포텐셜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라우드 법칙(Froude’s Law)에 따르면 물에 잠긴
배의 넓이에 대한 상대적 길이를 늘리면 물의 항력(drag)은 줄어든다. 항력이 작아지면 속도는 커진다.
따라서 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배를 짓기 전에 그 배의 “프라우드 수(Froude Number)”를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넓은 바다에서 20노트의 속도로 달리는 100피트 길이의 비와 수영장에서 초당 2미터를 헤쳐가려
고 노력하는 190cm 정도의 수영선수 (게다가 그 “배”는 스트로크할 때마다 계속 형태를 바꾸어간다)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몇몇 코치들은 수영선수들이 좀 더 “프라우드
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신체역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대략 초당 자기 키의 두배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는 것도 이점을 입증한다. 다
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195cm의 수영 선수는 180cm의 수영선수보다 1분을 수영하는 시합에서
약 9m를 득보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들이 전부 농구선수처럼 생긴 이유를 알 수
있다. 자연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다행히 그렇게 큰 키를 타고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보통 키의 수영인이 속도 포텐셜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잘 의식하고 연습한다면 키의 잇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보다 조금 큰 상대라면 키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키 크게 수영하기
(Swimming Taller)다. 두번째 기술은 내가 물고기 같은 수영(Fishlike Swimming)이라고 부르는 방
법이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자기 키에 관계 없이 자신의 속도 포텐셜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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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수영법의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키 크게 수영하기 역시 우리 중 98%의 사람들에게는 자연
스럽지도 본능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은 팔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생각함으로써 좀 더 키 크게 수영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팔을 레버로 사용해서 풀의 물을 누르고 당긴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물에서 스트로크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스트로크를 더 빨리 한다면 우리는 더 빨리 움직
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트로크를 빨리 가져가면 스트로크를 잘라먹게 되고 따라서 거의 언
제나 수영을 더 “키 작게” 하게 되기 마련이다. 키 큰 수영을 하려면 팔을 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배를 길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한다.
얘기는 이렇게 된다: 빨리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스트로크하는 거라고 생각
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에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빨리 움직이면 항력(drag)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더 들게 된다. 항력
을 줄이면 주어진 속도에서 수영하는 데에 필요한 힘은 크게 줄어든다. 각 스트로크 싸이클에서 가능한
한 긴 시간동안 당신의 몸을 가능한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
이렇게 하려면,
1. 머리를 감추고 아래로(downhill) 수영하라. 균형과 드릴들에 관한 다른 글들을 참고하라. 균형 문제
를 해결하기 못했다면 그 해결은 Fishlike Freestyle 비디오의 1, 2과에 제시되어 있다. 물이 자기 몸을
떠받치도록 균형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걸 할 줄 모른다면 팔을 몸 길이를 길게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팔을 몸을 띄우는 데 사용하게 된다.
2. 각 스트로크에서 몸을 길게 만들라. 단순한 얘기다. 나는 180cm다. 내가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
내 배는 거의 50%가 길어져서 270cm가 되고, 이것으로 항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나의 속도 포텐셜은
증가한다. 따라서 풀 아래 방향으로 수영하면서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로크…”하고 생각하지 말
고, “뻗어라(Reach)… 뻗어라… 뻗어라…”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해도 여전히 스트로크를 하고 있을 것
이다. 왼팔을 뻗고 있는 동안에 오른팔은 스트로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당신의 주의력은 뻗는 팔로
옮겨져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혹시 높은 선반에 팔이 거의 안닿는 것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 느낌
이 든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물 위로가 아니라 물 속으로 뻗어라. 머리와 가까운 곳에서 손을 물에 넣고 수면 아래 몇 센티 되는
곳에서 앞으로 뻗어라. 물 위로 뻗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공기 중의 손은 무게를 가진 물체이고, 균형
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며 또한 수면에서 배의 길이를 길게 하는 데에 도움이 못 된다. 수면 아
래에서 뻗어가는 손은 배의 길이를 길게 한다.
4. “무게없는” 팔로 뻗어라. 손이 물로 들어갈 때 머리로는 온통 “뻗어라!”하고 외치고 있는데도 손이 물
에 들어가자마자 고집스럽게 바닥으로 휘젓는다면, 이유는 아마도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직 균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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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경우에는 1을 보라.) 수백만번의 짧은 스트로크로 형성된 습관의 힘이
거나. 후자의 경우라면 각각의 스트로크가 랩의 마지막 스트로크라고 생각하고 마치 앞에 벽면이 있어서
벽면을 터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것
은 당신의 손을 무게없이, 힘들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뻗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당신의 팔이 스트로크하기 전에 당신 앞에 그냥 떠 가는 것처럼 느껴보라.
5. 손을 더 뻗기 위해서는 어깨의 롤링을 사용하라. 당신의 팔이 무게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
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동체의 연장이며, 몸의 롤링을
통하여 한 팔은 더 앞으로 다른 팔은 더 뒤로 뻗을 수 있다. 몸을 롤링하면 리치는 몇 인치 길어지고 따
라서 당신의 배 길이도 길어진다.
6. 손 교체하기(“swap” your hands) 드릴을 배우라. 키 크게 수영한다는 것은 언제나 한 손은 머리 위
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각 스트로크 싸이클의 어떤 순간에 양 손이 머리 위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캐치업 스위밍(되돌리기 하는 손이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뻗어 있는 손에 터치하는 수영의 한가지 드릴)과 혼동한다. 그림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목적은 각 스트로크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다른 손이 물에 막 들어오는 순간까지-- 팔을 뻗은 채로 유지
하도록 스트로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데에 있다. Fishlike Freestyle 비디오의 5과는 이것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을 보여준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비디오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당신의 스트로크 타이밍
이 비디오와 얼마나 비슷한지 봐달라고 하는 것이다.
7. 한번에 한 기술 씩 연습하라. 위에서 제시한 스트로크 시의 주의 사항을 한꺼번에 연습하려고 하는 것
은 잘 안 될 수 있다. 한번에 한 가지씩 연습하라. 나는 이것들을 소화해내기 좋도록 가장 논리적인 순서
로 배열하였다. (이하, 8번까지는 그의 훈련법을 거론하는 것으로 이 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여서
뺍니다.)
8. 드릴들을 잊지 말고 연습하라.
9. 다른 수영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 글은 주로 자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수영에서 키 크게 수
영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소개한다.
배영: “손 교체 하기”나 세미캐치업 스위밍은 배영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색할 것이다. 배영에서는 신체의
롤링을 늘림으로써 더 크게 수영할 수 있다. 되돌리기 하는 팔을 천장을 향해서 뻗으라. 그리고 그 손이
물에 들어갈 때까지 뻗은 상태를 유지하라. 이 순간에, 반대편 팔이 스트로크를 끝내고 되돌리기를 시작
하는 그 때에, 반대 팔의 어깨는 물 밖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
평영: 각 스트로크에서 적어도 한 순간 동안 몸이 길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몸을 뻗어주어라. 이 때
에는 양 팔을 완전히 뻗어서 몸이 유선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뻗은 상태를 킥을 끝내고 양 발과 다리
를 모아서 짜주는 순간까지 유지하라. 스트로크 사이에 적어도 “하나, 둘”까지 셀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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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것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접영: 손을 입수할 때에 아래로 다이빙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착륙한다고 생각하라. 되돌리기 할 때에
팔을 아치처럼 높게 그리지 말고 넓고 낮게 쓸어가면 배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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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쓰 수영: 텀벙거림을 속도로 바꾸기
테리 래플린

비충격 훈련을 최고로 치는 육상선수들과 야외 장거리 수영을 준비하는 철인경기 선수들, 체중감량을 위
한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삼는 일반 수영인들은 빠른 수영이란 높이 살만한 게 아니라고 말들 한다. 그러
나 그들 마음 속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수영장 반대편 끝까지 가 봐!”하
는 소리에 풀에 뛰어들어서 기술이고 전략이고 없이 25야드 내내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첨벙거리며 한
길이를 다 가고나면 숨은 턱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속도를 만
들어내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가르쳐 본 최고의 단거리 선수 한 사람은 3년 동안 50미터 자유형에서 세계랭킹 10위권 내에 들었
었는데,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빠르게 수영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났지만 조용하게 수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인상적이었다. 그는 짧으면 8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아름답고 우아한 폼의 느릿한 자유형
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연습이 진행되면서 그가 경주 속도에 근접할만치 빨라질 때에도
그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는 내 스톱웟치 뿐이었다. 코치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빨리 가되,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말대로, 빠르게 가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의 교묘
한 솜씨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개의 삼종경기 선수들, 싸이클 선수들과 육상선수들과 다른 육상 종목의 선수들이 풀에서 훈련
할 때의 기질과는 잘 안맞는다. 이 선수들이 약간이라도 더 빠르게 수영하려고 할 때면 주변에 온통 물벼
락을 튀기고 기포와 땀방울을 날려대지만 속도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왜 이런가? 싸이클 선수들과 육상 선수들은 두드릴수록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력한 다리 운동
을 땅이나 페달처럼 고체 표면에 적용하면 결과는 얻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당신이 물이라는 유체를 당기고 차는 풀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에
너지를 소모할 뿐 당신을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수영 초보자건 경력이 오래된 프로선수건 간에 당
신의 힘이 부드럽게 구사되어야 당신은 풀의 반대편 끝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도착했을 때 더 편안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당신의 몸이 그것을 납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스트로크 드릴들은 직접 수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텀벙거리는 킥커는 차는 시간의 절반은 공기를 차는데
보내며, 공기는 당신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스텔쓰 킥”이라고
부르는 것--소리도 없고 텀벙거림도 없는 킥--이다. 물거품을 걷어내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먼저 항
공모함보다는 어뢰처럼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드릴을 연습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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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킥을 고치려면 최선의 연습은 수직킥이다. 적어도 깊이가 2미터는 되는 풀에서 양팔을 흉곽
에 얹고 양손은 귀 가까이 대고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은 약간만 굽혀서 물의 압력이 느껴지게 하고
얼굴이 물 위에 떠 있을 정도로 열심히 좁은 플러터 킥을 찬다. 엉덩이에서 시작하는 진자 운동을 사용하
라. 발이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발에 강한 저항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평의 정상 자세로 되돌아 가
서도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라. 이것이 스텔쓰 킥이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물을 더 많이 그리고
공기는 더 적게 차게 된다.

양팔의 동작을 늦추는 것으로도 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스트로크 할 때에 손이 몸이 나아가
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트로크가 만드는 쓸모없는 거품을 줄일 수 있다. 손을 이
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은 마치 얼음 위에서 차 바퀴가 헛도는 것과 같다. 먼저 느린 속도로 가면서 손
과 몸의 속도가 맞아떨어지도록 연습하고, 다음에 속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손과 몸 속도의 매치를 유지
해간다.
속도를 더 내려고 할 때에도 손과 팔은 템포를 높이는 기구가 아니다. 팔만 더 빨리 돌리려고 하면 단지
리듬만 잃을 뿐이다. 스트로크에 따라서 몸체가 롤링하는 속도에 스트로크 템포를 맞추라. 파워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동체 근육이며 양팔은 단지 그 파워를 전달하는 기구라는 점을 기억하라. 엉덩이의 롤
링 속도보다 양팔이 더 빨리 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할 때에 당신은 양팔을 그것에 파워
를 주는 원천, 즉 엉덩이 움직임으로부터 떼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팔 동작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추어졌더라도 양손으로 물을 철퍽이면 속도는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 있
다. 물을 휘저어놓으면 그 물은 당신을 붙잡고 못 나아가게 한다. 느린 속도에서 부드러운 손 입수를 연
습하라. 소리가 덜 날수록 당신은 더 효율적으로 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라. 먼저 짧은 거리는 아주 천천히 수영하라. 그 다음에 점점 속도를 붙여가면서 “힘들이
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Hide the effort)”는 생각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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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스트로크와 긴 스트로크
테리 래플린

30년쯤 전, 내가 수영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나는 단거리에서는 누구에게도 앞서지 못했다. 그러나
장거리가 되면 나는 좀 낫게 수영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빨리 지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스
스로 장거리 수영선수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30년 동안에 경험으로부터 배운 많은 간단한 것들 중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다.
수영 선수로서 나의 최대의 재산은 비교적 늦게 지친다는 것이었으므로, 지치지 않는 사정없는 스트로크
를 구사하면 나는 성공적인 수영 선수가 될 거라고 믿었다. 그것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
의 기본 원칙이었다. 대학에서 나의 최고 기록은 1마일 시합 (25야드 풀의 33바퀴)이었다. 1968년에 내
가 처음으로 측정하였을 때 내 기록은 약 22분이었다. 1970년에는 18분까지 줄일 수 있었다. 당시 미국
기록은 약 16분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약 2년을 더 들여서 수영을 하였으나 기록을 조금도 줄일 수 없었
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내게 교훈이 되어서 나중에 15분에 수영하는 선수를 가르치게 되었다.
대학 선수로서 나는 기술적인 코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길고 엄격한 연습만 하였다. 나는 신체 조건
을 잘 갖추었으나 비효율적인 수영선수였다. 지금 나는 25야드 풀의 한 길이를 17번 가량의 스트로크로
가는데, 당시에는 24~25회의 스트로크가 걸렸다. 또 당시 1마일 수영하는 데 약 1600번의 스트로크를
했다. 당시 내 논리는 시합에서 더 빨리 수영하려면 그 1600번의 스트로크를 더 빨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누구도 내게 1100번~1200번의 스트로크로 그 시
합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그 정도의 스트로크로 간다) 배운다면 나는 더 빨리 갈 기회를 더 잘 잡
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였다. 6000야드를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쎄게 수
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팔을 돌리는 것 뿐이었다.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수영하는 동안의 고통을 더 잘 견디도록 신체 조건을 갖추면 내가 그 모든 노력을 겨우 1650야드의 거
리에 집중해서 쏟아부을 때 훨씬 낫게 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점에서 나는 꽤 잘 했던
것 같다. 시합 후에 다른 수영 선수들로부터 이런 말을 가끔 들었다. “나는 너같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팔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런 접근 방법은 내가 생리적인 장벽에 도달할 때까지 몇 년 간은 그럭저럭 통했다. 무지막지한 노력으
로 몇 년을 보내자 나는 신체적 조건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나는 어쩌면 그 거리를 수영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스트로크 할 수 있는 한계점가지 도달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배영을 하는 팀 동료
가 한 사람 있었다. 나는 언제가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했다. 내가 맹렬하게 스트로크하는 동안에 그는 길
고 편안한 스트로크로 풀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마치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끔 그는
“넌 어쩌면 그렇게 죽어라고 연습하니.”라고 말하면 나는 “네가 열심히 연습하면 그만큼 더 빨리 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의 최고 시절에 그는 국가대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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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나는 그 비슷한 선에 결코 가보지 못하였다.
거기엔 내가 코치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지 못했던 한 가지 교훈이 있었다. 더 좋은 수영 선수를 만드는
건 더 빠른 스트로크가 아니라 더 긴 스트로크인 것이다. 두 가지 별개의 연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
하였다. 펜실베이니어 주립대학교의 한 생체역학자는 1988년 올림픽의 모든 수영을 컴퓨터로 분석하였
다. 로체스터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같은 해 미국 올림픽 선발전의 모든 경기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
는 모두 더 빠른 선수와 더 느린 선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를 찾고 있었다. (물론 더 빠르다거나 더 느
리다는 건 상대적이다. 이 선수들은 모두 엘리트급의 선수들이다.) 이 두 연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각각의 시합에서 제일 빠른 선수들은 제일 적은 스트로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더 적은 스트로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스트로크를 “빼먹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수영 선수
들은 그들이 하는 스트로크마다 몸을 더 멀리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은 스트로크로 더
빨리 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 스트로크에서 추진력을 극
대화해서 물 속에서 몸을 더 멀리 밀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추진력 “창출”이라고 하자. 다른 방법은 항력
을 최소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각 스트로크마다 당신의 몸이 더 멀리 미끄러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다.
두 길 중에서 “제거”법은 스트로크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70%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창출”법은 단
지 30%의 기회밖에 주지 못한다. 따라서 수영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당신은 먼저 제거의 방법 쪽을 생
각해야 한다. 창출하는 능력을 바꾸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반대의 순서로 수영 기술
을 생각한다.
제거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몸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창출하는 기술은 양
손을 어떻게 젓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파워를 극대화하는 능력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동체 근육을 어떻게
팔 근육과 잘 조화시키는가를 배우는 데에서 오지만.) 수영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양 손으로 젓
는 동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항력 제거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향상된다.
1. 몸 균형을 잡는다. 우리의 발과 다리는 몸의 특징상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신체 비틀림
(body torque)” 효과라고 부른다. 수영하면서 비틀림 모멘
트가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소모는 급증하는데 이것이 최대
량의 항력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항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비틀림 모멘트를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신체의 균
형을 잡아서 엉덩이와 다리가 상체와 같은 높이로 타고 가
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T자 누르기를 배워야
한다.)
2. 몸을 더 길게 만든다. 수면에서 배의 길이를 늘이면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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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어든다.
3. 몸을 옆으로 돌린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배로 엎드린 자세보다 물이 더 쉽게 미끄러져가게 만들며
(옆으로 누운 자세는 배도 더 길어집니다. 배로 엎드린 자세보다 몸이 수면을 가르는 넓이가 더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력은 줄어든다.
내가 코치해서 15분에 1마일을 갔던 그 수영선수는 어떻게 되었나? 십대 초반 수년동안 나는 그가 느린
속도에서 매우 낮은 스트로크 횟수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는 그가 더 빨리 수영하는 데에 따라
서 전략적으로 스트로크당 거리를 희생하고 속도를 얻는 법을 점차적으로 연습시켰다. 그는 어떤 속도에
서든 가능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는 매우 경제
적인 스트로크의 토대 위에 성장한 힘과 신체 조건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에너지 소비는 언제나
최대한의 속도를 산출하였다. 그가 1650을 15분에 수영했을 때 그는 풀 길이당 14-15회의 스트로크만
을, 다시 만하면 시합 전체에서 1000회 이하의 스트로크만을 했을 뿐이다. 더 빠르게 스트로크하려 하지
말고, 창조적인 몸 자세를 통하여 항력을 제거함으로써 더 길게 스트로크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빨리 수
영하게 된다.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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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쉽게 하기
테리 래플린
“인스윕과 아웃스윕이 50~70도의 각도를 이룰 때 추진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스트로크의 깊이는
61~74cm정도가 좋으며 길이는 29~45cm가 보통이다. 자, 이제 자유형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했으니 가서 해보도록.”
이 인용문은 수영 기법을 가르치는 가장 많은 책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말들이다. 이런 책들은 수
영에서 각 동작마다 각도와 깊이, 길이 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설명들로 가득차 있다.
사정이 이러니 수영 동호인들이 자신의 스트로크를 갈고 닦을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픈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듣게 되는 충고를 듣고 있자면 효율적인 수영이 꼭 핵물리학 강좌처럼 들린다. 보통 주말에만 사
람들이 부드럽게 수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코치들은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시간을 바칠 필요가 있
다. 사소한 것들은 얘기할 시간이 없다.
몸을 유선형으로 만드는 일--항력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간단하면서
도 훨씬 더 중요하다. 속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물 속에서 손을 어떻게 당길까 하는 것보다 적어
도 두배 이상 중요하다.
일단 균형잡힌 자세를 만들었다면 스트로크에 맞춰서 몸체와 엉덩이를 롤링하라. 그러면 스트로크에 결
함이 좀 있더라도 물속을 훨씬 더 잘 움직여가게 될 것이다. 내 수영 캠프의 학생들은 이틀만에 손 동작
을 거의 바꾸지 않고서도 속도와 효율성이 30%까지 향상시켰다.
여기 “스트로크 쉽게 하기”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손이 어깨를 지나자마자 물을 가르며 넣어라. 손을 가능한한 앞으로 뻗어라. 당기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그리고 몸 아래로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몸에 가깝지도 않게 곧장 뒤로 밀어라. 그리고 물에서
그 손을 빼내고 다른 손이 같은 동작을 한다. 이것만으로 당신의 수영은 멋지게 될 것이다.
이 이상, 다른 유용한 기술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당신이 올림픽 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훨씬 값나가는 기술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초심자들은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10 내지 20 퍼센트밖에 안된다. 그러나 몸의 자세와 롤링과 팔 뻗기만 고치는 것으로 그 차이는 대폭-아마 30퍼센트 이내로-- 줄어든다.
수영의 기초는 이것이다: 상체를 물에 기대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신의 수영복이(엉덩이가) 수면에 닿
을랑말랑하게 하라. 척추 축을 중심으로 엉덩이를 롤링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각 손이 지나갈 때마
다 한편이 완전히 들리게 하라. 팔은 당신의 몸 선의 길이를 늘리는 확장도구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더 빨리 간다.

35

단거리 자유형: 포포프에게서 배우는 교훈
테리 래플린

웹 브라우징 하던 중에 나는 토털 이머전 워크샵 졸업생인 도널 패건이 운영하는 이 웹싸이트를 발견하
였다. 이 글은 정확하게 5년 전에 수영 포럼에 내가 올렸던 글인데, 흠…, 좀 낡은 글인데… 싶어서 업데
이트하기로 하였다.
이 포럼의 앞에서 100야드 자유형을 56초에서 52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
었다. 그에 대한 들을만한 견해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대개는 다음 세 가지 충고로 요약되는 것들이었
다.
-

더 열심히 연습하라.

-

힘을 더 길러라.

-

스트로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라.(주먹장갑(fistglove)을 발명한 스콧 렘리가 스트로크의 효율
성을 추천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단거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좀 다른 방법 한가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나는 방금 수
영 잡지 «Fitness Swimmer»에 보내는 글을 마쳤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포포프가 어떻게 세계에서 제
일 빠르고 제일 효율적인 수영자가 되었는가에 관한 글이었다. 그의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스트로크의
효율성이 --속도 훈련이나 극기 훈련이나 힘이 아니라-- 그가 훈련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서 0순위 목표라
는 것이다. 속도는 단지 효율성의 결과 얻어지는 것일 뿐이다. 사실 그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생각보다 느
슨하다. 많은 미국 대학 선수들과 비교하면 아주 가벼운 편인데, 이 선수들 중 100미터 경기에서 포포프
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 스포츠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가 내는 파워는 그와 시합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에 비해서 25% 내지 40%까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더 빠르다. International Center
of Aquatic Research의 릭 샤프와 제인 캐퍼트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1992년 올림픽에서 결승 진출자들의 평균 파워는 결승 진출에 실패한 다른 모든 선수들에 비해서 16%
가 낮은 것이었다. 이것은 스트로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영자들은 빠르게 수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파워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포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영하였는가:
포포프와 그의 코치 제나디 투어레츠키는 다음의 핵심 목표를 겨냥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전통적으로 수영 훈련들은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쎄게”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포포프의 초점은 주
로 얼마나 “올바로”에--즉, 기술적인 완성도와 스트로크 길이에 두어진다. 대부분의 다른 수영자들은 그
들의 속도와 체력을 증명하려는 듯이 시계를 갖고 매일의 경주에 임하는데, 포포프의 규칙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포프의 훈련량은 기술적인 탁월함에 대한 투어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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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엄격한 기준들을 만족하면서 얼마나 “멀리” 수영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훈련 시 그의
“속도”는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면서 그가 얼마나 “빨리” 수영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가 십
대일 때, 세계 기록 보유자의 길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수영을 더 멀리 더 빨리 하면서도 자신
의 스트로크 길이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그가 훈련에서 커버하는 거리와
강도가 증가되었다.
빠른 수영에 대한 투어레츠키의 두 원칙--스트로크 길이와 힘빼기(이완, relaxation)--은 모든 수준의 수영
자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으며 코치의 도움 없이도 쉽게 연습할 수 있다. 지금 포포프가 수영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수년 간의
일관되고 엄격한 훈련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단거리 수영을 향상시키는 데에 포포프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여기 소개한다.
천천히 수영하라.
전통적으로 단거리 훈련의 원칙은 최고 속도 경주의 허파가 끓고 심장이 펑펑 뛰는 경험을 시뮬레이트하
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빠르고 강도 높은 반복 훈련을 가하는 것이었다. 투어레츠키와 포포프는 그것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다. 호주 수영팀의 수영 기술 감독인 빌 스위튼햄 코치는 포포프가 그의 훈련 시간의
많은 부분을 매우 느린 수영에 할애한다고 내게 말해준 적이 있다. 그는 “쎄게” 하는 수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수영 시간의 훨씬 많은 부분을 천천히 편안하게 수영하는 데에 할애하라. 그리
고 천천히 수영하는 동안 정확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말라.
스트로크 길이와 효율성
포포프는 그가 경기하는 동안의 스트로크보다 (50미터당) 10개 이상 적은 스트로크로 수영하는 것을 반
복 훈련하는 것으로 세계 기록을 준비한다. 그는 50미터 풀 길이당 23~24 스트로크만으로 수영하는 데
에 훈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당신도 “스트로크 절감” 연습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이미 일년 또는 그
이상 스트로크 수에 초점을 두면서 연습해오지 않았다면, 보통 때에 스트로크하는 (평균) 숫자보다 두 개
적은 스트로크로 수영하는 것을 몇 주 연습하라. 처음 몇 천 미터 동안에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
다. 인내심을 가지라. 곧 더 낮은 수의 스트로크에서 더 리드믹하고 더 정상적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새 동작들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이다. 한두 주 후에는 당신의 평균 스트
로크 숫자에서 또 하나의 스트로크를 빼라.
미끄러운 수영
또 빌 스위튼햄은 포포프에게서 관찰한 것을 내게 말해주었다. 포포프는 몇 시간 동안 물이 어느 부위에
서 어떻게 그에게 저항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항력을 피하는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찾아내서 몸 동작
을 정밀하게 튜닝하는 것 밖에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당신이 더 빠르게 수영할 때에 항력은 지수함수
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느린 속도로 연습해서 매우 낮은 항력으로 수영하는 스타일을 확
립하게 되면 당신이 빠르게 수영하는 동안에도 에너지 저장도 또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영
하는 동안 언제나 당신의 두뇌의 어떤 작은 부분에서는 당신이 물을 가르고 나아가는 “튜브”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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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 튜브를 더 좁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라.
“물과 친하게 굴어라”(Be “Water-Friendly)
주의력을 기울인 느린 수영 연습으로부터 속도를 높일 때마다 당신이 언제부터 물과 싸움을 시작하는가
에 대하여 매우 예민해져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싸움을 연습하는 일을 피하라. 모든 속도에서 가능
한한 최대한 경제적으로 수영하라.
물고기 같은 수영(fish-like swimming)을 연습하라.
포포프와 투어레츠키는 그가 경기 속도와 연습 속도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담은 상용 비디오를 발간하였
다. 나는 큰 관심을 갖고 한 시간 가량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스타일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하였는데,
둘 다 그의 스트로크 효율성과 경제성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들이다. 포포프는 그의 머리를 당신보다 훨
씬 더 낮게 둔다. 그처럼 수영하려면 수영할 때에 앞을 보지말고 바닥을 보라. 이것을 제대로 하면 마치
물이 머리 뒤통수 위로 얇게 흐르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친구에게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봐달라고 하라.
그에게 언제 당신 머리 뒤통수의 아주 약간만이 보이는지 알려달라고 하라. 머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라. 포포프는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에 그의 손을 당신보다 훨씬 더 길게 뻗는다. 수영할 때
에 당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노처럼 사용해서 앞으로 미는 일이 아니라 당신
의 몸 선을 길게 만드는 일인 것처럼 느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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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
마티 헐(Marty Hull)
좋은 발차기의 요건은 무엇인가? 크고 납작한 발이면 최고다. 그런 발은 물을 가장 많이 민다. 발이 물을
미는 각도도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발목이 앞으로 더 멀리 펴질수록 더 추진력 있는 킥을 할 수 있
다. 발의 크기와 모양이야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지만 이 각도는 바꿀 수가 있다. 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
져도 발차기의 작용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발을 관찰해 보자. 발차기가 효율적이려면 수영자는 발
등이 물을 뒤로 밀어낼 수 있는 각도로 발목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물을 뒤로 밀므로써 수영자는
앞으로 밀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발등은 수평 이상의 각도가 되어야 한다.

왼발을 내리찰 때 발등은 물을 뒤로 밀지 못하고 아래로 민다. 이 경우,
물을 뒤로 밀 수 있도록 발등의 각도를 잡기 위해서 수영자는 먼저 넙적다리를 내려차면서 무릎을 굽혀
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발등은 물을 뒤로 밀게 되지만, 넙적다리가 내려오면서 만드는 항력이 발차기로 얻
어진 추진력의 상당부분을 상쇄시켜버리고 만다. 다리가 더 많이 내려와야 할수록 발차기는 더 비효율적
으로 된다.
발목을 앞으로 펴는 동작은 발바닥 굴곡(plantar flexion)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그림1은 0도의 굴곡을
보여준다. 발바닥 굴곡이 60도가 되면 발등은 다리의 아랫 부분, 즉 정강이의 앞과 일직선을 이룬다. 이
각도가 60도 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영자는 발차기가 아주 효율적이다. 이 각도가 60도 이하인 수영
자들은 발차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발바닥 굴곡의 정도가 어떻게 발차기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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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의 수영자의 발바닥 굴곡은 40도인데, 이런 수영자는 거의 또는 전혀 쓸모 없는 발차기를 하게 된
다. 이런 굴곡의 발을 가지고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발등의 각도를 만들려면 무릎을 상당히 굽혀야 한다.
무릎이 굽여지면 넙적다리가 내려오면서 큰 항력을 만들어서 발들이 만들어낸 추진력의 대부분 또는 전
부를 상쇄시켜버린다. 이런 발차기는 하나마나다. 이런 수영자는 풀부이를 끼고 (또는 킥판을 끼고) 수영
하기를 좋아한다! 발목이 이보다도 덜 펴지는 수영자들은 킥판을 붙들고 자유형킥을 하면 실제로 뒤로
가기도 한다.

그림3은 60도의 각도를 보여준다. 이 수영자도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릎을 약간 굽혀야 한다. 이런
발차기는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장거리 (100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이런 발차기는 잘 통하지 않는다. 이 수영자는 단거리에서는 딱딱한 레드 주머(Red
Zoomers) 오리발을 신고 빠른 속도로 수영할 수 있겠지만 장거리에서는 그런 오리발을 사용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것이고 다리를 끌고 다니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수영자에게는 블루 핀(Blue fin)이 제
일 잘 통할 것이다.
그림4는 70도. 양말을 신고 찍은 사진들은 1998년 7월에 내 발을 찍은 것들이다. 나는 킥이 좋다. 대학 시
절에 나는 킥이 아주 좋은 편에 속했었다. 내 발은 꽤 추진력이 좋아서 내가 미국 신기록을 작성하고
NCAA 챔피언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 15년을 풀을 떠나 있다가 1979년에 나는 마스터즈 수영을 시작하
였다. 이때에 내 발목의 운동 각도는 줄어들어서 그림3에서 보여주는 정도였다. 자유형과 배영에서 나의
플러터 킥은 형편 없었다. 대학 시절보다 힘은 훨씬 더 들고 추진력은 훨씬 못한 것 같았다. 1989-9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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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발목 스트레치 기구인 랙(the Rack)을 개발하였다. 나는 여러 달에 걸쳐서 발목 스트레칭을 하였고
그 결과 그림4에 보이는 정도의 각도에 도달하였다. 이 발로 나는 미국 마스터즈와 국제적인 마스터즈
타이틀을 여럿 딸 수 있었다. 지금 나는 가끔씩 스트레칭 해 주는 것으로 그림4의 발목을 유지해 오고 있
다.
그림5. 이것은 세 개의 올림필 금메달과 세계 기록의 보유자인 제프 라우즈(Jeff Rouse)의 발이다.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빠른 발차기선수에 속할 것이다. 그의 발바닥 굴곡 각도는 거의 75도에 이른다. 세계
에서 제일 빠른 자유형 선수인 미국의 게리 홀 주니어(Gary Hall Jr.)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알렉산더
포포프(Alexander Popov), 위대한 올림픽 선수였던 마크 스핏츠(Mark Spitz)는 모두 75도를 훨씬 넘
는 각도를 갖는다. 제프의 발을 자세히 보면 그의 발바닥이 내 발바닥보다 더 평평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의 발은 바닥이 우묵한 내 발보다 물을 더 잘 민다.
발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는 데에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발바닥 굴곡의 각도를
개선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위에서 보듯이 10도의 차이가 겨우 작동하는 발차기와 환상적인 발차기의 차
이를 만든다.
다음 문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유념하도록!!!
발의 굴곡이 60도를 넘어서 1도 높아질 때마다 발차기 동작은 힘이 덜 들게 되면서 더 큰 추진력을 만든
다. 힘을 더 적게 쓰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굉장한 일 아닌가. 또 이건 좀 공평하지 않아 보
인다.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스트레칭 도구들은 보통 수영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발목 스트레칭은 아주 좋은 생
각이고, 랙(the Rack)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하고 효율적인 도구이다. 효과가 있다.
60도 각도의 발이 왜 단거리를 할 때에는 잘 통하는데 느린 속도에서는 별로일까?
이런 유형의 발로 발차기에서 가능한한 최대의 추진력을 얻어내려면 발바닥 굴곡을 가능한한 크게 하기
위해서 장딴지 근육을 수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발의 굴곡은 대략 60도가 된다. 발차기를 강하
게 할 때 물이 발등에 가하는 압력은 발목을 조금 더 펴지게 만든다. 물의 압력은 발차기를 매우 “쎄게”
할 때에만, 즉 단거리에서만, 그런 효과를 낼 정도로 크다. 이 때에 수영자의 발은 마치 발바닥 굴곡이 조
금 더 커진 것처럼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몇 도만 해도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발차기의 강도가 약한 수
준에서 물의 압력은 추진에 거의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에서 나의 근육만을 사용해서 최
대한 발목을 펴고 있는 모습 (그림A)과, 내 아들에게 손가락으로 내 발을 가볍게 누르도록 한 모습 (그림
B),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누르는 모습 (그림C)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의 힘이 조금만 가해지면
내 발목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게 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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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이상의 발바닥 굴곡 각도를 갖는 것이 좋은 또 한가지 점은, 발이 비교적 쉽게 60도까지 굽혀질 수
있으면 물의 압력이 발등에 가해져서 발바닥 굴곡을 추진력을 내기에 아주 좋은 각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목을 펴기 위해서 장딴지 근육을 수축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아주 큰 또
하나의 장점이다!!)
장딴지 근육은 아주 큰 근육에 속한다. 발의 굴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수축시키고 있으려면
상당한 혈류가 필요하다. 이 근육을 수축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거기에 사용되었을 혈류는 상체의 사용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상체에 더 많은 혈류가 보내지면 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독자 여러
분의 관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환기시켰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검증되어 왔고 잘 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발목 스트레칭은 좋은 일이다. 발목 스트레칭
으로 개개인의 수영이 얼마나 개선될지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진보를 보일 것이다. 약간의 진전이라도 그게 어딘가. 많은 사람들은
60도 이상의 각도에 도달할 수 있고 더 적게 힘을 써서 더 큰 추진력을 만드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70도 또는 그 이상의 각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을테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발목 스
트레칭으로 엄청난 잇점을 누리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
http://swimming.about.com/gi/dynamic/offsite.htm?site=http%3A%2F%2Fwww.zoomer
s.net%2Fnew-thekic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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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킥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테리 래플린
대부분의 수영인들은 속도 면에서 볼 때 자신의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해주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마음 한
구석에 갖고 있다. 그러나 어느 그룹에서든 제일 빠른 수영자는 킥판을 잡고서도 역시 제일 빠르기 때문
에 그들은 킥 훈련을 안 하는 데에 감히 돈을 걸지는 못한다. 이언 써프, 알렉산드르 포포프, 그랜트 해킷,
피이터 반 덴 후겐반트 같은 자유형의 세계 기록 보유자들은 킥만으로 50미터를 30초 이내에 끊을 정도
의 놀라운 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면 더 강한 킥을 위해서 킥판 훈련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
치가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된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영선수들 대부분이 동시에 제일 빠른 킥쟁이들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논리가 이렇다고 결론짓기는 싫다:
1. 그들은 킥판 훈련을 매우 열심히 한다. 따라서, …
2. 그들은 킥판 잡고 차기에서 정말 빠르다. 따라서, …
3. 그들은 수영을 정말 빨리 한다.
나는 그들이 킥판 잡고 킥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들의 수영이 빠른 게 아니라, 수영을 제일 빠르
게 하는 그들의 그 능력 때문에 킥판 잡고 킥으로 가는 것도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한다. 또 나는 킥판
연습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수영을 빨리 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킥이 추진에 뭔가 기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대개의 사람들은 분명치는 않지만 다음의 둘 중의 한 가지 이유에서 좋은 킥이 필요하
다고 믿는 것 같다:
1. 내 팔이 초당 4피트의 속도로 내 몸을 추진하고 내 다리가 초당 2피트의 속도로 나를 추진할 수 있다
면 아마도 나의 팔과 다리는 초당 6피트 속도의 추진력을 낼 것이다, 또는
2. 내가 킥판 훈련 세트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나는 더 강력한 뱃전 모터를 갖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내
가 킥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에 내가 갖게 될 20마력의 엔진 대신에 나는 40마력의 에빈루드 엔
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영이란 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킥판을 잡고 킥을 하는 수영자는 추진력을 만드는 것은 물
론 사실이며, 때로는 무척 빠른 추진력을 낸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강한 킥이 수영 전체
동작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것이 주는 잇점의 대가로 얼마만한 에너지 비용이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50년도 더 전에 전설적인 코치 닥 카운실맨(Doc Counsilman)은 실제로 킥이 추진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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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정하는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하였다. 그는 수영자를 글라이드 자세에서 다양한 속도로 끌어주는 장
치를 만들고, 줄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지는지 장력(tension)을 측정해서 그 값이 그냥 글라이딩할 때보
다 킥을 할 때에 더 커지는지 똑같은지 아니면 작아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킥이 줄의 장력을 감소시키는 (즉 추진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경우는 느린 속도로 당기면서 수영자가 최
대한의 힘을 기울여 킥을 하고 있을 때 뿐이었다. 그러나 초당 5피트 이상의 속도 (100야드당 1분의 속
도) 에서는 킥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항력(drag)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카운실맨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그는 이렇게 시사하였다. 전륜과 후륜 각각에 별
도의 구동장치를 갖춘 차를 생각해보라. 만일 전륜이 시속 30마일로 돌고, 후륜이 시속 20마일로 돈다면
그 차의 전체 속도는 시속 50마일이 되는 게 아니라 30마일 이하의 속도로 가게 된다. 더 늦게 도는 후륜
이 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똑 같은 일이 수영자가 비효율적인 킥을 강하게 차고 있는 동안에도 일
어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킥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항력을 증가시킨다. 일은 많이 하고 속도는 적게 낸
다.
그동안 킥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얼만큼인가 하는 것도 또한 측정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서 수영 선수들
이 당기기만 할 때, 킥만 할 때, 그리고 수영을 할 때의 산소 소모량이 측량되었다. 연구 결과 힘차게 킥
을 하는 것은 주어진 속도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비용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연구에서
50야드를 약 60초로 킥해서 가는 속도--수영 선수들에게는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이다--에서 킥은 같은 속
도로 당기기해서 갈 때보다 4배의 산소를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 킥은 효율적인 스트로크에 미미한 추진력을 보탤 뿐이지만, 항력을 급격하게 증가
시키며, 지나치게 강하게 하려 하면 전체 수영의 에너지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수영자들
은 킥의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속도를 위한 킥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킥
“좋아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만일 킥이 그렇게 에너지만 잡아먹고 항력만 낳는다면 도대
체 왜 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게 킥이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킥은
당신의 스트로크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롤링을 통해서 파워를 산출하도록 당신의 몸체 롤링을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야구에서 투수가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투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또는 비너스 윌리엄스가 스텝을 내딛지 않으면서 서브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또는 놀이터에서 어
린아이가 다리가 꽉 묵인채로 그네를 차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열쇠는 당신의 다리가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다. 효율적인 킥, 타이밍
이 딱 들어맞는 킥은 몸의 회전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해주며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안 믿어진다
고? 양 팔을 느슨하게 늘어뜨리고 양 발을 엉덩이 넓이보다 약간 더 벌리고 서 보라. 양 발을 붙인채로
좌우로 회전하며 양 팔을 자유롭게 휘둘러 보라. 고정된 양 다리 때문에 동작이 방해를 받으며 무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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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까지 긴장을 일으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같은 동작을 반복하되, 팔을 휘드를 때 발뒤꿈치를 들어 보라. 적어도 양 방향으로 30도는 더 크게
회전할 수 있고 걸리적 거리는 긴장도 훨씬 덜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되, 이번에는 발뒤꿈치를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밀어주라. 이렇게 부드럽게 밀
어주는 동작을 몸의 스윙에 타이밍 맞춰서 하면 더 속도감 있고 파워 있는 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회전/스윙 동작을 하되 제자리에서 양발을 마구 펄럭이면서 해보라. 어떤 일이 생기는
가? 그렇다. 타이밍과 효율성은 깨지고 회전은 마구잡이 동작이 되고 만다. 조절되지 않은 다리 동작은
언제나 당신의 다리와 동체가 멋진 타이밍으로 움직일 때에 발생하는 리드미컬한 추동력을 무너뜨린다.
이점은 효율적인 킥이 몸의 회전과 잘 조화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킥--킥판으로 수많은 거리를 열심히 훈련해서 아무리 힘찬 킥을 찰 수 있다고 해도--이 비효율적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비효율적인 킥은 항력과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며 추진력이나 속
도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 위의 실험에서 마지막으로 해보라고 말했던 동작은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힌
수영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들 다리가 가라앉는다고 느끼고 다리를
더 열심히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균형을 바로잡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연한 몸 회전도 방해받게 된다. 균
형잡힌 수영자의 다리는 몸의 움직임에 타이밍 맞게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위 실험에서 첫번째 예--양 발을 고정시키고 휘두르기--는 킥을 하지 않는 수영자(또는 부이를 낀 수영자)
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긴장 내지 비틀림을 증가시켜서 몸의 자유로운 회전이 방해받는다. 발뒤꿈치를
떼고 움직이기는 자연스러운 눈에 잘 안 띄는, 몸의 롤링과 조화되게 움직이는 2비트 킥에 해당된다. 이
런 킥은 힘들이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인 킥으로서 장거리 수영이나, 유산소 운동을 위한 수영 등에 가장
적합하다. 세번째 예, 몸의 휘두르기에 타이밍 맞춰서 밀어주기는 2비트 킥의 다운비트(내려차는 동작)에
스냅을 약간 더하는 것에 해당된다. 타이밍 맞게 스냅을 더해주면 엉덩이가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내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팔 스트로크를 몸 롤링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면 엉덩이의 추동력이 증가하
면 더 강력한 스트로크가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2비트 킥에 완벽한 타이밍을 갖추는 일이다. 그리고 방에 서서 몸을 좌우로 휘
두르면서 하듯이 쉽게 가외의 스냅을 더할 곳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킥판 훈련이 시간 낭비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킥판을 잡고 시끄
러운 소음을 내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귀중한 시간을 더 잘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다음 번에는 각 스트로크에서 효율적인 킥 동작을 발전시키는 방법과 킥판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http://www.totalimmersion.net/2003%20articles/jan/ki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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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같은 수영
대니얼 드롤렛(Daneil Drollette), New Scientist, 1. August 1998, No.2145
http://www.svl.ch/svl_swim_like_a_fish.html

왼쪽부터 클림, 투어레츠키, 포포프

파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당신이 정말로 빨리 수영하고 싶다면 마구 휘젓지 말고, 힘을 빼고 물을 느끼라. 올림픽 코치 제나디 투
어레츠키(Gennadi Touretski)가 상대를 어뢰처럼 제치는 법에 대해서 대니얼 드롤렛에게 해준 말이다.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창피했다. 캔버라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동안에 견
인배처럼 수영하고 있는 나를 한 친구가 마치 어뢰처럼 빠르게 수영하면서 지나갔다. 기분이 나빴다. 그
가 나를 지나가는 동안 나는 거의 물에 붙박이처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뢰가 두 차례 올림픽 금
메달리스트였고 현재 100미터 자유형 세계기록 보유자인 알렉산더 포포프(Alexander Popov)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옆 레인에서는 포포프의 훈련 파트너이자 100미터 접영
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수영했던 마이클 클림(Michael Klim)의 박박 면도한 무서워보이는 머리통
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트 선수들이 근처의 호주 스포츠 센터의 실내 풀
을 벗어나서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 가끔 훈련하는 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포프는 힘들이지 않고 물 속을 미끄러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팔굽은 고전적인 자유형 자세로 머리 위
에서 굽어지고, 긴 팔은 우아하고 편안하게 앞으로 물을 가르고 들어갔다. 이와 반대로 클림은 그의 트레
이드마크인 “풍차돌리기” 자유형을 하면서 팔이 곧게 뻗은 채로 물에서 나와서 앞으로 부딪치며 떨어지
고 있었다. 각자의 스타일은 독특한데, 둘 다 세계선수권자들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코치,
제나디 투어레츠키의 비정통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다채롭고 때로는 논쟁적인 성격의 투어레츠키는 물고기의 동작을 연구하면서 풀 옆에 있는 그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유체역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물리학 공식들을 쓰고 있었다. 과학에 기초한 훈련법을 내세
운 그는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파워가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그의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렸다. 클림과 포
포프는 물고기처럼 움직이고, 물을 “느끼며” 물 속으로 글라이드하라고 배웠다.
지금은 타고난 호주사람같지만 투어레츠키는 8명의 과학자들이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성과를 모니터하던
옛 소련 체제의 산물이다. 그는 예전에 수영 챔피언이었고 공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생체역학, 생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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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과 스포츠 생리학 분야에서 훈련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하기 위해서 독특한 증명
법을 구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 그는 킥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딱딱한 어뢰를 유지하는 일이 얼
마나 중요한가를 동료 코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팽창한 콘돔을 가져온 적도 있었다. 바람빠진 콘돔은
물에서 무너지지만, 팽팽한 콘돔은 가볍게 밀기만해도 수면을 가로지르며 나아갔던 것이다.
투어레츠키의 선수들은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예컨대, 클림이 풍차돌리기 스타일로 바꾼 것도 투어
레츠키의 아이디어였다. “그가 제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게 만든 이후에 최고 개인 기록들을 갱신해갔어
요.” 나중에 클림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포포프도 마찬가지로 열렬하다. “제가 러시아를 떠난 건 그
분 때문이예요.” 포포프와 클림은 호주에서 대중적인 스타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잡지와 신문들
은 투어레츠키를 호주의 수영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사람으로 칭송한다. 그러나 이 모든 열광 뒷 편에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투어레츠키와 그의 선수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가?
그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는 기술적 요인에 있다고 풀 옆을 천천히 걸으면서
투어레츠키는 말한다. 엘리트 수영선수들은 최고로 효율적인 대사 체계 같은 장점들을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거리 수영선수는 건강한 평균 젊은이보다 굶주린 근육 세포에 두 배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심장-혈관 시스템 갖고 있다. 이 정도면 풀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난 잇점을 누리고 있
는 셈이다.
대니언 로더(Danyon Loader)

또한 올림픽 수영 선수들은 키가 크고 사지
가 길다. 땅에서 보았을 때 투어레츠키의 두
선수는 농구선수처럼 길고 호리호리하다. 클
림은 191, 포포프는 197센티미터인데, 캔버
라 풀의 깊은 쪽 끝의 바닥을 닿고도 머리는
물 위에 있을 정도였다. 이 두 사람은 수영
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 투어레츠키의 말대
로 하자면, “너희들 둘은 신에게 뭔가를 받

은 거야. 그러니 그걸 발전시켜야지.” 공평한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수영을 빠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투어레츠키는 말한다. 수영자가 물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길과 물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길이 있다. 결국은 어떤 테크닉을 구사할 것
인가에 귀착되는데, 그는 두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 더 빨리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시간당) 스트로크 횟수(stroke rate)를 늘
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투어레츠키는 말한다. 당신의 힘은 곧 고갈될 것이
다. 그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교의 동물학자 죤 비델러가 쓴, 그가 좋아하는 책 “물고기의 수영”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 책에 따르면 물 속에서 에너지 소모는 스트로크 횟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
다. 다시 말해서 물 속에서 팔을 움직이는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8배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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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스트로크 횟수를 늘리면 스트로크가 더 짧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은 대개의 동물들이
보이는 행동과 어긋난다. 동물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각 동작이 커버하는 거리를 늘린다. 투어레
츠키는 이것을 증명하는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었다. 그 비디오에서 말들은 초당 발걸음 횟수를 늘림으로
써가 아니라 각 발걸음이 커버하는 거리를 늘림으로써 속도를 높인다. 캥거루가 두 발로 뛸 때에도 마찬
가지다. 투어레츠키는 수영자들은 동물들이 하는대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각 스트로크에서 가장 긴 당기
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앞으로 멀리 뻗으라는 것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포포프가 첫
금메달을 땄을 때 그는 이런 접근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미국의 매트 비욘디를 물리쳤는데,
50미터를 비욘디가 36회의 스트로크로 갔을 때 포포프는 33회의 스트로크로 갔던 것이다.
프란치스카 반 암직(Franziska van Almsick)

그렇다면, 스트로크 횟수를 늘리는 게 해답이
아니라면 물 속에서 불도저처럼 더 강하게 당
기는 건 어떨까? 1980년대까지 수영선수들과
코치들은 파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1세
기 수영”의 저자이고 유명한 코치인 세실 콜
윈에 따르면, 그들은 프로펠러나 기선의 물레
방아 바퀴 같은 기계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얻
었다. 당시 전형적인 수영선수들은 불가리아의

역도선수 같은 어깨를 갖고 있었고, 많은 장거리 훈련 세션을 거치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생체역학
은 “잘못되게도 자연적인 비행이나 물고기의 추진과 비슷한 메커니즘 대신에 기계적인 프로펠러의 작동
을 흉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투어레츠키는 물리학에 기초한 이유에서 콜윈에 동의한다. 유체역학은 항력(drag)이 형태와 마찰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준다. 예컨대 돌고래는 유선형의 몸체를 갖고 그 피부가 마찰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수영한다.
웨이브 만들기
인간은 이런 잇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영 선수들을 정말로 죽이는 것은 공기와 물이 만나는 지점
에서 발생하는 세번째 종류의 저항, 즉 웨이브 항력이다. 수면을 따라서 움직이면 웨이브가 발생하는 것
은 어쩔 수 없다. 물리학적으로 말해서 수영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물 덩어리에 힘을 가해서 중력에 저항
해서 떠오른다. 이것은 수영자들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 빨리 갈수록 상상할 수 없
는 비율로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웨이브 항력은 수영 속도 증가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영자가 물에서 튀거나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등, 급작스럽거나 매끄럽지 못한 동작을 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런 동작
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웨이브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투어레츠키는 일정한 지
점을 넘어서면 추진력을 더 강하게 해서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쓸모없어진다고 믿는다. “더 강한
추진력은 더 큰 속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큰 웨이브를 만들 뿐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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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폴(Claudia Poll)

물을 때려서 굴복시킬 수 없다면 물의 저항을 피하
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좋다고 투어레츠키는 논증한
다. 무엇보다도 물과의 마찰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클림이 머리를 면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형태도 한 가지 요인이 된다. 수영자들에게 이것은
머리를 내밀고 가슴을 아래로 누르는 자세를 취해
서 유선형을 만들고, 스트로크마다 옆에서 옆으로
롤링을 해서 몸의 형태를 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웨이브 항력을 피하려면 수영자들은 스트로크에서 급작스러운 동작을 없애야 한다고 투어레
츠키는 주장한다. (웨이브 항력의 다른 한가지 신기한 점은 그것이 키 큰 수영자보다 키 작은 수영자에게
더 큰 벌을 준다는 점이다.)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투어레츠키의 선수들은 몸의 균형과 동작을 향상시키고 물의 “느
낌”을 얻도록 훈련받는다. 훈련동안에는 마일리지보다는 훈련의 질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끊임없는 반복
을 통하여 정확하게 연습된 동작들은 반사운동처럼 제2의 천성이 될 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훈련 방법을 제대로 따르려면 세세한 점에 대한 꼼꼼한 주의력이 요구된다. “정확하게 옳은 동작으로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투어레츠키의 말이다. 그는 선수들이 부정확하게 많은 동작을 연
습하는 것보다는 적은 동작들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투어레츠키와 그의 선수들은 “근육 기억”을 말하
곤 한다. “만일 올바른 훈련법을 못한다면 또는 그 훈련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
능한한 정확한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기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까닭에 클림, 포포프와 투어레츠키 사단의 다른 선수들의 훈련
은 올림픽 선수의 기준으로 볼 때 한가하게 노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약 70킬로
미터를 수영하지만 말이다. 외부 사람들에게 그의 방법은 이상하게 보인다. 미국의 코치 빌 어윈(Bill
Irwin)은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포포프는 세세하도록 정확한 스트로크와 일관되게 아름
다운 동작으로 긴 세트를 합니다. 3주 동안에 나는 그가 단 한 랩도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느리게 하라.
그가 본 것은 투어레츠키의 “수퍼슬로우 수영”법이었다. 투어레츠키는 그의 사무실에서 과장되게 느린
동작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설명하였다. 극도로 느리게 움직임으로써 그는 각 근육의 정확
한 위치에 집중하게 된다. 균형이 지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매우 느리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더 비틀거
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균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끊임없이 옮겨야 하지요.”라고 그는 말한
다. 같은 이치가 풀에서도 적용된다. 수영자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은
높은 속도에서도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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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슬로우 수영은 또한 수영자들이 각 스트로크에서 최대한의 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팔을 가능한
한 멀리 뻗는 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은 수영자들이 더 높은 속도에서 힘을 빼는
(relax) 능력을 길러준다. 당신의 손과 발이 제 때에 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 경기 중에
급작스러운 행동도 줄어들테고 에너지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힘을 빼는 것(relaxation)은 간과되기 일
쑤지만, 미국의 뛰어난 수영선수였던 쟈니 바이스뮬러는 한 때 “자유형 수영의 최대의 비밀은 최고 속도
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스뮬러는 할리우드 영화 타잔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포포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연이은 두 번의 올림픽에서 100미터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딴 유일한 선
수였다.) 투어레츠키는 이점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모든 근육들이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용되지 않는 근육을 이완시킬 줄 알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피로
를 미룰 수 있다.
프란치스카 반 암직(Franziska van Almsick)

느린 속도로 훈련하는 것은 또한 수영자가 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예리하게 다듬어서 그 흐름을 예
측하고, 컨트롤하고 조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능력을 표현할 때면 수영선수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말투가 되어서 마치 그림에 대한 “좋은 감식안”을 말
하는 예술가처럼 된다. 수영자은 그 “느낌”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손바닥으로 물을 잡을 것인지, 언제 어
떻게 몸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당길 것인지 안다.

수퍼슬로우 수영이 이런 감각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안되면 투어레츠키는 그의 견인 기계를 이용해서 정
반대로 접근한다. 이 기계는 물에서 수영선수를 높은 속도로 잡아당겨서 그들이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
직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차창 밖으로 손
을 뻗는 것과 같다.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우면 바람의 저항이 손을 뒤로 미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손을 90
도 돌리면 손은 칼처럼 공기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다.
투어레츠키의 방법들은 그가 “3R” (스트로크 거리 stroke range, 이완 relaxation, 리듬 rhythm)이라
고 부르는 것을 최적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리듬은 물 속에서 급격한 움직임을 줄이는 데 중요하
다. 자유형 영자의 손이 물을 가르고 들어가면 그의 몸의 속도는 올라간다. 그러나 손이 나오면 몸은 느
려진다. 1실린더 엔진처럼 이것은 불균일한 추진력을 낳는다. 그 변화가 클수록 낭비되는 에너지도 많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한 팔이 물 밖에 나올 때 다른 팔은 언제나 물을 파고 있어야한다. 따라
서 동작은 2실린더 엔진이 만드는 운동과 비슷해진다. 하나의 피스톤이 되돌리기 하는 동안 다른 피스톤
이 추진하는 것이다. 양팔을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투어레츠키는 선수들에게 “카약 전법”을 연습시
킨다. 그들은 양날을 가진 카약 노를 갖고 풀 옆에 서서 상상의 여행을 하는 것이다. 포포프는 어떻게 노
를 저으면서 한 팔이 언제나 다른 팔과 반대의 것을 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서도 역시 투어레츠키의 수영
선수들은 이 기술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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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범치 않은 드릴들과 훈련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투어레츠키의 선수들은 웨이
브를 만드느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성공이 보여주는 증거 이외에도, 러
시아 팀의 수석 과학자인 세르게이 콜모고로프의 한 연구는 부드러운 테크닉 덕분에 포포프는
같은 속도로 수영하는 다른 선수들보다 약 30퍼센트의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투어레츠키는 그의 선수들의 테크닉이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 “내 생각에 마이클 [클림]은 시간
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는 아직도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아름다운 테크
닉을 위해서 싸웁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아주 가깝습니다.”

51

전사분면 수영법 (front-quadrant swimming)
에멋 하인즈(Emmett Hines)

혹시 몇 분 동안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이 그들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아
마도 그들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힘과 속도에 감탄한 경험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시간동안
앉아서 그들이 동작을 정확히 어떻게 취하는지 세세하게 관찰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최고의 수영선수들이 연습하는 장면, 특히 그들이 편안하게 수영하고 드릴들
을 연습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것이다. (물론 최고의 선수들도 편안한 수영을 하고 또 많은 드릴을 통
해--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한다고 장담할 수 있다--절대로 완벽한 테크닉을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해
서 특정한 대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한다. 더 좋은 것은 두 세명의 최고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들 마스터즈 코치들은 세계적인 자유형 선수들 몇 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니 톰슨을
포함해서)이 함께 훈련하는 것을 볼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세계적인 선수들
의 수영 스타일을 관찰하고 또 비디오 테잎에 녹화하였다.
그 선수들 각각은 독특한 수영 스타일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그들은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
었다. 즉 주로 옆으로 수영하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반대편 옆 자세로 빠르고 부드럽게 바꾸기, 팔
굽은 높고 손은 낮은 자세로 되돌리기, 스트로크당 긴 거리를 가기, 몸 길이를 길게 가져가기, 그리고
전사분면 수영(Front Quadrant Swimming).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전… 뭐라구요?”
설명할 기회를 주시라. 실제로 마지막 두 가지, 즉 몸을 길게 가져가는 자세와 전사분면 수영은 긴밀하
게 연결된다. 먼저 긴 몸 자세부터 시작하자. 1840년대에 프라우드(W. Froude)라는 친구가 물에서 배
의 형태와 길이, 넓이, 깊이의 비율이 배가 주어진 속도에서 갖게 되는 웨이브 항력(wave drag; 전체
항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항력이다)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세세한 수학적
인 점들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개념은 모든 유형의 경주배들이 일반적으로 길고 날씬하게 보이는 이
유를 설명해준다.
이것이 수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몸이 가능한한 길다면, 그리고 각 스트로크 싸이클 동안에
가능한한 긴 시간동안 몸길이를 길게 유지한다면, 항력과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은 매우 줄어
든다는 뜻이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항력은 몸 길이가 짧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실험을 해보라. 풀 벽을 최대한 세게 차고 나가되 양 손을 옆에 붙인 자세로 얼마나 멀리 글라이
드 해가는지 보라. 이제 같은 힘으로 풀 벽을 차고 나가되 양 팔을 머리 위로 뻗되 양 손을 겹치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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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겹치고 머리는 양 팔 사이에 꽉 끼게 완전히 유선형의 자세로 얼마나 멀리 글라이드 해가는지 보
라.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는다면 (25~50% 정도는 되어야 한다) 코치 선생님에게 당신의 유선형 자
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전사분면 수영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금방 설명할 참이었다. 잠시 참으시길.
똑 같은 크기의 경주용 배 두 척(빨간 배와 파란 배)가 시합을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일초에 한번씩 파
란배는 견인용 배 모양으로 변해서 반 초 가량 있다가 다시 경주용 배 모양으로 변해서 반 초 가량 간
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상황에서라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길고 늘씬한 모양을 유지하는 빨간 배에
돈을 걸 것이다.
6피트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물에서 쭉 뻗어서 완전히 유선형 자세를 취하면 8피트6인치에서 9피
트에 이르는 긴 배가 된다. 이제 그가 파란 수영복을 입고 꽤 괜찮은 속도로 수영해간다고 하자. 그는
완전한 유선형을 유지하면서 각 스트로크마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간다. 이것을 “경주 배 자세”라고
하자.
이제 그가 되돌리기와 스트로크를 동시에 시작해서 되돌리기 하는 팔과 당기는 팔이 동시에 어깨선을
통과한다고 하자. 이것을 “견인 배 자세”라고 부르자.
옆 레인에 같은 키에 같은 경주 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빨간 수영복의 친구가 있다. 그는 경주 배 자세
에서 견인 배 자세로 변형하지 않고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되돌리기와 스트로크를 동시에 시작
하는 대신 그는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되돌리기를 거의 끝내고 있다. [그림의 윗 사람; 두 손 중 적
어도 하나는 반드시 전사분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사분면 수영법의 요점.]

이런 식으로 그는 스트로크 싸이클 전체를 통하여 유선형의 옆으로 누운 자세와 몸 길이의 거의 대부
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 하는 손이 입수하고 스크로크 하는 팔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한
편의 옆 자세에서 다른 편 옆자세로 빠른 몸굴림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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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전사분면 수영법이다. 그림에서 윗 사람의 되돌리기 하는 손이 막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의 스트로크하는 손은 여전히 전사분면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되돌리기하는 한
손이 앞으로 가서 입수하고 스트로크하는 다른 손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어느 지점에서 양 손이
서로를 통과하는가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다. 그 통과 지점은 반드시 당신의 머리 앞 쪽이어야 한다.
빨간 경주 배가 내기 돈을 끌어모으듯이 빨간 수영복을 입은 친구[위 그림에서는 윗쪽 사람]가 주목받
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팔을 늘, 또는 스트로크의 거의 모든 시간에, 몸의 앞으로 주욱 뻗은 채로 유지하는 것은 물에서 배
의 평균 길이가 길게 유지되도록 해주며, 이것으로 웨이브 항력은 크게 줄어든다. 그밖에 여기서 언급
하기에 너무 많은 여러가지 역학적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것으로 최고의 자유형 선수들을 볼
때면 늘 전사분면 수영을 보게 되는지 설명된다.
수영 코치를 함에 있어서 나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렇다: 모든 최고의 선수와 코치들이 모두, 또는 거의
모두 어떤 토픽에 있어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면 그들이 올바른 방향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말 잘 하고 싶다면 그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라. 만일 그들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면, 그 문제는, 예컨대 수영복 색깔처럼,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다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일 것
이다.

54

중력과 공기에 대하여
에멋 하인즈
지난 달에 나는 전사분면 수영법이라 불리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썼다. 그 글에서 나는 길이, 넓이,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 말하였고, 웨이브 항력과 프라우드 수에 대해서 말하였으며, 여러가지 배의 비
유를 들었다 (이래도 기억이 안나신다면 지난 호를 뒤져서 읽어보시길). 그 글을 쓰고서 나는 이 잡지
«Schwimmvergnugen»에 글을 쓴 이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질문의 대부분은 괜찮은 질문들이
었는데, 주로 그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전사분면 수영을 연습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면 뭔가 좀
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접
근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각도를 좀 더 밀고 가서 다른 아이디어들도 꺼내보도록 하겠
다.
가라앉는 엉덩이와 다리 -- 지난 글에서 여러분께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실험으로 되돌아가보자. 손
을 양 옆에 붙인채로 풀 벽을 힘껏 치고 나가서 얼마나 멀리까지 글라이드 해 갈 수 있는지 보자. 아마
도 곧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엉덩이 떨어지기”라고 부르자.)
그 결과 몸 자세는 당신이 수영하는 동안에 당신 몸에 항상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힘, 즉 부력과 중력
의 합 그대로 나타난다. 공기로 가득 또는 일부 채워져 있는 당신의 허파는 부이처럼 작용해서 동체
윗 부분을 수면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다. 팔을 옆에 붙인 자세에서 당신 몸의 무게 중심은 좀 낮아서
복부 근처 어딘가에 위치한다. 중력은 당신의 몸에 작용해서 무게 중심을 풀의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무게 중심이 “공기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엉덩이 떨어지기 효과는 더 커진다. 다리
와 엉덩이가 물 속에서 낮게 가면 완전히 유선형의 자세에서 엉덩이와 다리가 어깨 바로 뒤에 있을 때
보다 저항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허파에 공기의 양, 뼈의 밀도, 신체 지방의 비율 등등 모든 것들이 이 그림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
다. 그러나 당신의 몸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통제가능한 요인은 몸의 각 부위의 상대 위치이
다.
팔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라 -- 풀 벽을 같은 힘으로 차고 나가되 손 위에 손을, 팔목 위에 팔목을 겹쳐
서 뻗고 머리는 양 팔 사이에서 꽉 끼도록 완전한 유선형의 자세로 나가서 가능한한 멀리 글라이드해
보라. 이 경우에 글라이드를 더 멀리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엉덩이/다리도 그렇게 빨리 또는 그렇게
아래로 가라앉지 않음을, 어쩌면 전혀 가라앉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팔들을 원래 있던 옆 자리에서 공기 중심의 반대편 위치로 옮김으로써 몸의 무게 중심을 동체의 윗 부
분으로, 공기 중심에 더 가깝게 아니면 아예 공기 중심과 같은 자리로 옮길 수 있다. 이 결과 엉덩이
떨어지기는 덜해지고 당신은 물에서 좀 더 유선형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엉덩이와 다리가 바
닥으로 끌리는 걸 막으려고 발차기하는 에너지는 덜 소모된다.
바로 여기에서 전사분면 수영법이 들어온다. 우리가 수영할 때에 우리의 손은 늘 옆에 붙어 있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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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늘 앞으로 뻗어 있지도 않다. 팔은 계속 위치를 바꾸며 그에 따라서 우리의 무게 중심도 계속 변화
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우리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무게 중심이 어느
범위에 있도록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팔을 빨리 되돌리기 해서 몸의 앞으로 보낼수록 엉덩이 떨어
지기는 덜 겪게 된다. 몸 앞에 글라이딩하는 팔을 더 길게 유지할수록 엉덩이 떨어지기는 줄어든다. 평
균적으로 양 팔을 몸 앞에 유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엉덩이 떨어지기는 줄어든다. 이쯤되면 전사분면
수영법이 높은 엉덩이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티켓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무얼 바
라겠는가?
머리는 제대로 붙어 있는가? 이 자세를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수영할 때에 팔의 위치와 타이밍은 엉덩
이의 높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머리 위치도 전체적인 몸 자세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머리는 똑바로 서 있을 때처럼 척추선에 맞추어져야 한다. 정수리를 앞으로 향하고 달린
다거나 가슴을 앞으로 쑥 내민채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목에 경첩으로 머리를 붙여서 그것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또는 옆으로 기우뚱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상한 자세가 어디 있겠는가. 당신의
머리를 삐딱하게 튼채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척추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다.
다시 실험을 해 보자. 손을 옆에 붙이고 벽을 차고 나가되 머리는 척추선에 제대로 붙이고 있는다. 그
러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머리를 틀어보라. 숨을 쉬는 것처럼 머리를 물 밖으로 들고 엉덩이가 어
떻게 되는가 보라. 이제 머리를 척추에 제대로 붙이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팔은 위로 뻗어서 완전한
유선형을 만든채로--당신의 귀가 팔에 붙어 있어야 한다-- 차고 나가 보라. 이제 글라이드가 조금 진행
된 후에 머리를 틀어서 숨을 쉬는 것처럼 물 밖으로 머리를 치켜들어보라. 옆으로 돌리지 말고 들어보
라. 엉덩이는 어떻게 되는가?
몸의 자세가 어떠하든, 척추에 제대로 붙은 위치로부터 머리를 들기 위하여 쓰는 힘은 엉덩이 떨어지
기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머리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근육이 등 아래와 엉덩이로 직, 간접적으
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증명하려면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누워서 손을 옆으로 붙이고 머리
를 바닥에서 똑바로 들어 올려 본다. 이때에 엉덩이가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똑 같은 일
이 물에서도 일어난다.
이제 바닥에 엎드린채로 손을 위로 뻗고 유선형을 만든 다음 손과 팔뚝을 아래로 누르면서 머리를 들
어보라. 머리와 어깨가 솟으면서 엉덩이는 다시 바닥을 누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 속에서 쉽게
숨 쉬려고 머리 위로 뻗은 손을 누르면서 머리를 들려고 할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교훈: 머리를
척추선에 바르게 붙이고 들지 마라.
“그렇지만, 코치님! 제가 듣기로는 물을 높게 타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물을 높게 타야한다는 개념은 맞다! 그런데 이 개념을 보통 잘못 적용한다. 몸의 평균 깊이는 가능한한
수면에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자유형이나 배영에서 옆 자세로 글라이드할 때에 몸의 한쪽 옆면은 물
속에서 나아가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엉덩이와 다리를 물 속으로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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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서 머리와 어깨를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면 낮아진 하체가 만나게 되는 가외의 항력은 머리와
어깨를 높이 함으로써 얻어질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상쇄하고 남는다. 빠른 수영 선수들은 물에서
높게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물에서 빠르게 움직인 결과 생기는 것이지, 높게 타기
때문에 빨라진 것이 아니다.
보트 비유를 더 들어보자. 가속을 붙이고 있는 모터보트를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보트의 앞쪽이 뒤쪽보
다 더 높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선형이 아닌 보트일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보트가 크랭크를 넓
게 열고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면서 보트는 정지해 있을 때처럼 이물/고물이 거의 같은 높이로 돌아온
다. 이 때에는 보트의 앞 끝만 높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트 전체가 높게 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빨리 가기 위한 다른 모든 동작들을 잘 하고 있으면 높은 몸 위치는 저절로 된다.
킥판 중독증 -- 당신은 혹시 주변에 킥판이 보이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 그 킥판을
잡으면 갑자기 운동이 제대로 되는가? 그것 없이 수영하는 중에도 그 보물 같은 부이를 바라보고 랩을
도는 도중에도 레인 끝에서 가끔 거기로 손이 가는가? 그러면 안심이 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킥판
중독증 환자다. 이 증세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몸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다. 킥판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올바른 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 중 어느 것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죠오쥐 짐머가 말하듯이 “나는 그걸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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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세를 취하라!
에멋 하인즈

“손 위에 손을, 손목 위에 손목을 겹치고 머리는 양팔 상박 사이에 꽉 끼고 엉덩이는 바짝 들고 발목
은 펴라!”
이 말을 수백만 번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벽을 차고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은 앞에 느슨
하게 있고 손은 떨어지고 머리는 들려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정도이고 발가락은 풀
바닥을 향해 있다. 이것을 “슈퍼맨 자세”라고 부르자.
“잠깐만요!” 당신은 말한다, “저는 손을 합치고 있는데요. 저는 슈퍼맨 자세는 아니예요!” 오케이, 당신
의 손은 어쩌면 합쳐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겨우--어쩌면 “손가락 한 두개 겹칠만큼”. 그러나 당신의
손목은 옆으로 벌어져 있고 당신의 팔굽은 60도나 그 이상 굽어져 있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 손 위를
쳐다보고 있으며 당신의 팔과 귀 사이로는 빛이 충분히 들어와서 참바리 물고기가 똬리를 틀어도 될
정도이다. 이것을 애칭삼아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자세”라고 불러주기로 하자.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을 완전한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
다. 한 곳에 서서 좋은 유선형 자세를 취하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세를 벽을 차고
나가서는 매 순간 유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 그 자세를 취하려면 신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매우 유연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자세를
취하려고 매우 쎄게 스트레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치 운동이 그렇듯이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그 자세로 보낼수록 그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쉬워진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
자세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그 자세는 결국 당신에게 아주 편한 자세가 될 것이다. 그 자세를 취하
는 것이 더 힘들수록 그 자세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긴 시간동안 취하는 것이 당신에게 그만큼 더 중요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둘째, 이것은 집중을 필요로한다. 다리가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 당신의 몸이 자동적으로 그 자세로 들
어가도록 당신의 신체 시스템이 조건화되기 전까지 당신은 코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5미터를 오
가며 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유선형 시간”을 가질 아주 좋은 기회는 킥판 없이 킥 드릴을 할 때이다. 이 시간을 킥 드릴 뿐 아니라
유선형으로 스트레칭하는 드릴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라. 이렇게 하면 킥 드릴 동안에 더 빨리 가게 될
뿐 아니라 유선형 자세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에도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힌트: 그 자세에서 킥을 하
는 동안에 숨을 제대로 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이런 훈련을 아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58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혹시 벗어날 길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이렇게들 묻는다.
보라. 당신은 벽을 차고 더 멀리 글라이드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풀의 길이를 갈 때 더 적은 스트
로크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바라건대,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
어야 한다.)
에너지 소모는 어떤가? 벽을 차고 나가서 긴 거리를 글라이딩하는 것은 짧은 거리를 글라이딩하고 나
머지를 수영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든다.
그리고 더 빠른 스피드가 있다. 당신은 벽을 차고 나간 후 물을 더 빠르게 통과해 갈 것인데, 이것은
당신의 수영이 빨라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만큼 더 아주 숙련된 “엘리트 수영 선수”처럼, 진짜 프로라는 뜻에
서 엘리트 선수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거야말로 풀에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가 아닌가? 내가 보기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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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서 숨쉬기(Waiting to Inhale)
에멋 하인즈

현실을 직시하라. 인간의 신체는 수영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서 머리를 물 속에 처박고 저녁거리를 찾아다니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성의 힘과 낚싯
대를 대신 주었다. 그의 위대한 피조물이 강물에 떨어지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온 힘을 다해서 물장구
를 쳐서 몸뚱이를 강가로 끌어내는 본능만으로도 생존의 필요에 충분히 잘 봉사하였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해서 자연과 놀면서 게으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물 속에서 돌아다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다. 그러나 자유형 수영을 하
면서 머리를 하늘로 쳐들려는 본능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엘리트 수영선수들 사
이에서도 이 본능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문제:
숨 쉬려고 머리를 처드는 것이 옳은 동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머리 동작을 주의깊게 관찰해본다면 (비디오로 슬로우모션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 중 약
80%정도가 숨을 쉬려고 머리를 약간이라도 들어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수면과 평행하게, 머리, 어깨, 엉덩이, 다리를 직선으로 뻗어서 수평으로 균형 잡힌 자세로 움직이는 수영
자는 형태 항력(form drag; 물체의 형태와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머리를 약간 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의 엉덩이와 양다리는 약간 가라앉게 된다. 실제로
머리를 수직으로 5센티미터 들면 엉덩이는 10~15센티 내려가고 양발은 20~25센티 내려가게 된다. 이
걸로도 수영자의 전방 표면적 전체는 거의 두 배가 된다. 전방 표면적이 커지는 데 비례해서 항력이 증가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킥보드를 붙들고 킥을 하면서 누구나 보드를 눕혀
서 미끌어지도록 잡지 보드는 벽처럼 세워서 보드의 넓은 면으로 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숨을 쉴 때에 머리를 약간 드는 수영자를 잘 살펴보면 그의 엉덩이와 다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럴까? 그들은 킥을 사용해서 엉덩이와 다리를 수면으로 띄우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들면서
다리를 수면으로 띄우는 데에 필요한 가외의 킥은 모두 에너지 낭비, 그것도 아주 엄청난 에너지 낭비다.
해결책:
여러분들은 아마도 빌 부머(Bill Boomer)나 테리 래플린(Terry Laughlin)같은 선구적인 수영 코치들
이 말하는 수영 기술 상의 진보에 대해서 읽거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몸을 유선형으로 균형잡기,
머리를 척추에 곧게 “붙이기”, 또 T자 누르기를 통해서 몸을 옆에서 옆으로 롤링하는 동안에 다이내믹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등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숨쉬기를 제대로 할 준비는 되
어 있는 셈이다. 오른편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오른편으로부터(배꼽이 왼편의 벽을 향해 있다가) 왼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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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배꼽이 오른편 벽을 향하도록) 롤링을 하면서 오른 팔을 스트로크한다.
롤링을 시작할 때에 코는 대략 풀 바닥을 향한 채로 있다. 롤링의 중간 정도가 지날 때(배꼽이 바닥을 막
벗어날 때)까지 머리는 몸의 롤링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다. 즉, 동체의 롤링과 함께 움직인다. 이때까
지는 동체의 회전 (배꼽의 위치로 동체의 회전 정도를 알 수 있다)이 머리와 함께 가거나 머리보다 조금
더 빨리 가도록 한다. 머리가 몸의 롤링보다 앞서서 돌지 않도록 주의한다. 머리를 앞서서 돌리려고 하면
머리가 들리는 결과가 된다.
몸의 롤링이 왼편으로 가장 깊은 지점까지 갔을 때 (배꼽이 오른편 벽을 바로 바라볼 때), 생명과도 같은
산소를 잘 들이마시도록 숨구멍을 터주려면 머리를 조금 더 돌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시점에
서 본능이 몸을 장악해서 머리를 약간 들게 되기가 아주 쉽다. 이런 성향을 극복하려면 머리의 옆/뒤 편
을 바닥을 향해서 가볍게 눌러서 뻗어있는 왼팔과 닿도록 (또는 거의 닿을 정도가 되도록) 눌러줄 수 있
어야 한다. 이때의 느낌은, 만일 코가 위를 향하도록 머리를 계속 롤링시킨다면 두 귀는 물 아래에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
왼편으로 롤링하면서 숨을 쉬는 동작이 이루어질 동안 왼팔은 반대편 벽을 향해서 완전히 뻗은 채로 유
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에 흔히 보이는 잘못은 엉덩이를 아래로 누르는 것이다. 팔은 “무게
없이” 앞으로 뻗고 있는 채로 겨드랑이에 몸의 무게 중심을 두고 “기댄다”고 생각하라. 숨을 들이쉬고
난 후, 머리를 되돌려서 코가 바닥을 향하는 자세가 되도록 회전한다. 이 때에는 머리가 몸보다 앞서서
바닥을 향하는 자세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숨쉬기 방법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당신은 머리를 들려는 본능적 성향을 극복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엉덩이와 다리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가외의 킥을 차면서 낭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1

담배 피우는 시간?(Cigarette Break?)
에멋 하인즈

훈련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수영
으로 긴 거리를 가는 동안에 시간과 힘을 가장 절약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을 탐탁해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몸을 더 많이 굴
리고 더 많은 랩을 오가는 것이 빠르게 수영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수영 코치의 관점
으로 보면 이것은 둘 중의 하나다. 수영하는 사람의 무지함 그리고/또는 무심함. 코치가 스트로크의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이때에 수영자의 무지는 코치
의 잘못인 셈이다. 그러나 일단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접수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수영자의 몫이다. 일단 기술들을 습득해서 정교하
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다음에는 그 환경을 이용할 책임은 수영인의 몫이다.
스트로크의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할 책임은 내게 있으므로, 먼저 내
몫의 일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수영 기술은 효율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 길이를 가는 동안의 스
트로크 수로 측정된다.
Æ 25야드 풀의 한 길이를 자유형으로 가는 데 20번 이상의 스트로크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스트로크
를 전체를 획기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Æ 보통 빠르기로 수영할 때 15회 이상의 스트로크가 걸린다면 당신은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많다.
Æ 15스트로크 이하가 걸린다면 코치에게 얼마나 더 스트로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 (그런 필요가 있
다면) 코치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코치님, 저는 키 큰 애들을 따라잡고 싶걸랑요!”
당신이 젓는 속도만 높여서 -- 즉, 팔과 다리를 더 열심히, 빨리 움직여서 -- 단거리 속도를 잠시 개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의 속도 포텐셜은 당신이 얼마나 힘을 쓰는가 하는 데 보다
는 당신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데 더 많이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수영인들은 가장 미학
적으로 보기 좋으며 길이당 가장 적은 스트로크가 들고, 가장 느린 수영인들은 보기에도 가장 나쁘고
스트로크 수도 가장 많다.
효율적이고 긴 스트로크는 등, 동체, 엉덩이, 넙적다리의 더 많은 더 큰 근육 모임들이 동작의 더 많은
부분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짧고 비효율적인 스트로크는 더 작은 팔, 어깨 근육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
록 만든다. 당신이 긴 스트로크로 수영할 때에 당신은 빠르고 효율적인 수영에 필요한 모든 근육 모임
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뭉툭하고 짧고 졸렬한 스트로크로 수영할 때 당신은 작은 근육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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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을 지나치게 훈련시키고, 더 크고 더 강한 근육들은 무시함으로써 당신의 장기적인 속도 포텐셜을
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잠시 다른 얘기 하나 하겠다.
당신이 나뭇꾼 십장이고 20명의 일꾼들이 40피트 길이에 2000 파운드 무게의 통나무들을 강으로 굴
려 떨어뜨리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자. 이 스무명은 함께 움직여서 허리를 삐지 않고 통나무 더미
에서 통나무를 들어올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함께 움직여서 그것을 고르지
않은 땅을 지나서 강 둑에 까지 나르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들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통나무를
정확하게 밀어서 그것이 아래의 강변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물로 반듯하게 둘러가도록 만드는 법을 배
워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통나무 더미로 돌아와서 다음 통나무를 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
은 스무명 모두의 동작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일이다. 이일은 또한 각 사람이 전체 하
중에서 자신의 공평한 몫(100파운드)를 제대로 떠맡을 수 있도록 상당한 신체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숙련되고 팀웍이 잘 맞는 일꾼들은 50분동안 20개의 통나무를 나를 수 있고 한 시간당 10분의 휴식
이 주어진다고 하자.
당신이 할 일은 맡은 양의 통나무들을 빨리 날라서 강에 띄우는 일이다.
이제 당신은 일꾼 그룹이 배우고 일하도록 시킨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느리지만, 훈련 수준이 높아
감에 따라서 기술들을 더 배우고 다듬어간다. 시행착오도 많다. 그러나 셋째 날 그 그룹은 너무 일찍
힘을 쓰다가 그만 일꾼 다섯명이 지쳐서 열에서 빠져 쉬게 생겼다. 십장으로서 당신은 이들이 쉬도록
허락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만일 당신이 이 다섯면을 열에서 빠져 앉아 쉬라고 허락한다면 그들은 기술과 팀웍을 배
우는 걸 멈추고 옆에서 담배나 피우면서 훈련 과정을 뒤엎게 된다. 그들이 다시 일하러 왔을 때 그들
은 기술 발전과 신체 조건에서 더 뒤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계속 일한 다른 친구들보
다 더 쳐지게 되고 다음 번에는 더 빨리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두어번 되풀이되면 당신
은 못참고 그 다섯명을 해고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머지 15명이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될텐데, 그들은 그걸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할 것이고 결국 일꾼이 너무 작아서 당신은 맡은
량을 제 시간에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새 일꾼을 다섯명을 쓴다면 그들은 당신이 해고한 다섯
명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
올바른 스트로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 나뭇꾼 팀을 훈련시키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수영은 아주 복
잡한 동작들의 조합인데, 이것은 많은 근육의 조화된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것은 또한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조건도 요구한다. 시행착오도 많다. 만일 당신이 길고 효율적인 스트로크를 완성하려고 한다면
이 기술은 더 짧은 스트로크보다 더 많은 근육과 근섬유들이 그 일을 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
억하라. 당신이 긴 스트로크 기술을 포기하고 그 짧은 스트로크로 되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 다섯명
(또는 그 이상)의 일꾼들이 열외에서 담배 피우며 쉬게 하고 나머지 일꾼만을 훈련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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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 몇 명에게만 쉬는 시간을 주기보다 차라리 (1) 훈련 속도를 늦춰서 전체 일꾼들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서 모든 일꾼들이 훈련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거나, 또는 (2)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쉬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담배 피울 시간을 주느니 차라리 그들이 뭔가 다른 가치있는 일, 예컨대
돌아가며 일하기… 라던가 닌텐도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완전히 숙련되고 조화되고 잘 조건화된 스무 의 일군들이 단지 열다섯 명의 일꾼보다 더 큰 포텐셜을
가진다는 데에 동의하시는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그치고 당신이 얼마나 잘 수영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한다면 당신은 일꾼들 전체가 숙련되고 조화되고 조건화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수영 속도의 포텐셜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기술 따위는 집어치우고 옆 레인의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은 유혹이 크다는 걸 나는 잘 안다. 그리고
가끔은 효율성은 접어두고 최고의 속도로 스트로크해서 그동안 향상시킨 기술이 당신의 “자동항법 장
치”를 얼마나 잘 날라다 주는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대개의 시간동안 당신은 일꾼들 전체가 일
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배우는 기술을 하나의 습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제대로 구
현하면서 최소한 100,000 야드 정도는 가야 한다. 당신이 100,000야드 동안 그 기술을 적당히 엉터
리로 연습한다면 당신은 적당히 엉터리의 습관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스트로크 길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일꾼들 일부를 담배 피며 쉬라고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64

스트로크 당 거리
에멋 하인즈

(자유형에서) 수영장 랩 길이당 몇 회의 스트로크로 가야 하는가?
스트로크에서 손젓기 동작을 기술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의 몸이 손을 지나서 당겨지는 동안 당신은 손
을 한 곳에 굳게 붙박고(anchor)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각각의 스트로크에서 당신의 “날개 간격
(wing span)” [양팔을 옆으로 길게 벌렸을 때에 왼쪽 팔 끝에서 오른쪽 팔 끝까지의 길이]의 길이 전체
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 당신이 스트로크를 가장 앞 쪽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뒤끝에서 피니시하고 있다
면) 당신은 자유형의 스트로크 한번으로 대략 당신의 날개 길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최고
의 수영선수들 중에는 스트로크마다 자신의 날개 길이보다 더 멀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문제다.)
당신이 키가 180cm이고 손목에서 손목까지 측정한 날개 길이는 약 150cm라고 하자. 100% 효율적인
스트로크로 수영한다면 당신은 자유형의 각 스트로크로 약 150cm를 (왼팔-오른팔의 스트로크 한 싸이
클로는 3미터 정도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25야드 풀에서 벽을 차고 나가서 첫 스트로크를 배영 플래
그 근처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수영하는 길이는 약 20야드 (18미터 정도)가 남는다. 당신이 레인을 따라
100% 효율적인 스트로크를 하면서 횟수를 센다면, 당신은 12번의 스트로크 (또는 6회의 스트로크 싸이
클) 후에 반대편 끝에 닿을 것이다. 당신의 키가 150cm라면 스트로크 횟수는 14번 정도 (6피트반
(195cm) 정도의 키면 11번의 스트로크, 5피트반(165cm)이라면 13번의 스트로크)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얘기는 중간 속도의 수영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수들에서는 속도가 커지면서 효율성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거리 경기에서는 한 길이당 스트로크 횟수는 대략 10%~40%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들은 단거리 시합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물리치는 선수
들보다 길이당 스트로크 횟수가 더 적다. [테리 래플린이 감동받은 것도 이거죠. 1992년 바르셀로나 50
미터 자유형 경기 결승에서 알렉스 포포프는 34회의 스트로크로 당시 최고였던 매트 비욘디를 무려 스
트로크 3번의 차이로!! 물리쳤답니다. 시간으로는 0.2초 차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스트로크의 효율성을 가늠할 척도를 갖게 되었다. “나의 스트로크 횟수를 어떻게 줄
일까?”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첫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 횟수를 세라는 것이다. 워
밍업할 때나 편안하게 수영할 때에나 대시할 때에나 등등 언제나. 모든 속도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스
트로크로 가는지 늘 의식하라. 편안한 수영에서 또 중간 정도의 속도에서 또 강도 높은 수영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대시에서 길이당 당신의 “정상” 스트로크 횟수가 얼마인지 알아내라. 훈련 기록
장을 꺼내서 이 숫자들을 써 두라.
다음으로 위에서 계산해 보인 숫자들은 이상적인 숫자임을 기억하라. 그런 이상에 도달하려면 몇 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모든 수영에서 스트로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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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각 스트로크 사이에 글라이드를 길게 타도록 함으로써 길이당 최소한의 스트로크로 가도록
고안된 드릴들을 연습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당신의 이상적인 횟수의 절반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목표
를 잡으라--물론 10회 이내여야 한다. 손젓기 드릴을 연습하라. 당신의 스트로크의 어떤 단계에서 손젓기
가 지배적이고 어디에서 손이 패들링만으로 물을 빠져 나오는지 의식하라. 다양한 강도로 수영하면서, 각
각의 강도에서 속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정상” 횟수를 1~2회 줄여보도록 노력하라.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다보면 당신의 “정상” 횟수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이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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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최전방(Front-End)
댄 톰슨(Dan Thompson)

자유형의 최신 기술은 스트로크의 최전방, “물잡기”라고 불리는 동작에서 시작된다. 좋은 물잡기 기술을
사용하면 손이 스트로크에서 더 일찍 물을 다룰 수 있어서 전체 스트로크 동작 패턴의 힘과 길이를 높여
줄 수 있다. 자유형 챔피언들의 최전방 작동 모습을 자세히 분해해 보면 배울 게 많다.
자유형에서 되돌리기 하는 팔이 물을 가르며 들어갈 때 전방으로 최대한 뻗어서 물을 잡기 위해서 두 가
지 동작이 발생한다. 첫째는 같은 방향으로 몸이 돌아내려가 롤링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깨를 가슴에서
앞으로 미는 동작이다. 이 동작들은 일상 생활에서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손을 뻗을 때 누구나 사용하는
동작들이다.
이 대목에서 생리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의 팔은 완전히 뻗을 때 어깨의 소켓 관절부에서 시계 방향
의 회전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팔은 낮은 엘보(dropped-elbow)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
은 나뭇가지 같은 고체의 물체를 잡을 때 유리한 자세지만, 물 같은 유체를 붙잡는 데에는 도움이 안된다.
자유형 챔피언들은 팔이 낮은 엘보우 자세로 돌아가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본능적으로 회피한다. 손이 앞
으로 가르고 나아갈 때 그들은 팔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저 유명한 하이-엘보우(high-elbow) 위치가 되
도록, 돌린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기술로서, 강력한 활배근(척추와 팔윗꿈치를 연결하는 근육?)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손이 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탱하도록 해주는 동작이다. 재빠르게 행하면 이 동작은 손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이 꿋꿋하게 느껴지게 해주는데 이런 느낌을 쟈니 바이스뮐러는 “한 줌의 물을 잡는
느낌(grabbing a handful of water)”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제 물을 붙잡은 다음에 선수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즉, 손은 물의 압력에 굳게 기대어 붙박혀
서(anchor) 스트로크의 강력한 다음 단계들이 시작되어서 팔을 안으로 그리고 뒤로 엉덩이 방향으로 밀
어갈 때까지 버텨주어야 한다. 물에 매달리는 것은 두 가지 동작, 즉 팔굽을 굽히는 동작과 어깨를 앞으
로 롤링해서 턱과 나란한 위치까지 보내는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동작을 “술통 넘어 손뻗기
(reaching over the barrel)”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동작의 결과 팔굽은 높은 정지 위치에 고정된채로
손은 물을 후방으로 미는 피벗팅(pivoting) 동작이 발생한다. 이렇게 피벗팅 스타일로 물잡기하지 못하
는 보통의 자유형 수영인들은 팔 윗꿈치를 그냥 뒤로 밀어서 손에 대한 물의 압력을 유지시키는 것 이외
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팔을 뒤로 미는 동작은 활배근의 강력한 미는 동작을 분산시키는데, 이 근
육이야말로 수영에서 추진력을 제공하는 중심 근육인 것이다. 피벗팅 동작은 어깨의 작은 근육인 회전근
(rotator-cuff muscle)을 사용해서 물을 잡기 때문에 활배근이 후에 힘을 사용하는 스트로크 단계에서
가장 잘 쓰이도록 비축해둔다.
최전방 동작을 잘 하는 것은 최고의 자유형의 위한 초석이 된다. 여기서 일련의 근육 움직임이 시작되어
서 아름답고 효율적인 스트로크가 생겨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최전방에서 최초의 당기기 패턴을 잘
움직이면 중간 스트로크와 피니쉬는 거의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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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시 단계
브렌트 루트밀러(Brent Rutemiller)

앞의 “자유형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자유형 스크로크의 초기 단계를 검토하였다. 그 글은 물잡기 이전에
팔을 완전히 뻗는 것과 스트로크의 첫 대목에서 하이-엘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
히 설명하였다.
자유형 스트로크의 처음 대목은 유선형 만들기와 근육 사용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
트로크의 마지막 단계가 추진력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이 단계는 흔히 피니시라고 불리는데, 인스윕, 업
스윕, 그리고 물놓기, 이렇게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인스윕 동안에 손은 회전되어서 손바닥이 발을 향해야 한다. 팔과 손은 물을 정후방으로, 가슴에서 허리
까지 밀어야 하는데 팔은 팔굽에서 90도 직각을 이루는 게 좋다.
일단 손이 엉덩이를 지나면, 손은 밖으로 위로 회전해야 한다. 여기가 실제로 스트로크의 피니시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많은 수영인들은 이 지점에서 손목을 풀어서 물이 자동적으로 손에 맞추어서 적절한
피치를 올리도록 만든다.
이 위-밖 방향 단계에서 손은 엉덩이를 지나서 수면을 향하면서 더 빠르게 가속되어야 한다. 물을 똑바로
수면으로 밀어올리려는 경향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피니시 단계의 속도와 지속 시간을 가능한한 늘
려야 한다.
일단 손이 업스윕 단계를 마치면 물놓기 단계가 시작된다. 물놓기는 새끼 손가락이 수면으로 가도록 손
바닥을 안으로, 엉덩이르 향하게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이 항력을 최소화하면서 물을
가르며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동작은 또한 엘보우가 위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이-엘보우 되돌리기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어깨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니시 단계는 자유형에서 물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로크에서 가장 추진력이 큰 단계이기 때문에 시합하는
수영 선수들은 훈련 때이건 시합 때이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스트로크의 이 단계를 단축시키거나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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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스트로크 팁
칩 젬펠(Chip Zempel)

스트로크 테크닉의 흐름은 언제나 엘리트 수영선수들에서 시작해서 코치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되
는 식이었다. 엘리트 수영선수들은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신경계는) 자유형을 올바로 수영하는
법을 알고 있다. 코치들은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게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이해
함으로써 스트로크의 기법들을 배운다. 이러한 관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라. 코치
들이 엘리트 수영선수들의 관찰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그들은 물 밑에서 스트로크 하는 동안에 팔굽을
곧게 펴고, 노의 바퀴를 돌리듯이 큰 반원을 그리면서 당기라고 가르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
로 스트로크했는데, 1960년대에 제임스 닥 카운실맨이 마크 스핏츠, 돈 숄랜더, 코넬리아 엔더 같은 선수
들의 수중 동작을 촬영해서 그들이 팔굽을 구부리며 손을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
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손동작을 손젓기(sculling)라고 부르며, 이제는 누구나 “인스윕”, “아웃스윕”, “S
자 당기기”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코치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들은
엘리트 수영 선수들이 동작에서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내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힙
롤링이다.
이 “발견”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쓰여졌는데, 힙 로테이션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불러일으켰던 논문은
밥 프리챠드(Bob Pritchard)의 “수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영선수들은 엉덩이에서 추진력을 발생시킨
다(A New Swim Paradigm: Swimmers Generate Propulsion for the Hips)” (Swimming

Technic, May/July 1993)이었다. 그 후로 다른 코치들과 연구가들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
여 수영을 더 빠르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드릴과 부분동작들을 개발해서 공백을 메워갔다.
의자에서 일어서 보라. 당신이 지금 두 줄의 가드레일 사이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라. 한
손을 뻗어서 그쪽 편의 레일을 잡아서 몸을 앞으로 당겨보라. 몸이 당겨지는 동안에 반대 편 손을 뻗어서
반대편 레일을 잡고 마찬가지로 당겨보라. 이런 동작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당신이 두 가드레일 사이
에서 팔을 번갈아 뻗어서 당기면서 몸을 당겨 나아가는 것처럼 해보라. 일어서서 같은 동작을 취해보라.
뻗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엉덩이가 끼어들게 하면 이 동작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강력해지
는지 느껴지는가? 당신은 이제 양 팔로만 당기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동체 전체--엉덩이, 등, 복근육-가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당김이 얼마나 더 길어지는지 주목하라. 이제 당신은 손을 더 멀리 뻗어서 더
뒤로 당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형에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동작이다. 이와 똑같이 쉽고 편한하
면서 힘을 얻는 것 말이다.
사이드 킥: 킥판은 던져버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킥하는 것을 배우라. 아래 편의 팔을 앞으로 뻗고 윗
편의 팔은 옆에 붙인다. 풀의 한 길이를 킥으로 가고 돌아올 때에는 반대 자세로 한다. 아마도 한 편이
다른 편보다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보통 한 편으로만 호흡한다면 한 편의 동작이
더 어려운 이유가 숨쉬기와 관련이 없는지 (숨을 쉴때마다 가라앉는 건 아닌가) 또는 엉덩이의 롤링과 관
련이 없는지 (다리가 꼬인다고 느껴지고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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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킥: 옆으로 킥을 할 때 6회의 킥을 세고 스트로크를 한 번 하고, 다른 편으로 롤링하면서 팔을 바꾸
고 그 팔을 앞으로 뻗는다. 다시 여섯을 세면서 킥을 하고 스트로크 한 번 하고 자세를 바꾼다. 자세를
바꿀 때 엉덩이가 “굳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반대편으로 자세를 바꿀 때 롤링
은--스냅처럼--빠르고 부드러워야 한다.
한 팔 자유형: 앞 드릴에서처럼 싸이드 킥에서 시작한다. 뻗어 있는 팔--“글라이딩” 팔--은 앞으로 유지한
다. 다른 팔--“스트로킹” 팔--을 앞으로 가져가서 복부로 롤링하면서 스트로크한다. 스트로크할 때에는 엉
덩이, 등, 옆구리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며, 스트로크가 끝나면 팔은 다시 넙적다리 옆에 위치한다. 기억할
것은, 글라이딩 팔은 앞으로 뻗은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를 위해서 롤링 없이 평평하게 엎드린
자세로 한 팔 자유형을 해 보라. 이 때에 당신의 팔이 혼자 노는 듯한 느낌, 마치 어깨와 팔만으로 당기
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롤링을 할 때에 파워와 동력이 느껴지는가.)
셋-셋: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한 팔로 세 번 스트로크 한 다음, 팔을 바꾸어서 세 번 스트로크한다. 팔을 바
꿀 때에 엉덩이를 반대편으로 스냅하여 롤링하는 것을 잊지 말 것.
스케이트 타기: 정상적인 자유형에서는 한 손이 이전의 스트로크를 끝내기 전에 다른 손이 입수한다. 이
것을 “오버랩”이라고 부른다. 이 드릴은 오버랩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점 말고는 정상적인 자유형과
거의 똑같다. 한 손이 입수해서, 물을 잡아서 풀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전방으로 밀어주고 글라이드를 조
금 탄다. 6회 킥 드릴에서 하듯이 팔동작이 실제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단지 입수 후에 글라이딩 단계를 조금 더 과장하는 것 뿐이다. 얼음을 밀고 나아가서 한 발로 글라
이딩하는 스케이팅 선수를 생각해보라. 그 글라이딩의 동력은 얼음을 파고 들어서 밀어낸 뒷 발에서 온
것이다. 수영할 때에도 같은 동작을 한다고 상상하라. 각 스트로크의 피니시 동작을 사용해서 다음 글라
이드를 향해서 몸을 띄우는 것처럼 생각하라. 한 손으로는 강력하고 가속이 붙은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팔은 부드럽고 힘을 뺀 채로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빠르고
효율적인 자유형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필요한 때에 파워를 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릴랙스된 채로 있
어야 한다. 어깨 뿐 아니라 엉덩이도 롤링해야 하며, 등과 옆구리의 큰 근육들을 이용해서 당겨야 한다.
스케이팅 드릴은 힘든 훈련이나 장거리 수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특히 좋다. 앞으로 뻗고, 글라이
드, 롤링. 물을 뒤로, 발 쪽으로 던지라. 엉덩이로부터 수영하라.
(Fitness Swimmer, Wint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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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자유형
스캇 레이벌리(Scott Rabalais), SWIM Magazine.
자유형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코치들은 흔히 비유를 사용하곤 한다. “술통 너머로 손을 뻗어서 누르라
(Reaching over a barrel and pressing)”는 말은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손을 앞으로 뻗는 단계에서 바
로 이어지는 스트로크 단계인 물잡기(catching) 동작을 형상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어떤 강사
는 스트로크 한 싸이클 동안의 몸 회전을 가르치면서 세탁기 내부가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코치는 수평으로 제대로 균형잡은 몸 자세를 설
명하면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윗쪽 팔은 옆으로 붙이고 있는 모습을 상상
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수영 테크닉을 가르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비유들이 동원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육상동물로서
물 속을 움직여가는 데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특별히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다리를
오르는 행동을 가르친다면 술통이니 세탁기니 침대니 하는 것들을 거론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체적인 동
작들, 손을 뻗고, 붙잡고, 당기고, 발을 딛는 동작을 그냥 말해주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육
상 동작으로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라면 옆에서 살펴주어야 하겠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다.
수영 초심자들은 종종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손젓기(sculling)를 얼만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
해하곤 한다. 많은 책과 잡지들은 “S”자 또는 곡선 패턴을 언급하고, 따라서 초심자들은, 특히 연습보다
책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 사람일수록 매우 넓은 손젓기 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반면에
과학적인 스트로크 분석이 등장하기 전에 자유형을 배운 경험 많은 수영인들은 팔을 뻗뻗하게 펴서 비교
적 직선 패턴을 사용한다.
자유형 스컬링을 분석할 때 주의를 요하는 세 차원이 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보통의 구두 상자를
떠올려보라. 이것들은 물론 3차원을 갖는다. 구두상자의 넓이는 자유형에서 옆으로(lateral, 좌우로, 횡으
로) 손젓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옆으로 손젓기는 몸의 고정된 동체에 대하여 손을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젓는 동작이다. “S”자 패턴 스트로크에서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옆
으로 손젓기이며 이것은 수영자의 바로 위에서 볼 때에 가장 잘 보인다.
스컬링의 높이의 차원, 즉 구두상자의 위에서 아래까지의 측면도 또한 중요하다. 손은 입수될 때와 물에
서 나올 때 가장 얕은 지점에 있으며, 스트로크의 중간쯤 되는 곳, 즉 처음의 물잡기 동작 후, 펄로우-스
루 단계 직전에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한다. 옆에서 보면 수직 방향의 손 경로가 가장 잘 보인다.
세번째 차원은 길이, 즉 구두상자에서 발가락끝부터 뒤꿈치까지인데, 이것은 넓이나 높이와는 약간 성격
이 다르다.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다.
옛날로 돌아가보자. 어려서 체육 시간에 로프 오르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체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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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같은 거리를 로프를 타고 오르는 것보다는 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원칙적으로 동작들은 유사하다. 로프 오르기를 하려면 로프를 꽉 잡고 큰 힘으
로 당긴다. 로프를 (미끄러지지 않게) 꽉 붙들수록 그리고 더 열심히 당길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손으로 로프를 붙들어 당기며 올라갈 때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붙드는 것이 확실치 못하거나 로프가 미끄럽다면, 여전히 몸이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속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형 수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조금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물을 “꽉 붙드는 것”과 “미끄러짐”을
피하는 것을 연습해서 효율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물을 제대로 “꽉 잡는” 또는 “잘 붙드는” 방법은 손젓기(sculling) 또는 스위핑(sweeping) 동작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손젓기는 스트로크 패턴의 길이를 늘려줄 뿐 아니라 “딱딱한” 물, 즉 스트로크의 길이 방
향으로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해주는 물의 흐름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점에 있어서 유체 역학
과 관련하여 아직 연구되어야 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수중 동물들을 보면 손젓기 동작이 물
에서 주된 추진 동력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겠다.
어떤 영법에서든 손젓기 동작은 하나의 단순한 동작으로 귀착될 수 있다. 즉 손을 피칭(pitching) 동작이
그것이다. ‘피칭’이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 비행기 날개의 움직임을 가리
키는 말이다. 이것은 그냥 손을 회전시키거나 굽히는 것인데, 자유형에서 피칭 동작은 안으로, 밖으로, 위
로, 아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안으로 손젓기(sculling)와 밖으로 손젓기 횡방향 손젓기 동작이고, 위로
손젓기와 아래로 손젓기는 수직 방향 손젓기 동작이다. 팔은, 마치 모든 수영에서 몸이 머리를 따라가듯
이, 그냥 손의 자세를 따라간다.
스트로크의 세번째 차원은 넓이와 높이 차원보다 실제의 손젓기랑 거리가 더 멀다. 자유형 수영을 할 때
우리는 손이 머리 위에서 엉덩이 아래까지 물 속을 통과해서 움직인다고 느낀다 (또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효율적인 수영에서 손은 몸의 종축 (긴 축)을 따라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로프 오르기
와 마찬가지로 손은 거의 정지된 위치에 머물러 있고 우리 몸이 나아간다. 그러나 적절한 손젓기 동작으
로 물을 “붙들지(grab)” 못하면 스트로크하는 동안에 손은 미끄러질 것이고 몸은 몹시 꾸물댈 것이다.
따라서 세번째 차원--길이의 차원--에서 수영의 효율성은 우리가 손젓기를 얼마나 잘 해서 다른 두 차원으
로 물을 눌러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차원의 효율성은 한 스트로크 싸이클 동안
에 이동한 거리로 측정된다. 평균적으로 마스터즈 수영인들은 스트로크 당 일 미터 가량 나아가며 50미
터를 가는데 50회의 스트로크 (각 팔이 25회씩)를 한다.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은 같은 스트로크 횟수로
두세 배 더 긴 거리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수영인들은 스트로크의 “지문”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영인도 완전히 동일한 자유형 영
법을 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로크의 각 지점에서 이상적인 또는 완벽한 손의 피칭 각도를 정량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몸 움직임을 감각하는 운동 감각과 약간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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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손젓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체
육 시간에 로프 오르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좀 미끄럽고 어떤 부분은 말라 있는 로프를 타고 오르는
것과 거의 같다. 우리가 할 일은 로프에서 잡기 좋은, 잘 말라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다.
드릴: 로프 수영
도구: 25미터 길이의 탄성 있는 코드 또는 로프와 다른 두 수영자
목적: 자유형의 수중 당기기 동작에서 물을 “붙드는 것(hold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기
두 수영자는 풀의 반대편 끝에서 로프의 양 끝을 잡아서 로프가 가능한한 멀리 팽팽하게 당겨지게 한다.
로프는 수면 아래 3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에 위치해야 한다.
물 속에서 “로프 오르기”를 흉내내기 위해서 수영자는 로프를 따라서 수영하되, 손이 입수한 수 바로 로
프를 잡아서 스트로크의 마지막에 팔이 펴질 때까지 잡고 있는다. 로프를 잘 보기 위해서는 호흡을 적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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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테크닉
릭 디먼트(Rick DeMont)

아마존 강 상류에 사는 페루의 마쿠핑구 인디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근대 문명에
손이 닿지 않은 최후의 종족 중 하나였다.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애완용 맥(약 600파운드 정도 나가는 코
뿔소의 사촌쯤 되는 동물로 물에 매우 익숙하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 소년은 물 속에서 물고
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아서 생활하는 시간 대부분을 물 속에서 보냈으리라고 보였다. 한 순간, 그
는 빠른 수영으로 애완용 맥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아름다운 일종의 자유형 영법을 보여주었다. 이 소년은
물론 수영을 강습받았을 리는 없었을 테고 그냥 물에서 놀면서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두 가지
를 생각했다:
1. 그는 가장 빠르게 수영하기 위해서 자유형을 택했다.
2. 자유형은 인간이 존재하던 초기부터 있었음에 틀림없다.
오늘날의 자유형은 아마도 그것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요소들을 대개 갖추고 있을 것이다. 자
유형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 “오스트렐리안 크롤(Australian Crawl)”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아
마도 “원주민 크롤(Aboriginal Crawl)”이란 말에서 왔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던간에 그것은 아직
물에서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가장 빨리 나아가는 방법이다.
나는 1960년대에 수영을 배웠는데, 1948년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앤 커티스(Ann Curtis)에게서 배
웠다. 앤 자신은 아주 전통적인 자유형 영법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술통 넘어 팔 뻗기(over-thebarrel)” 하이엘보 캐치(high elbow catch)와 긴 스트로크(long stroke), 그리고 일정한 강한 킥(solid
kick)을 가르쳤다. 나는 그녀가 “테크닉”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강조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느슨하게
수영하면 자주 화를 내곤 했다. 그것은 일곱 살 난 소년을 겁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녀는 테크닉에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한번은 그녀를 가르쳤던, 당시에 이미 노년이었던 챨리 사바(Charlie Sava) 코치
를 데려와서 우리에게 테크닉을 가르치게 한 적도 있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목소리로 들었던 셈이다.
내가 놀랍도록 경이적인 자유형 테크닉을 처음으로 직접 본 것은 1964년 올림픽 경기에서 수영하
는 던 숄랜더(Don Schollander)를 TV에서 보았을 때였다. 그는 당시에 내가 배우고 있던 그대로 하고
있었다. 그는 팔꿈치를 높이 가져갔고(하이엘보), 길고 강한 스트로크에, 강하고 일정한 킥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팔로 엄청난 양의 물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스트로크 속도는 그와 경쟁하는 다른 선수
들에 비해서 느렸다. 당시에 나는 “이게 바로 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던 셈이다.
두 가지 기본 테크닉
지난 50년 동안 자유형 수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법이 있었다. (내가 아는 한, 이 두 영법의 기원은
최초의 근대 올림픽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명백한 유사성들이 있다. 그러나 엉덩이 회전과 발차
기에서 얼마만한 파워를 내는가에 있어서 이 두 영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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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법은 빠른 손젓기, 팔 위주의 스트로크, 주로 2비트 킥 (가끔 4비트 킥), 그리고 최소화된 엉
덩이 회전이 특징이다. 이 테크닉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장거리 수영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블라디미르 버레이(Vladimir Burre), 잭 바바쇼프(Jack Babashoff), 셜리 바바쇼프(Shirley
Babashoff), 셰인 굴드(Shane Gould)가 이 영법을 단거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다. 젼티 스키너
(Jonty Skinner)는 4비트 킥과 빠른 손젓기 그리고 엉덩이 회전이 거의 없이 이 영법을 구사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1970년대에 가장 놀라운 수영을 보여주었는데, 1976년에 100미터 자유형에서 49초4를 기
록하였다. 이러한 영법을 구사하는 장거리 영자를 몇몇 예를 들자면, 커렌 퍼킨스(Kieren Perkins), 스
티브 홀랜드(Steve Holland), 브랫 쿠퍼(Brad Cooper)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자유형 영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스트로크의 처음 3분의 1에서 팔꿈치는 매우 높고 손은 매우 낮다. 스트로크의 처음 3분의 1동
안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는 수면에 거의 수직을 이룬다 (그림11.1을 볼 것). 모든 사람이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엉덩이 회전이 거의 없음.

-

빠른 손젓기 속도

-

발차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워가 거의 없음.

2비트 킥을 하는 선수들 중에도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컨대, 재닛 에번즈(Janet
Evans)는 약간 다른 영법에 속한다. 그녀는 2비트 킥을 하고 또 빠른 손젓기를 하지만 엉덩이 회전에서
도 큰 파워를 얻는다.
두번째 영법은 더 길고 느린 스트로크를 구사하면서 발차기와 엉덩이 회전에서 더 큰 파워를 낸다.
나는 이것을 “전통적” 자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배웠던 것이고 또한
성공적인 자유형 선수들 대다수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클락(Steve
Clark), 던 숄랜더(Don Schollander), 데이브 에드가(Dave Edgar), 라우디 게인즈(Rowdy Gaines),
매트 비욘디(Matt Biondi), 탐 재거(Tom Jager), 니콜 헤이슬릿(Nicole Haislett), 질 스터클(Jill
Sterkel), 에이미 반 다이큰(Amy van Dyken), 제니 톰슨(Jenny Thompson), 데이러 토레스(Dara
Torres)와 그밖의 많은 뛰어난 자유형 선수들이 이 영법 테크닉을 사용해왔다. 이 전통적 자유형 영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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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장거리 선수로는 브라이언 구델(Brian Goodell), 팀 쇼오(Tim Shaw), 죠지 디칼로(George
DiCarlo), 에릭 벤트(Eric Vendt), 릭 니들링(Ryk Neethling) 등이 있다. 이 영법의 중요한 특징은 이
렇다:

-

당기기의 처음 3분의 1동안, 스트로크의 물잡기(캐치) 동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라이드를 길게
탄다 (그림 11.2를 볼 것).

-

스트로크 당 더 긴 거리를 간다.

-

발차기에서 상당량의 파워를 발생시킨다.

-

몸통 롤링과 엉덩이 회전에서 가외의 파워를 만든다.

나만의 테크닉 찾기
물론, 이 영법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많은 변형된 영법들이 있다. 특히, 이언 써프와
알렉산드르 포포프는 두 영법의 특징과 요소들을 어느 정도 결합하고 있다. 그들은 2비트 자유형 당기기
의 최소화된 엉덩이 회전과 천둥 같은 발차기를 결합하여 매우 효과적인 자유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유형 수영에서 어떤 하나의 옳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거리에 따라서 다
른 영법이 더 좋으며, 모든 이에게 완벽한 영법이란 없다. 뛰어난 선수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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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은 있는데, 예컨대, 힘을 뺀 되돌리기(relaxed recovery), 팔꿈치를 높여서 술통 넘어 손뻗기 형태
로 물잡기(a high elbow over-the-barrel type of catch),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파워를 만들
어내는 팔과 손의 각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당기기와 발차기의 파워의 비율(pull-to-kick
power ratio)은 개인적인 신체 조건에 따라서 수영자마다 다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개인 차에 기초해서 영법을 완성해가고, 시합을 준비하도록 하는 편을 좋
아한다. 선수가 엄청난 발차기를 갖고 있으면 킥을 중심으로 스트로크를 만들어간다. 그 또는 그녀가 굉
장한 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영법을 다듬는다. 그 또는 그녀가 아주 좋은 리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영법을 만든다. 어떤 수영자라도 어떤 약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버리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선수를 제일 빠르게 가도록 만드는 영법이 최고로 좋은
영법이라는 것이다.
강력한 수영은 물론 강한 힘(strength)과 파워에 달려 있지만, 최고의 수영자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의 핵심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군
가 놀랍게 효율적으로 물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스포츠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클 때에 나타난다. 필요한 과제가 얼마의 힘을 요구한다면 그 힘을 내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수영자는 50파운드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0파
운드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코치는 개개의 선수들에게 무엇이 잘 통하는지, 고전적인 “완벽한 영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열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코치가 고쳐주어야 할 오류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형에서 흔한 잘못
-

자기 몸이 물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자기 손이나 발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아
니라, 자기 몸이 물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글라이드해 가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

-

손이 입수할 때에 팔굽과 어깨를 높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

-

당기기의 처음 3분의 2구간 어느 지점에서든 팔꿈치가 당기기를 이끌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
면 팔꿈치가 낮게 떨어진다.)

-

호흡하기 위해서 발차기를 멈추는 것.

-

스트로크의 처음 3분의 1동안 물을 아래로 누르는 것.

-

스트로크의 마지막 3분의 1동안 물을 뒤로 밀지 않고 위로 밀어올리는 것.
많은 수영자들은 그들의 낡은 습관이 무슨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린다. 영법에 있

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두려워한다. 이런 수영자는 자신을 전국 선수권의 최종 결
승에 진출시킬 수도 있는 변화를 감수하는 대신 그냥 대표급 선수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테크닉의 변
화를 위해서는 새오룬 과제를 반복 훈련해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코치할 때에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넌 다음 단계로 나아갈래, 아니면 지금 같은 상태로 있을래?” 내가 보기에 “대
표급 선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루에 네 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다.
나아가라, 위험을 감수하라! 코치는 훈련표(workouts)를 선수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바꾸어야 하며 나아
가 그들이 영법을 다듬어가고 테크닉을 완벽하게 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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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법을 바꾸기 위해셔는 코치와 선수 양자는 훈련에서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영
법으로 100야드 수영하는 것이 느슨하고 거친 영법으로 1500야드를 수영하는 것보다 낫다.
당기기와 발차기의 비율은 자유형에서 수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을 찾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영자가 발차기로부터 얻는 파워와 당기기에서 얻는 파워의 비율을 결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단거리 시합은 발차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 때에는 단거리는 다리보다는 팔의 문제라고
들 말한 적도 있지만 나는 단거리는 팔보다는 다리 문제라고 믿는다. 다리에서 더 큰 파워를 얻을수록 수
영자는 각 스트로크마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으며 되돌리기(recovery)하는 동안에도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 스트로크 당 거리와 템포는 언제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더 늦은 손젓기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낳는데, 이런 생각은 얼핏 이상스럽게 들린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수영의 역
설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하는 열쇠는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발차기에서 파워를 발생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 속도를 위한 기본 지침은 “최장의 스트로크 플
러스 최강의 발차기”이며 물을 놓치지 않으면서 가능한한 빠르게 손젓기 하는 것이다. 스트로크의 길이
를 늘리려는 수영자들은 다음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트로크하는 동안에 몸의 중심 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팔을 얼마나 몸 앞으로 멀리 뻗을
수 있는가?

-

스트로크하는 동안에 몸의 중심 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팔을 몸 뒤로 얼마나 멀리 뻗을 수
있는가?

-

얼마나 깊게 당길 수 있는가?

-

당기기하는 동안에 손과 팔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한한 수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유지할 수 있
는가?

-

발차기로부터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

물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당기기를 얼마나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가?
코치와 선수가 이 물음과 관련된 정보를 주의 깊게 분석해서 스트로크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어떻

게 가져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요점은 선수가 각도에서 최대한을 얻어내고 또 스트로크의 스트레치에
서 최대한을 얻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기기의 완성
나는 자유형을 가르칠 때 또는 더 효율적인 테크닉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유형을 삼등분하는 것을 좋아한
다.
당기기의 처음 3분의 1
당기기의 처음 3분의 1동안 손은 머리와 어깨 사이에서 입수된다. 손은 펴야 하며 (긴장해서는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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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펴야 한다), 엄지를 안으로 (손가락에 닿도록) 넣든지 아니면 밖으로 하든지 상관 없지만 손가락들은
모아져야 한다. 나는 선수들에게 늘 어깨는 팔꿈치보다 높게, 팔꿈치는 손 보다 높게, 손목은 손가락끝보
다 높게 하라고 강조한다. 손이 물을 내려당길 때 (나는 이것은 “다운 앤 아웃(down and out)”이라고
부른다), 손바닥 넓이 이상으로 몸을 옆으로 벗어나서는 안된다 (개인에 따라서 좀 더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림 11.3의 처음 세 패널을 볼 것). 손이 몸에서 옆으로 너무 멀리 벗어나서 움직이면 수영자가 어깨 회
전으로 얻은 파워를 상쇄시키게 된다. 수영자는 물 위로 롤링하는 것(roll onto the water)이 필요하다.

당기기의 중간 3분의 1
물잡기(catch)에서 몸의 중심선에로 인스위프(insweep)까지 이르는 당기기의 중간 3분의 1동안에, 손과
팔뚝은 가능한한 팔꿈치보다 많이 앞에 있어야 한다. 손은 수영자가 다룰 수 있는 한 깊이 가야 한다. 수
영자가 힘이 강하다면 그 또는 그녀는 팔꿈치 각도를 135도까지 넓게 해서 물을 당길 수 있다. 재미있
는 것은 매트 비욘디와 탐 재거는 둘 다 자유형 50미터 기록이 21.8초인데 비욘디는 재거보다 팔꿈치를
더 많이 굽힌다. 재거는 아래로 정말 깊게 물을 잡음으로써 파워를 얻는데, 비욘디는 훨씬 더 얕게 당겨
서 힘을 얻는다. 이것은 코치와 수영자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로크
는 어깨 넓이를 조금 벗어나서 시작하여서 몸의 중간까지, 배꼽 바로 아래까지 스위프한다 (최고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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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중에 중심선을 지나는 선수들도 몇몇 있다).
당기기의 마지막 3분의 1
수영자는 몸의 중심선에서 엉덩이 관절부까지 당긴다. (수영자의 팔이 길다면 손은 관절부에서 더 내려가
서 무릎에 더 가깝게 갈 것이다.) 스트로크의 끝에서 손의 각도는 수면과 거의 직각을 이룬다. (수영자는
물을 공기 쪽으로 밀어서는 안되고, 물을 발 끝 쪽으로 밀어야 한다.) 캐치업 요인을 염두에 두라. 즉, 한
손이 입수할 때에, 다른 손은 스트로크의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에 있어야 한다.
스트로크의 끝에서 엉덩이 회전을 연결시키는 것이 파워를 내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6비트 발차기
에서 엉덩이가 돌아가는 것은 첫 비트와 넷째 비트가 된다.
당기기 드릴
모든 당기기 드릴은 풀부이를 끼고 할 수도 있고 발차기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킥과 함께 드릴을
할 때에는 중지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이 드릴들의 목표는 테크닉을 완벽하게 하고 당기기의
힘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스컬링. 나는 양 손의 움직임이 가능한한 빠르고 작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양 손이
마치 프로펠러같이 보인다. 다음의 드릴들은 양 손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손으로 (교대로) 할 수도
있다.
- 양 손을 스트로크 처음 3분의 1 위치에서, 양 손을 스트로크 중간 3분의 1 위치에서, 그리고
양 손을 스트로크 마지막 3분의 1 위치에서, 머리와 어깨는 낮게 해야 발생한 추진력이 몸을
위가 아니라 앞으로 밀고 간다.
- 옮겨다니는 스컬링: 양 손이 풀의 처음 위치에서 스컬링해서 손을 천천히 뒤로 옮기면서 스컬
링하면서 25미터를 간다.
- 누운 자세로, 발 쪽으로 나아가기. 양 손은 머리 위에서 스컬링.
- 누운 자세로, 발 쪽으로 나아가기. 양 손은 엉덩이 아래에서 스컬링.
- 태아형 자세(상체를 구부리고 사지가 가슴 앞에 오도록 굴곡시킨 자세)로, 머리는 물 밖
으로 세우고 양 손은 앞에서 스컬링.
개헤엄. 양 손을 스트로크의 처음 3분의 1 위치에서 작은 개헤엄 동작을 하면서 머리와 어깨는 낮게
유지한다. 위로 밀어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강조한다. 이 드릴은 스트로크의
중간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 위치에서도 할 수 있다.
긴 개헤엄. 개헤엄 스타일로 잠영으로 자유형을 한다. 되돌리기할 때에도 수면 근처로 나오지 않는
다.
평영 당기기. 자유형 선수가 평영의 당기기를 연습해야 하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유형
당기기의 제일 앞 부분은 평영 당기기의 시작 동작과 비슷하다. 자유형 영자라면 평영 스트로크의
당기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영자들이 머리나 어깨를 물 밖으로 들지 않고 자유형 킥을 일정하고
강하게 차면서 대여섯 번의 평영 당기기를 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킥을 멈추지 않으면서 호흡하고,
동작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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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빨리 움직이기. 수영자들이 스컬링이나 개헤엄 동작을 빨리 하도록 시키고 싶다면 25미터를 무호
흡으로 또는 킥 없이 하게 한다.

몸 자세와 호흡 자세 완성하기
효과적인 자유형을 하려면 수영자는 물에서 최선의 몸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수면에서 힘을 뺀채
로(relaxed) 누운 자세로 출발해야 하며, 머리는 약간 앞으로 한다. 머리를 너무 높게 들면 엉덩이가 너
무 깊게 가라앉는다. 수영자는 그들의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지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아래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
당기기 하는 동안에 수영자는 반대편 손이 입수할 때에 호흡을 시작한다. 당기기의 최전방 자세를
머리를 들거나 호흡을 하는데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수영자들이 호흡할 때에는 머리만 돌리도록 하
라. 호흡은 독립적인 동작으로서, 호흡하면서 스트로크하는 팔에 기대서는 안된다. 호흡은 실제 팔 스트
로크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머리와 목의 회전에 의해서 해야 한다. 되돌리기는 매우 릴랙스된 동작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많은 지적들은 스크로트의 깊이와 팔꿈치의 각도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수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거리 수영에 특별히 적용되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장거리 수영자들은 가능한 모든 물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되고, 합당한 템포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양만을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 템포가 너무 느리다면 수영자는 물을 통해서 더 쉽게 움
직이는 길을, 아마도 좀 더 얕게 당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스트로크의 중간 3분의 1에서 팔굽의 각도는 대략 90도가 되어야 한다. 단거리 영자들처럼 팔
을 더 곧게 펴는 것은 장거리 수영의 당기기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

장거리 수영자들은 “캐치업”(양 손이 앞으로 펴진 상태에서 교체되는 것을 가리킴)을 더 많이
해야 하며, 스트로크의 첫 부분에서 글라이드를 더 많이 타야 한다. 특히 발차기에서 많은 파워
를 내는 수영자들은 더욱 그렇다. (에릭 벤트(Eric Vendt)는 이러한 아주 좋은 예가 된다.)

-

되돌리기는 매우 릴랙스 되어 있어야 한다.
힘빼기(relaxation)는 최고의 수영을 위한 열쇠 중 하나이다. 릴랙스하는 좋은 방법은 리듬과 호흡

하기에 주의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숨쉬기는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마음과 몸을 릴랙스시켜준다. 의식
적으로 공기를 횡격막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연구가 잘 안되어 있지만 수영에서 파워를 내는 훌륭한 원천
이다. 이런 유형으로 숨쉬기하면 수영의 동작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흐름을 유지하기 쉽다.
자유형 드릴들
코치들이 특정한 훈련 포맷에 습관이 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훈련 시간 전체
를 드릴만 시키면서도 예전의 엄격한 훈련 과정 못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캐치업. 이 드릴은 한 팔이 전체 스트로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다른 팔은 스트로크를 시작하지
않고 앞으로 뻗은채로 기다리는 것으로,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드릴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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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좋은 자유형을 위해서는 캐치업 스트로크를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
다:
- 이것은 초보자들에게 호흡하는 동안에 발차기를 지속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 이것은 수영자들이 똑바른 몸가짐을 갖게 해준다. 수영자들은 이 드릴을 통해서 스트로크의
처음 3분의 1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지레질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어깨는
팔꿈치보다 높게, 팔꿈치는 손목보다 높게, 손목은 손가락보다 높게.)
- 이 드릴을 통하여 수영자들은 스트로크의 최전방에서 어떻게 롤링을 통하여 파워를 내는 법
을 배울 수 있다.
- 이것은 호흡하는 동안에 손의 위치를 교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에릭 벤트는
1500미터를 기본적으로 캐치업 스트로크로 수영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발차기가 엄청 강
력하다고 짐작해 본다. 캐치업 스트로크를 하는 수영자들은 좋은 킥이 없다면 (물론, 풀부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예외다) 심한 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캐치업 변형
- 양 손을 앞으로 뻗고 6비트 킥을 찬 후에 다음 당기기 동작을 시작한다.
- 풀부이를 끼고 캐치업한다. (이것은 당기기의 약점들을 드러내줄 수 있다.)
- 한 팔 자유형: 왼 팔은 아래로 몸에 붙이고 오른 팔로 당기기 하면서 왼쪽으로 호흡한다. 이때
에 발차기는 일정하고 강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 수영자의 어깨는 스트로크의 시작에 맞춰져
야 한다. 스트로크의 마지막 3분의 1에서 엉덩이 회전을 줌으로써 수영자는 몸동작들의 연결
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지점에서 수영자는 킥의 템포를 높이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각 스트로
크마다 그가 얼마나 더 멀리 글라이드해 갈 수 있는지 본다. 왼 팔 당기기로 바꾼다. 수영자는
매 당기기 동작 전에 호흡을 함으로써 반대편으로 롤링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양코(Yanko). 이 드릴은 위스컨신 뱃져스 팀의 헤드코치인 에릭 핸슨에게 배웠다. 이것은 벽을 차
고 나가면서 유선형 자세로 자유형 킥을 하며 나아가다가, 킥을 멈추지 않은채로, 또 호흡 없이,
두 번의 평영 당기기를 한다. 다음에 한 팔만으로 자유형 당기기를 한 번 한다. 수영자들은 한 팔
자유형 당기기를 할 때에 호흡한다. 다음에 다시 두 번의 평영 당기기를 하고, 다른 팔로 한 팔 자
유형 당기기를 한다. 한 팔 자유형 당기기를 마치는 동작에서 강력한 엉덩이 회전을 연결시킨다.
킥이 멈추어서는 안된다.
되돌리기. 수면에서 자유형 킥을 하면서 한 팔은 앞으로 뻗어 있고 다른 한 팔은 입수지점에서 출
수지점 사이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인다. 움직이는 팔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공기 중에서 움직
여야 한다. 여기서도 수영자가 이 드릴을 완벽하게 하려면 킥을 이용해서 몸 자세를 유지해야 한
다. 반대편 팔로 되풀이한다.
버티기(Stick-it). 캐치업 스트로크의 한 변형. 수영자는 일정하고 강한 킥으로 시작하는데, 킥은 드
릴 내내 똑같이 지속되어야 한다. 되돌리는 팔이 손이 입수하기 직전에 멈추어서 6비트 킥을 할
때까지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손이 입수해서 당기기를 하고 다른 팔이 나온다.
스트로크 횟수 세기. 특정한 스트로크 횟수를 목표로 삼고 25미터를 반복해서 수영한다. (나는 대
학생 선수들에게 이 드릴을 시켰는데, 그들의 스트로크 횟수는 (25야드 풀에서) 9에서 14까지 나
왔다. 스트로크 횟수는 개인차가 크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수영자는 벽을 차고 나올 때마다 물 속
에서 같은 거리를 가야 한다. 중간 정도의 힘을 들여서 시작해서 수영자는 같은 스트로크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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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기록을 단축한다. 나는 이 연습이야말로 수영자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믿
는다. 이것은 스트로크 템포 드릴의 또 다른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 선수들에게 그들이 풀
을 수영해 나아갈 때 그들의 손이 매번 물의 같은 곳을 붙잡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말해준다. 그들
이 그것을 더 빨리 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갈 수 있다. 스트로크 횟수 세기 시리즈는 외과용 튜브
나 파워랙으로 당기면서 수영하게 하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심폐 체계는 드릴과 정식 수영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 드릴들도 빨리 할 수 있다. 드릴들은 수
영자들이 습관에 의존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 하고 있나를 판단하는 습성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예컨대, 선수들에게 표준적인 10 x 100 @ 1:05 (1분 05초 간격으로 100미터 10개를 도는 인터
벌) 세트를 시키면서 어느 시점에 선수들 중 한 명에게 정확한 폼으로 하라고 지적하거나 테크닉의 어떤
세세한 점에 집중하라고 말해주면 그 또는 그녀는 1:15로 수영해야 비로소 이 지시 사항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렇게 느려진 속도 때문에 선수는 그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느려진다는 것은 수
영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수영에서 목표는 시합을 준비하는 것이며, 수영자가 이게 옳은 길
이라고 확신하게 해 줌으로써 시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치의 일이다. 어떤 테크닉을 발전시
키는 것이 목표라면 드릴을 통해서 그 테크닉만을 연습시키라. 연습 시에 잘못된 테크닉을 그냥 가게 놓
아두면 그것은 시합에서 나타난다. 효율적인 테크닉은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비로
소 익힐 수 있는 것이다.
발차기를 극대화하기
내 생각에 대개의 수영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발차기를 할 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파워의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 수영자들은 내려차기(downbeat)는 좋은데 올려차기(upbeat)는 거의 하나마나다.
수영자들은 올려차는 동안에 그들의 발바닥에 얼마나 많은 물을 잡는지 느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다
음은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드릴들이다. 나는 강한 킥이 발로 물을 짜는 거라고 묘사하길 좋아한다.
강한 킥을 가지게 되면 킥을 탈 수 있게 되며 되돌리기할 때에 더 많은 물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발차기 드릴
이 드릴들 각각은 오리발을 신고 할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접영킥 올려차기”와 “자유형 발차기” 드릴을
좋아하는데, 이것들이 킥의 약한 대목에 대한 신경 근육적인 의식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유선형 발차기. 수영자는 양 손을 앞으로 뻗고 수면에서 유선형 자세를 취한다. 머리는 아래를 향
하지만 시선은 약간 앞을 본다. 수영자는 머리를 똑바로 앞으로 들어서 호흡해야 하며, 이때에 킥
을 멈추거나 양 손을 벌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수영자들에게 호흡하면서 동시에 발차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드릴로서 가장 근본적인 자유형 드릴이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많은 숙련된 수영자들
도 흔히 이렇게 호흡과 발차기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 유선형 발차기는 누워서 또는 옆 자세로 할
수도 있다.
접영킥 올려차기. 이 드릴은 내려차기는 완전히 없애면서 올려차기는 철저하게 강조한다. 수영자
는 내려찰 때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미끄러뜨리고, 올려찰 때에는 가능한한 많은 물을 잡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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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킥을 멈추고 가능한한 멀리까지 글라이드한다. 이 드릴은 자유형킥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 방
향을 가는 동안 한 발만 사용하고 다른 발은 가만히 두거나, 아니면 중간에 발을 바꿀 수도 있다.
자유형 발차기. 목표는 가능한한 적은 수의 킥으로 풀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 드릴은 잠수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수영자가 올려차기가 좋아지면 그 또는 그녀는 내려차기 하는 동안에 다른 발로
물을 짤 수 있게 된다. 나는 이것을 “물을 짜내서 뒤로 보내기”라고 부른다.
접영 발차기. 이것은 위의 자유형 발차기의 변형이다. 수영자는 접영 발차기(돌핀 킥)을 하되, 가능
한한 적은 수의 킥으로 풀을 건넌다.
수직 킥. 이 드릴에서 수영자는 깊은 물에서 양 팔은 가슴 앞에서 팔장을 낀채로, 똑바로 즉 수직
으로 서서 발차기한다. 이 드릴은 유선형 자세에서 할 수도 있으며 웨이트를 들고 또는 웨이트 벨
트를 매고 할 수도 있다.
술통 굴리기. 수영자는 25미터를 잠수해서 자유형킥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몸을 완전히 굴린다.
배, 옆, 등, 옆, 배…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내 할아버지가 내게 말씀해주셨던 것을 말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의 할아
버지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아주 성공적인 고등학교 농구 코치였다. 시합 전에 내가 수영하는 것
을 몇 차례 보면서 그는 내게 “릭키, 예쁘게 좀 수영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말하는 눈을 들여다보았
더라면 나는 심술궂게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겨우 열두살이었다. 내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데에 여러 해가 걸렸다. 그는 미학
이 운동경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말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가 댄스를 아주 잘했다는 것이 생각난다. 그는 뭔가 아름다운 동작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다.
요약
-

테크닉을 발전시키고 싶은 열정을 키워주어라.

-

자유형 수영에는 여러가지 변형이 있으며, 모든 개인에게 맞는 단 하나의 영법이란 없다.

-

전통적인 자유형의 특징은 긴 스트로크에 다리와 엉덩이 회전으로 많은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단거리는 다리로 하는 것이다. 발차기할 때에 내려차기와 올려차기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

몸 자세가 올바른 것이어야 수영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코치는 수영자 각각의 개인적인 강점들을 파악해서 테크닉을 수영자에 맞추어야 한다.

-

수영자는 새로운 테크닉 패턴들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효과적인 드릴들을 통해서 발차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

-

당기기 드릴에서 발차기를 할 때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된다.

-

효과적인 테크닉은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만 가르쳐질 수 있다.

-

릴랙세이션은 최고의 수영을 위한 열쇠이다.

[From Dick Hannula and Nort Thornton (eds) The Swim Coaching Bible (Human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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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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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스트로크에 변화를 주어서 피로를 늦추는 법
마이클 콜린스
훈련 (또는 강습)은 또 시작되고, 당신은 풀로 뛰어들어 수영을 시작한다. 먼저 약간 웜업을 하고 다음에
는 메인 셋으로 :30초 휴식 인터벌로 3x500 자유형을 한다. 첫번째 돌기에서는 꽤 느낌이 좋다. 기록도
괜찮게 나온다. 두번째 돌기에서는 좀 더 힘을 내어 보지만 8초 더 걸렸다고 나온다. 좀 뒤척거렸음에 틀
림없다고 판단하고 셋째 바퀴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 보지만 또 다시 3초가 더 늦어진다. 이 얘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가? 왜 더 열심히 수영하는데 점점 더 늦어지기만 할까? 다음의 설명이 그 한 가지 이유를
알려준다.
벤치에 누워 들어올리기 50파운드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건 정말 쉽다. 아마 독자 여러분 누구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25야드를 16초에 수영하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한 번 수영하는 거라
면 거의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50파운드 벤치 들어올리기를 500번 계속하는 건 어떤가? 이건 아
마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 중 누구도 수영장 길이 120회를 평균 16초로 (즉, 3000야
드를 32분 플랫에) 수영할 수 없을 것이다. 근육이 한번 피로하면 당신이 그것들에게 아무리 제대로 하
라고 외쳐분들 소용이 없다.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느으으으려어러 터지게 할 것이다.
더 빨리 가기 위해 강조점을 바꾸라.
자전거를 더 빨리 달리려면 같은 보조를 유지하면서 기어를 더 키우거나 같은 기어로 가면서 더 빨리 돌
리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어를 너무 크게 넣으면 힘에 부쳐서
발을 돌릴 수 없게 되어버릴 수 있으며 기어를 너무 작게 넣으면 다리를 정말 바쁘게 돌리면서도 자전거
는 거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수영할 때 스트로크를 어떻게 바꾸면 더 빨리 가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
람들의 경우에 스트로크를 바쁘게 해도 속도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더 느려지는 사람
도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를 빨리 하면 당연히 더 빨라져야 한다. 릴랙스한 채로 좋은 폼으로 수영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도 스트로크 당 거리
(Distance per stroke)를 유지할 수 있다.
완벽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한 시합이나 훈련의 다른 대목에서 스트로크의 다른 단계들을 강조하
는 법을 배우라. 1992년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이 테크닉을 사용하여 사도비(Sadovyi)가 200미
터 자유형을 우승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메들리 자유형”이라고 부른다. 스트로크의 싸이클에서 강조
하는 단계들을 바꿈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늦출 수 있다.
수영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로크 동안에 세 가지 중요한 추진 단계가 있는데, 물잡기, 중간까지 당기기 그
리고 피니시이다. 뛰어난 자유형 선수들은 이 중 두 단계에서 추진력이 좋으며, 보통의 수영인들은 한 단
계에서 추진력이 좋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서도 그다지 좋은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어
떤 사람도 세 단계 모두에서 높은 추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내 생각에 각 단계를 하나씩 집중함으로
써 당신은 각 단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테고 한 단계에서 지치면 다른 단계를 강조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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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팔을 스트레치해서 앞으로 길게 뻗어서 물잡기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것은 텍사스 아쿠아틱스의 코
치인 댄 톰슨 박사가 “최전방 자유형”이라고 부른 것(댄 톰슨 “자유형의 최전방” 참조)으로서, 스트로크의
길이를 강조하는 대신 스트로크의 회전은 꽤 느린데, 완전히 팔을 뻗는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리기 때문이
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물잡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강력한 광배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수영의 처음 부
분에 힘이 넘칠 때에는 스트로크 당 거리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로가 오면 운동 범위는 짧아지고 이런
스트로크를 계속 유지하기는 더 어렵게 된다.
이미 피로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 봐야 이 근육은 점점 느려질 뿐이므로, 이제 중간까지 당기기에 주
력한다. 가슴의 중심선 아래에서 팔굽을 높이고 손을 아래로 굽혀서 하박을 빠르게 인스위핑하는 데에
집중한다. 팔굽은 높게 유지하면서 (손만이 아니라) 하박 전체를 당기는 면으로 사용한다. 이런 빠른 동작
으로 얻는 동력은 스트로크의 회전 수를 유지해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빨라지게 해준다.
이제 하박이 지치기 시작하고 팔굽은 약간씩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삼두근의 강력한 수축을 이용하여 팔
을 스냅핑하여 뻗는 방법으로 스트로크의 피니시 단계에 주력한다. 나는 이것을 “손을 뒤로 튀기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손이 빠져나가면서 엉덩이를 잡아채려 할 때에 넙적다리 앞으로 엄지손가락이 빠르
게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되돌리는 팔과 당기는 팔을 연결시켜서, 엉덩이의 추동력을 사용하여 양 팔을 더 빨리 돌린
다. 카슨 시티의 코치인 스티브 프리더랭(Steve Friederang)은 «Swimming Technique» 93년 5-6월
호에 이런 스타일에 대하여 쓴 바 있다. 이 스타일의 요점인즉슨, 재닛 에반스(Janet Evans)를 따라서,
되돌리는 팔을 사용하여 물 속에서 당기는 팔에 추진력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합을 시작할 때에
사용할 방법은 분명 아니며, 스피드를 아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 이것은 시합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변화주기는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눈치챌 수 없다.
그러나 근육들을 약간씩 다르게 피로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피곤하게 만드는 근육들을 교대시킴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긴 거리와 시간 동안 올바른 폼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스트로크의 다른 단계들
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올바른 폼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피로에서 오는 잘못된 테크닉이나
자세 상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세트 예
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보려면 :30초 휴식 인터벌로 6x50 세트를 수영해본다. 한번 도는 시간 목표를
처음에는 50초로 하고, 각 바퀴마다 :01 - :02초 씩 줄여간다. 스트로크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전체 세트를 통하여 1-2회의 증가만 허용한다.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스트로크 스타일의
변화주기 기술을 이용한다. 처음에는 매우 쉽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끝낸다. 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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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다 목표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목표 시간에 맞추었으면 다음 목표로 나아가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더 느리거나 더 빠르면) 목표 시간에 맞출 때까지 다시 해본다. 목표 시간에 맞추지 못한 길이
는 셈하지 않는다. 이런 세트 훈련은 당신의 머리 속에 시계를 넣어준다. 당신은 50미터를 :42초에 가는
것과 :36초에 가는 것이 힘이 얼마나 다르게 들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배우게 된다. 이 세트를 :30초
휴식으로 목표 시간에 맞추어 할 수 있게 되면 :20초 휴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해보고, 다음에는 :10초 휴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해본다. 머리 속에 시계를 제대로 가지게 되면 각 길이마다 스트로크 수를 세기 시
작한다. 편안하게 갈 때와 빨리 갈 때 스트로크 횟수가 동일한가? 그래야 한다. 이 세트를 50미터로 마스
터한 후에는 100미터와 200미터로 해본다. 적어도 길이 세 번은 해야 하며 (목표 시간대를 못 맞춘 길
이를 제외하면) 여섯번 이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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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어떻게 잘 붙들까?
* 영어 단어 ‘hold’와 ‘catch’는 둘 다 물을 ‘잡는다’고 번역되는 말이어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catch’는 스트로크의 처음에 물을 잡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고, ‘hold’는 물을 놓치지 않고
(미끄러지거나 흘리거나 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번역에서는 ‘catch’는 ‘물
잡기’라고 쓰겠습니다.
‘물을 붙잡는다(hold of the water)’는 말은 수영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보통 좋은 뜻으로, 이것을 제대로 할 때에는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물잡기
모든 수영에서 양 손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치고 뒤로 당겨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 스
트로크에서 이 단계는 ‘물잡기(catch)’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물을 잘 붙드는 것(a good hold
of the water)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물 속에 손을 붙박아서
(anchor) 고정시켜놓고 당신이 힘을 가할 때 당신의 손은 풀 사이드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 대신 당신의 몸이 이 지점을 지나서 움직여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
은 이상일 뿐이고,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조차도, 물이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 단
지 그들은 보통의 수영인들보다 훨씬 더 잘 해낼 뿐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안 써프(Ian Thorpe)와 피터 반 덴 후겐반트(Peter van den Hoogenband)의 동작을 수중 촬
영한 것이다. 각 쌍의 사진들 중 위 사진에서 물잡기에서 손의 위치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 사진에서는 손이 물을 나올 때의 실제 위치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터 반 덴 후겐반트
물잡기 할 때 그들의 손이 있었던 절대 위치(즉 풀 사이드에 대한 위치, 이것은 사진들 간에 약
간씩 달라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도 다시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
라서 팔 스트로크 동안에 그들의 손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졌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
에 손이 이동한 실제 거리는 거의 40cm정도 된다. 이들이 세계 최고의 자유형 선수들이라는
89

점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물을 이들만큼 잘 붙잡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
을 흘려버리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안 써프
드릴
물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 손을 주먹쥐고 수영하라. 이렇게 수영하면 물 속에서 손과
팔이 어떻게 미끌어져 가는지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다. 풀 길이 몇 차례를 이렇게 수영하고나
서 조금씩 주먹을 풀면서 해보라. 손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
을 펴고 해보면 손에 가해지는 힘이 최고에 달해 있다.
일단 이 단계에 도달하면 스트로크하여 당기면서 몸이 나아가는 동안에 손이 물을 붙들고 있도
록, 즉 물이 뒤로 밀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라. 몸 아래에 사다리를 타고 수영하고 있다고 상상하
라. 각각의 스트로크에서 당신은 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다리의 가로막대를 잡고 이것을
당기고 밀면서 나아간다고 상상하라.
이제부터는, 다른 모든 테크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당신의 모든 스트로크에 적용하
는 일이 남아 있다. 특히 스트로크의 끝 부분에서는 물을 그냥 보내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각 스트로크에서 가능한한 많이 끌어내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연습하면 당신은 풀
길이를 더 적은 스트로크로 갈 수 있게 되고 더 효율적인 수영인이 된다.
ⓒ 2002 pullbuo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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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팁: 손 모양
테리 래플린
최근에 미네소타 호의 한 클리닉에 갔을 때 누군가 내게 물었다. “스트로크할 때 손가락을 오무
려요,아니면 벌려요?” 실제로 이것은 손 모양에 관하여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많은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가지런하고 편편하게 붙이
는 사람부터 손가락 간격을 불규칙하게 띄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수영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태로 손가락 모양을 취하는 것을 보아 왔다. 몇 년 전에 (30년 이상 수영을 하
면서 이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다가) 나는 내 오른 손은 붙어 있고 왼 손은 벌리고 있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두 손 사이에 물을 잡는(grip) 데에서 어떤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
다. 왼손가락도 붙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 몇 바퀴 돌지
않아서 손가락을 붙이려고 힘을 쓰는 통에 내 왼편 상박이 피로로 떨리는 것이었다. 그 실험은
거기서 그만두었다. 최근에 나는 정반대의 실험을 해보고 있다. 오른 손의 힘을 더 빼고 손가락
사이를 약간 띄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 실험은 아직 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수영에서 중요한 손 모양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칼 같은 입수: 물 속에서 수영자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하면서 팔 주변이 물거품으로
덮여 있다. “조용한” 물을 당기는 사람들의 스트로크가 훨씬 더 추진력 있다. “조용한” 물의 비
결은 “조용한” 입수이다. 입수할 때 손이나 팔로 물을 세게 때리면 손이 물로 들어가면서 약간
의 공기가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대는 꿀을 당기는 느낌을 바라겠지만 실제로는 마치
세븐업을 당기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입수하는 소리를 들으라. 입수를 조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동작이다.
당기기 전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 네 가지 수영 모두에서 최고의 수영자들은 물을 잡을
(catch) 때 가장 덜 서두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줄곧 관찰해 왔다. 그들의 손은 당기기를 시작
하기 전에 짧은 순간 거의 정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양 손을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허둥
거리는 사람들은 대개 물 속에서 아주 늦다. 조용하게 입수했으면 손을 완전히 뻗고 충분한 시
간을 갖는다. (당신의 손이 입수하면서 끌어들였을지도 모르는 공기를 벗어버릴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물이 당신의 손과 팔에 약간의 압력을 되
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기다리라.
자유형에서 손가락은 아래로: 조용하게 입수한 후 팔을 뻗고 있을 때에 팔꿈치가 손보다 높게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손가락이 바닥을 가리키면서 뻗어나간다. 나는 이것을 “가파르고 깊은
입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물을 잡는(holding, 손이 물에
서 미끄러지지 않고 자리에 붙어 있음을 뜻함) 데에도 더 좋다. 팔을 뒤로 당겨서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으면 스트로크를 끝내고 다시 조용한 입수를 할 때까지
당신은 양 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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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해킷과 이언 써프의 수영 테크닉 분석
펠릭스 그뮌더(Felix Gmünder)
들어가는 말
그랜트 해킷과 이언 써프의 자유형 수영의 한 싸이클 전체를 수중 비디오 촬영으로 분석하였다. 설명은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포포프), 호주, 미국에서 발전한 현대의 자유형 테크닉의 관점에 기초하였다. 아
래 사진들은 2001년 후쿠오카의 자유형 800미터 결승전에서 촬영된 것이다.
요점을 말하자면, 두 영자는 같은 수영 테크닉을 구사한다. 앞의 논문(“써프의 번개 같은 속도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같은 웹싸이트에 실린 짧은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써프와 해킷의 수영에 어떤 비밀 같은
것은 없다. 사실 두 영자는 일찍이 이 웹싸이트에 실렸던 “효율적인 자유형 배우기”(아래 번역 올려져 있
음)에서 제시되었던 효율적인 자유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써프와 해킷의 차이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논의할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랜트 해킷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물 아래의 각도에서 보면 각 사진에서 윗쪽에
있는 영자가 그이다.
1. 해킷의 수영 싸이클에서 그가 엉덩이와 몸의 회전을 끝내서 오른
쪽으로 옆으로 누워 글라이딩하는 자세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자. 카
메라의 각도 때문에 해킷이 오른편으로 80~90° 기울어져 있다는 것
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엉덩이와 몸을 오른편으로 회전시
킨 자세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앞으로 내밀어 뻗어서 완전히 펴진
몸 자세가 결합된 결과 a) 전진 추진력과 b) 최소화된 전면 저항을
낳는다. 왼팔의 스트로크는 거의 끝나 있다.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
만 두 수영자는 실제로 팔 스트로크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엉덩이
근처에서 마무리한다. 해킷의 오른쪽 다리는 위로 움직이는 중간 쯤
에 있고 그의 왼편 다리는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해킷은 킥하는 다
리의 발을 지나칠만큼 뻗고 있다 (그의 놀라운 발바닥 휘어짐을 보
라). 해킷은 머리를 몸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코가 아래로 향하는
자세) 전면 표면 저항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머
리를 들고 얼굴을 세운 자세를 취해서 전면 저항이 커진 상태다. 게
다가 수영의 한 싸이클 동안 얼굴 들기와 내리기 간에 자세를 바꾸
기 때문에 해킷의 몸은 그에 따라서 위 아래로 들락거리는데, 이것
은 별로 이롭지 않다.
2. 해킷과 써프는 옆으로 누운 글라이딩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킷
의 왼쪽 다리는 아래로 움직이고 오른 다리는 위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방금 되돌리기를 위해서 왼팔을 들어올렸다. 그는 오른 팔을
앞으로 일직선으로 뻗고 있다. 그가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더 내밀
려고 하는 것과 팔꿈치를 위로한 채 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
행히도 이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에서 해킷은 머리와 가슴을 더 들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 저항을 증가시킨다. 몸의 자세는 가능한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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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으로 길고 좁은 자세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 옆으로 누운 글라이딩 자세. 그의 왼쪽 다리는 거의 최저점에 도
달했고, 그의 오른쪽 다리는 최상점에 도달했다. (발바닥의 굽어진
정도가 다소 느슨해져 있음을 볼 것). 그의 왼 팔과 왼 손은 (수면
위에서) 어깨를 지나고 있다. 해킷은 이제 막 어깨를 전방-상방으로
내밀고 직선을 유지한채로 비틀므로써 오른쪽 팔꿈치를 수면으로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머리와 상체는 전면
저항을 많이 받는, 별로 이롭지 못한 자세다. 그 결과 해킷의 엉덩이
는 약간 떨어져서 이것이 더욱 저항을 증가시키고 있다. 날숨이 끝
났다.
4. 해킷은 이제 막 엉덩이와 몸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빠른 회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몸의 회전은 a) 오른 편 다리의 내리차기와 b)
엉덩이의 회전에 의해서 시동되는데, 이 엉덩이 회전은 c) 왼쪽 어깨
와 왼팔의 전진 운동량(momentum)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뒤
에 (24번) 우리는 엉덩이 회전에서 킥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오른편 상박과 손으로 물을 잡는 동작은 재빠른(확 제껴지
는, snappy) 롤링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실제로 어깨가
아니라 엉덩이가 몸을 스냅핑하는 엔진이다. 레니 크레이젤버그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술된 것처럼 (“왜 레니 크레이젤버그는 그렇게
빠른가” 참조) 자유형과 배영 영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엉덩이로 “스
냅”함으로써 몸을 롤링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5. 해킷은 단 세 프레임만에 스냅핑하는 롤링으로 그의 몸을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80-90°) 자세를 바꾼다. 자유형의 한 싸이클 중 3분의
2 동안 두 선수는 모두 팔을 몸과 일직선으로 뻗고 옆으로 누워서
글라이딩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한 싸이클의 3분의 1 동안, 이것은 6
비트 킥 패턴을 유지할 때 두 킥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스냅핑한다. 그 이유는 옆으로 누운 글라이딩 자세가
전면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유형 자세이기 때문이다.
6. 써프와 해킷의 하이 엘보우 자세는 특히 주목할만하다. 스트로크
는 팔뚝과 손을 모두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해킷의 팔꿈치는 거의
수면까지 올라온다. 데크에서 관찰하면 실제로 이것은 당기는 동작
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킷의 손은 물잡기와 스트로크의 라운딩 사
이에서 거의 미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약 50cm). 써프는 미끄러짐
이 더 적다 (약 40cm).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써프와 해킷
같은 최고의 선수들은 a) 되돌리기 하는 팔과 어깨의 전진 모멘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스트로크를 카약에서 노젓기와 비교해보라. 또
두 영자는 모두 b) 좋은 킥을 갖고 있다. 이런 수영 테크닉을 구사하
려면 팔 스트로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
하다. 되돌리기는 천천히 시작해서 어깨를 지나면서 가속된다. 당기
는 동작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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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왼쪽으로의 회전이 거의 끝나 있다. 오른편 다리는 채찍 같은 동
작의 최저점에 막 도달하는 순간인데, 이것은 발바닥의 굽힘이 느슨
해져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왼 팔은 막 입수해서 몸의 롤링의
결과로 먼쪽의 벽을 향해서 뻗어지고 있다. 입수 시에 물튀김이나
물거품은 생기지 않는다. 해킷은, 그리고 써프의 경우는 더 유명한
데, 대개의 현대 자유형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전사분면 수영자이다.
해킷은 날숨을 시작한다 (다음 프레임으로 이어짐).
8. 해킷은 왼편으로 누운 글라이딩 자세에 도달했다. 몸은 거의 일직
선이다. 그의 몸이 조금 더 수평으로 균형잡힌 자세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척추와 일직선이 되게 하고 코를 아
래를 향하게 하고 (또는 자세에 따라서 옆이나 위를 향하고, 단, 앞
을 향하는 건 안된다) 가슴을 약간 눌러서 엉덩이가 수면으로 뜨도
록 해야 한다. 그의 왼 다리는 몸의 스냅 사이의 킥을 하고 있다. 저
항을 줄이고 추진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의 발은 뻗어 있고 발바닥은
굽어 있다. 그의 머리는 몸과 동시에 돈다. 그러나 숨을 쉴 때에만
돈다.
9. 해킷이 어떻게 왼쪽 어깨와 팔을 몸과 일직선이 되도록 뻗고 있
는지 주목할 것. 팔을 반대편 벽을 향해서 내뻗고 있다. 뒤통수와 어
깨의 간격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앞의 프레임도
참조할 것)

10. 해킷은 날숨을 마쳤다. 시합 시에 그는 오른편으로 숨을 쉬는 편
이다. 배우거나 연습할 때에는 양편으로 숨을 쉬도록 해야 한다. 그
러나 반드시 스트로크 3회 또는 5회마다 숨을 쉴 필요는 없다. 그렇
게 하면 공기의 부족으로 스트로크 당 거리를 늘리기가 매우 어렵
다. 그 대신 한쪽으로 갈 때에는 오른편으로 숨쉬고 올 때에는 왼편
으로 숨쉬는 식으로 하면 된다. 스노클 수영은 숨쉬는 동작이 따로
필요 없으므로 몸의 자세를 교정하는 데 뛰어난 도구로 쓰일 수 있
다.
11. 스트로크하는 팔은 그의 엉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된다. 그
는 추진 단계가 거의 끝나고, 스트로크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손바닥
이 몸을 향해서 약간 돌 때까지 팔굽을 굽힌 채로 유지한다. 동시에
그의 왼쪽 어깨와 왼 팔은 몸과 일직선을 이루면서 반대편 벽을 향
해서 한층 더 뻗어진다. 물잡기 단계 동안의 하이 엘보우 자세와 결
합된 해킷의 어깨 동작은 극도의 어깨 근육의 유연성과 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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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되돌리기는 천천히 시작한다. 이것은 스트로크와 마찬가지. 팔굽
과 손이 어깨를 지났을 때 되돌리기 동작은 가속된다. 엉덩이에서
어깨까지 4프레임이 소요되는데, 어깨에서 입수까지는 단 두 프레임
만이 소요된다. 해킷이 호흡을 시작한다.

13. 이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에서 수면 아래에서 별 다른 일이 일어
나지 않는 것 같다. 롤링하는 몸의 모멘텀은 되돌리기 동작과 합쳐
져서 글라이딩을 돕는다.

아래의 두 이미지는 해킷이 어떻게 그의 팔을 되돌리기 하는지 보여
준다. 하이 엘보우 자세와 상-하박의 외적 회전(external rotation)
에 주목할 것. 이 두 가지 동작이 어깨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14. 해킷이 오른편으로 누웠을 때보다 왼편으로 누운 자세에서 더
수평으로 균형잡고 있음에 주목할 것. 이런 자세가 더 좋다. 다음 단
락에서 프레임 1~4에서 물잡기 전과 물잡기 동안에 그의 머리를 들
고 코를 전방으로 향하는 해킷의 자세에 대해서 더 언급한다.

위의 이미지는 해킷이 머리를 척추와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게 하면
서 가슴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물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 이미지는 물잡기 직전에 해킷이 코를
전방을 향하도록 그의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것이 바로 해킷이 이 지점에서 그의 엉덩이를 떨어뜨
리게 되는 이유다. 그의 수영 싸이클에서 코를 올리고 내리는 자세
사이의 변화는 그의 몸을 띄웠다 가라앉았다 하게 만든다.
그러나 머리를 드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수영자가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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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자세와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턱을 앞
으로 내민다든지 함으로써-- 별로 해로울 것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써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수의 수영 선수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머리를 들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유선형을 이룬 글라이딩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다. 앞을 보면서도 머리를 척추선에서 떨어지게
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아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마도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15. 오른 팔이 전방으로 내밀어지고 있다. 왼 다리는 최상점을 지났
고 이제 막 내려차려고 하고 있다. 오른 다리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16. 빠른 속도로 오른 팔이 입수됨. 해킷은 왼팔로는 하이 엘보우 자
세를 시동한다. 팔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마치 술통 너
머로 손을 뻗어서 건너편을 두드리려는 자세로 보인다. 왼 다리의
킥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엉덩이와 몸의 회전을 시동한다. 다리와
엉덩이에 의해서 회전이 시동되는 모델이 중요하다. 밑에 감추어져
있는 생체역학적 기제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수영 테크닉을 배우려
는 많은 코치들과 수영자들은 스냅이 스트로크와 어깨 동작에 의해
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17. 전사분면 수영을 주목할 것 (오른 팔이 막 입수되고 있다). 날 숨
이 시작된다 (코에서 거품이 이는 것에 주목).

18.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해킷의 왼팔의 하이 엘보우 자세를 알아
보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턴 후에는 (아래 프레임) 두 영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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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킷은 팔꿈치를 굽힌채로 팔을 몸 아래로 내리고 있다. 데크에
서 보거나, 또는 위에서 보는 게 위치는 더 좋은데, 그의 손은 직선
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예전의 수영 테크닉 (이른바 S자
스트로크 패턴)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많은 코치들이 말하는 “S”자
패턴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물의 한 지점을 꼭 붙
들려고 해야 한다.
20. 해킷과 써프는 지금 세계 기록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물거품
이나 파도나 물튀김을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 그들의 수영은 소란
스럽지 않다.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21. 이 지점에서 나는 해킷의 킥에 주목하고 싶다. 그의 킥은 19프레
임의 오른 다리에서 시작해서 22/23프레임에서 끝난다. 당신은 무릎
이 45°이상으로 굽어진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 이점은 써프의 경
우에는 더하다. 두 영자 모두에 있어서 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또
무릎의 굽힘히 관찰될 때에는 발바닥 굽힘도 또한 관찰되는데, 이로
써 우리는 무릅 굽힘이 킥-되돌리기 싸이클의 “킥” 단계의 “다운 비
트” 동안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킥의 되돌리기 단계 동안에 무릎
을 굽히지 않는 것이 힙-스냅의 시동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22

23

24. 마지막 프레임은 해킷의 자유형 싸이클을 마감한다. 써프는 아
직 그의 싸이클을 끝내지 못했다. 이 랩을 끝내기 위해서 해킷은 33
회의 스트로크를 했는데, 써프는 단지 28회만을 했다. 두 영자 모두
같은 속도 (29.5초)로 수영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써프가 싸이클
당 더 멀리 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더 효율
적이다 (저항이 적거나 추진력이 좋거나 둘 다이거나). 몇 가지 예:
써프는 팔을 입수할 때 물튀김이 더 적다. 그의 가슴과 엉덩이는 싸
이클 전체를 통하여 더 변함없이 수평 위치를 유지한다. 밀기 동작
후에 그는 글라이드를 더 잘한다. 그는 (킥 없이 풀 벽을 밀어서) 상
체가 5미터 표지를 넘어간 후에 물잡기를 시작한다. 이에 반하여 해
킷은 손가락 끝이 5미터 표지에 도달할 때에 첫 스트로크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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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다리 끝에 거의 오리발이나 지느러미를 달고 있는 친
구 같은 써프는 왜 밀고 나간 후에 킥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밀고 나간 후에 강하게 킥을 하라고 주문하는 많은
코치들과 또 한번의 충돌이 생긴다. 써프는 킥을 너무 많이 하지 않
음으로써 에너지를 아끼고 싶은 걸 수도 있다. 그는 약간의 속도 증
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서 별 잇점을 못 느
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밀고나간 직후에 수영 속도보다 더 빠
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킥을 해서 가외의 속도 증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어쩌면 킥이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
맺는 말
수영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훈련의 초점과 원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관심의 초점은 신체적 요인과 강력한 체력이었다. 대부분의 팀에서 수영 기술은 기껏해야 둘째 요소였다. 1990
년대가 시작하면서 수영 기술의 여러 측면들이 더 중요시되게 되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수영 기술과 그
기본이 되는 신체적, 생체역학적, 인지적 모델은 더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신의
자유형 기술을 담고 있다.
http://www.svl.ch/Crawl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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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그리도 빠른가?
맷 루버스(Mat Luebbers)
자유형 테크닉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데 브루인(de Bruijn), 반 덴 후겐반트(van den Hoogenband), 클림(Klim), 그리고 다른 몇몇 선수들
은 2000년 올림픽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랐는가? 수영선수들은 어떻게 점점 더 빨라지는가? 그리고, 그리
이스에서 열릴 2004 올림픽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소재 개발 덕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더 좋은 영양 조건,
더 좋은 훈련 방법, 각각의 선수들이 훈련의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
고 수영 테크닉의 자연적 진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내가 잘못 본 것인지도 모르지만, 수영 선수들
은 팔 당기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빨라진 것 같다. 또 내가 보기에 예전에 사
려깊은 호흡수라고 여겨지던 것보다 호흡을 더 자주하는 것 같은 다른 요인도 작용하였을지 모른다. 이
글에서 나는 자유형 시합에서 내가 관찰한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수영자가 정해진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팔을 더 빨리 돌린다, 스타트를
더 잘한다, 저항을 줄인다 (테크닉이나 신소재 수영복을 통해서), 또는 발차기의 추진력을 더 높인다, 등
여러 가지가 수영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영자가 실제 팔 동작을 사용해서 더
빨리 가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스트로크 당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트로크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스트
로크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스트로크로 나아가는 거리를 늘리는 것이다. 내 생각에 위에 언급한 빠른 단
거리 선수들은 스트로크 속도를 유지하면서 (또는 심지어 더 길게 하면서) 스트로크 당 나아가는 거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그들이 찾아낸 것을 중-장거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수영인
들도 사용할 수 있다.
수영은 몸의 부분들이 따로 노는 스포츠가 아니다. 발차기 하는 동안 머리의 움직임이 팔 동작과 몸 움직
임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검사되었으나 전문가들
은 아직 자유형의 하나의 최선의 영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이 좋은 자유형 영법인
가에 대해서 코치마다, 저자마다 약간씩 (또는 엄청나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잉게 드 브루인과 마이클 클림이 자유형 수영을 할 때에 나는 비슷한 것을 본다. 드 브루인의 코치에
따르면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는 드 브루인이 클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테크닉을 사용하기를 원하였
다. 내가 관찰한 몇 가지 테크닉의 포인트는 팔을 편 되돌리기, 좀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입수하기, 비
교적 직선의 하이엘보 당기기 패턴, 그리고 엉덩이보다 어깨 롤링을 더 크게 하기, 등이다.
빠른 자유형 수영을 위한 몇 가지 키 포인트
내 생각에 자유형의 당기기 패턴은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선수들의 동작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이 더 많이 바뀌었다. 새로운 당기기 패턴은 예전에 종종 가르쳐지던 것처럼 “S”자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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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적어도 풀덱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S”자 패턴이 아니다. 수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팔
이 “S”자로 움직인다. 그러나 내 생각에 선수들 자신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들
은 자신의 팔 움직임이 팔목에 비해서 팔꿈치를 높게 (하이엘보) 유지하면서 일직선의 낮은 당기기를 하
고 있다고 상상할 것이다. 당기기의 타이밍은 시합의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다. 장거리 시
합에서는 타이밍의 간격이 좀 더 길다 즉, 거의 캐치업 타이밍에 가까운 스트로크가 된다. 수영자들은 앞
으로 뻗어 있는 팔을 가능한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같다 (빌 부머가 말한 “배를 길게 만들기” 같은 아
이디어). 똑 같은 타이밍 패턴이 포포프의 50미터와 100미터 스트로크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러나 다른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가장 빠른 여자 선수들은 더욱 그렇지 않다.
자유형 체크 포인트:
물 위에서 -- 출수에서 입수까지
-

엉덩이의 꼭대기를 지나자마자 팔꿈치/팔을 들어올림으로써 출수한다.

-

되돌리기 동안에 팔을 곧게 편 채로 유지한다. (풍차돌리기 스타일로)

-

손이 물에서 나온 후에는 엄지를 아래로 손등이 앞으로 가도록 한다.

-

손이 입수 점으로 다가감에 따라서 엄지가 아래 자세에서 엄지가 앞 자세로 팔을 돌린다.

-

곧게 뻗은 팔로 평평하게 입수하되 새끼손가락이 약간 아래 방향이 되도록 한다.

물 아래에서 -- 캐치에서 피니시까지
-

팔을 뻗은 채로 잠시 글라이딩한 후에 바로 손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

손은 손목 관절을 굽혀서 물잡기를 시작한다.

-

손이 풀 아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동안에 팔꿈치는 꽤 높은 위치에 유지하는 전통적인 자세를
취한다.

-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손과 팔을 지나서 팔꿈치에서 빠져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상상
하라. 그 직선이 풀의 바닥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고 동작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움직인다.
(수직으로 세워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전체를 사용해서 물을 당겨야 이렇게 됩니다.)

-

동작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영자의 어깨는 당기는 팔 쪽이 “높음”에서 당기는 팔 쪽이 “낮음”으
로 되도록 롤링되어야 한다.

-

수영자는 엉덩이와 비교해서 어깨를 더 많이 (더 큰 회전 각도로) 움직인다. 다른 몇 가지 스트
로크 이론과 비교할 때에 몸통의 비틀림은 더 크고 회전 각도의 차이는 더 크게 한다. (토털 이
머전의 테리 래플린이 몸통 전체를 통나무처럼 회전시키라고 가르치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하
세요.)

-

어깨의 롤링과 손목 팔꿈치에서 굽히는 각도를 변화시켜서 팔꿈치에서 손가락끝에 이르는 직
선이 올바른 당기기 평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직선의 당기기 패턴은 스트로크 전
체를 통하여 지속된다.

-

손이 엉덩이 꼭대기에 도달할 때 수영자는 물을 놓는다(release) -- 물을 미는 것을 그친다.

-

수영자는 팔꿈치를 들어서 팔과 손을 물에서 들어 올리며, 그 다음에는 팔을 곧게 편다 -- 전통
적인 이론에서처럼 “스트로크의 끝까지 물을 완전히 민다”는 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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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미터 이상의 시합에서 수영자들은 두번에 한번 호흡하는 패턴을 따르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이것
은 일리가 있다. 공기는 좋은 것이며 어느 선까지는 더 많은 공기가 더 좋다. 수영자가 호흡이 스트로크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스트로크 싸이클마다 호흡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호흡해야 한다. 이 수영
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턴한 다음에 한두 스트로크 싸이클까지는 숨쉬지 말고 기다리라
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반해서 턴하자마자 숨쉬는 것 같다. 이점에 있어서도 공기는 스피드를 유지하는
데에 좋은 것 같다!
수영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몇 가지 커다란 변화를 보았다. 그리이
스에서는 어떤 것을 보게 될까?
http://www.swimming.about.com/cs/freestyleandback/a/fr_tech_evolve.htm

101

자유형의 플립턴 배우기
펠릭스 그뮌더
1.
플립턴을 배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벽과 떨어진 허리 깊이의 물에서 연습하는 것
이다. 벽이 있으면 주의가 흐트러진다. 다음의 드릴은 플립턴의 핵심 요소들을 배
울 수 있게 해준다. 여기 설명된 드릴을 마스터한 다음에 벽에서 플립턴을 할 것.
허리 깊이의 물에 서서 양 팔을 앞으로 든다. 공중제비를 돌아서 가능한한 빨리 발
로 서는 자세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라.
2.
양팔을 무릎으로 당기고, 턱을 약간 당기고 가능한한 빨리 앞으로 다이브한다.

3.
턱을 가슴으로 당기고 빠른 회전 동작을 취한다.

4.
코를 무릎으로 가져간다. 손바닥을 안정점으로 삼으라. 회전 동작이 직선 방
향의 속도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단계에서 손이나 팔로 저으려(손
젓기) 하면 안된다.

5.
가능한한 최소한의 공간 안에서 회전하라. 코를 무릎에 붙이고 발뒤꿈치
는 엉덩이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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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단히 휘감긴 자세를 가능한한 길게 유지하라. 발뒤꿈치가 물에 들어
온 후에 양발을 바닥으로 내리고 머리는 수면으로 올린다.

7.
손으로 물을 저어서(손젓기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가능한한 빠른 동작으로
서도록 한다.

8.
동작 끝: 긴장을 풀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안정된 동작으로 회전할 수 있
을지 분석해 본다. 친구에게 시간을 재달라고 하라. 1초 이내에 이것을 할 수 있
다면 아주 뛰어난 턴이다.

http://www.svl.ch/learnthetur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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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턴의 실제
펠릭스 그뮌더
연습과 실제에서 중요한 팁:
-

플립턴을 처음 배울 때에는 풀 벽에서 떨어진 곳에서 연습하라. “플립턴 배우기” 드릴을 해볼
것. 드릴의 턴 동작을 마스터한 후에 벽으로 가서 연습하라.

-

엎드리는 자세로부터 턴을 시작한다.

-

코로 가볍게 내쉬어서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습하라.

-

텀블링 동작을 시작할 때와 동작 중에 팔과 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오류 #1). 수영해 오는 속
도를 이용하라. 턱을 가슴으로 당기고 접영킥을 사용해서 턴을 한다.

-

가능한한 최소의 공간 내에서 회전한다. 코는 무릎에, 발뒤꿈치는 엉덩이에 붙인다. 다리를 뻗어
서는 절대 안된다.

-

벽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벽을 밀어서는 안된다 (오류 #2).

-

유선형의 수영 자세가 깨뜨리지 않으려면, 벽으로 접근하면서 또는 벽에서 나오면서 첫번째 스
트로크에서 숨을 쉬어서는 안된다.

-

연습이 완벽을 낳는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늘 플립턴을 시도하라.

-

벽에 가까워지면 바닥의 “T”자를 보고 벽과의 거리를 잰다.

-

마지막 당기는 동작 후에 양 팔을 양 옆에 두고 턴을 시작한다. 턴 후에 양 팔은 이미 수영하는

1.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적어도) 한 팔과 손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포인트로 사용하여 텀블링 동
작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
-

턱을 가슴으로 당기고 접영 킥으로 텀블링 동작을 시작한다. 턴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104

-

몸은 단단하게 웅크려서 “공 자세”를 유지한다.

-

다리와 발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간다.

-

양 팔과 양 손을 사용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지탱한다.

-

다리를 모은 채로 양 발은 동시에 벽을 찬다.

-

올바른 지점을 차도록 주의한다. 너무 아래나 위 또는 너무 왼편이나 오른편을 차지 않도록 한

3.

다.
4.

-

누운 자세에서 벽을 민다.

-

출발하기 전에 몸과 양팔이 완벽한 유선형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속도가 높을 때 물의 저
항은 무척 크다!

5.

-

출발한 후에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다시 엎드린 자세로 회전한다. 이 때에도 완벽한 유선형을
유지한다.

-

속도가 수영 속도까지 떨어졌을 때 킥을 시작한다. 수영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글라이딩하고 있
는 한 추진력을 더하려고 하지 말라. 이 타이밍을 잡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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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면에 접근하기 조금 전에 당기기 스트로크를 시작하라.

-

타이밍을 생각하라: 너무 일찍 나오거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당한 속도를 잃게 된다.

-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라.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첫번째 스트로크에서는 호흡하지 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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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턴의 재검토
게리 밴더뮬런(Gary VanderMeulen)

당신은 자유형 턴을 당신의 최대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형
턴을 연습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턴을 많이 하면 할수록 턴 동
작을 고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수없이 되풀이 해 온 그 잘못된 턴 동작들에 길들여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매번의 턴 하나 하나를 가능한한 잘 하려고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결심이 섰다면 이제 자유형 턴을 함께 생각해 보자.
자유형 턴은 다음의 단계들로 나뉜다.
- 스윔 업(Swim up)
- 팔 동작(Arm action)
- 다리 동작(Leg action)
- 벽에 닿기(The plant)
- 밀고 나가기(Push off)
- 스윔 아웃(Swim out)
턴은 이 모든 단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니다.
스윔 업 단계 (1)에서는, 벽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두뇌는 벽까지 몇 스트로크가 남았는
가 하는 느낌을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준다. 이런 일들은 깃발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에 머리
를 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당신은 주변 시야를 이용해야 하며 풀 바닥의 “T”자를
이용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이 더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스윔 업 단
계에서는 벽에 도달하기 서너 스트로크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계속 집중할 수 있다. 벽 바로 앞에서, 또는 벽에 닿아서 호흡하면 턴을 빠
르게 할 기회는 전혀 없다. 마지막 스트로크에서 숨을 쉬었다면 차라리 핸드 터치 턴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팔 동작 단계 (2)에서는, 어느 편 팔로든 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연습하면 한 팔로만 턴하는
대부분의 수영자들에 비해서 한 가지 장점을 더 갖는 셈이 된다. 벽 앞에서의 팔 동작에서 마지막
바로 전의 스트로크를 한 팔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옆에 붙어 있는다. 마지막 스트로크는 보통의
스트로크 패턴대로 하면 되는데, 단지 머리가 팔을 따라 내려가면서 휘감긴다. 그러면 마지막 스트
로크를 한 팔은 마지막 바로 앞 스트로크를 끝내고 옆에서 기다리던 팔과 만나게 된다. 이제 양 팔
은 옆에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고, 당신의 몸은 그것들을 넘어서 뒤집어지게 된다. 양 팔은 기본적
으로 같은 자세로 유지되면서 몸이 뒤집어지는 것을 돕는다. 양 다리가 벽에 닿을 때 양 손은 여전
히 같은 위치에 있지만, 머리 위에서, 벽을 밀고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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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동작 단계 (3)에서, 양 다리는 턴의 뒤집어지는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더 빨리 이루어질수
록 당신의 턴은 더 빨라지는 것이다. 양 팔이 옆에 있자마자 아주 재빨리 돌핀 킥을 해서 몸을 뒤집
는 동작을 시동한다. 돌핀 킥 후에 이마를 무릎이 있는 곳으로 감아 당긴다. 양 팔은 윗 방향으로
손젓기를 해서 물을 밀며 양 발을 벽으로 보낸다. 양 발이 벽에 닿을 때까지 시선을 무릎을 줄곧 보
고 있어야 한다. 자유형으로 들어와서 배영으로 나간다면 양 발은 위를 향하게 밟는 것이 제일 좋다.
자유형으로 들어와서 자유형으로 나간다면 양 발은 완전히 옆으로 눕히지는 말고, 45도 정도 기울이
는 게 좋다.
벽 닿기 단계 (4)에서 턴의 방향 변화가 시작된다. 연습의 전반부는 벽으로 가는 속도를 조금도 늦
추지 않고 해야 한다. 벽으로 가는 팔의 속도와 스트로크의 길이는 턴을 위해서 약간 조정되어야 하
겠지만 이것은 나아가는 속도의 변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벽에 발을 딛는 자리는 길게 뻗은 양팔
이 있는 곳과 정확하게 같은 깊이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 손에서 어깨, 엉덩이, 양 발까지 일직선
을 이룰 수 있다. 양 발이 둥글게 뒤집어질 때에 그리는 원은 양 발을 더 뻗거나 움츠릴 필요 없이
벽에 알맞게 닿아야 한다. 양 발이 벽에 닿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밀고 나갈 지점이어야 한다.
벽의 알맞은 위치에 발을 디뎌야만 강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보면, 발을 디
뎠을 때 양 다리는 무릎에서 굽혀져 있다가 최대한의 힘으로 당신을 밀어내어야 한다. 벽에 발을 딛
는 지점은 수면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지점으로, 당신의 엉덩이, 어깨, 양손과 정확하게 같은
깊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 깊이는 당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달라진다. 발 딛는 지점이 높거나 낮
거나 한 편으로 치우치면 벽을 밀고 나아갈 때 똑바로 가기 위해서 방향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늦어진다. 양 발이 벽에서 멀면, 당신의 턴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벽을 차게 된다.
밀고 나가기 (5)는 양손-어깨-엉덩이-양발을 정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렬된 자세는 수면과 평행
해야 한다. 밀고 나가기 전에 귀가 쥐어짜지듯이 양 팔을 펴서 눌러야 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밀
고 나간 후에야 유선형으로 자세를 잡으려고 한다. 수중 촬영 슬로우 모션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양 발이 벽을 떠나면 속도는 급속히 느려지기 시작한다. 양 팔로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 속도는 좀 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벽을 밀고 난 직후에 한 발은 다른 발에 약간 겹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몸 상부가 아래로 가 있는 자세에서 몸이 전면으로 약간 회전하게 된다.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몸을 전면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흔히 나타나는 잘못이다. 밀고
나가는 동안에는 물 속에서 당신 몸의 자세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양발을 서로 약간 각을 줌으로써
당신이 기대고 있는 측면으로 돌기 시작한다. 당신은 직선으로 나아가고 싶을 것이다. 직선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양 팔과 양 다리의 자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턴의
이 대목을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휴식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뭐라고!? 휴식 시간이라고? 그
렇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반초에서 2초까지 쉰다. 그리고 속도가 줄어든다고 느껴지면 킥을 시작하
라. 단거리 시합에서는 좀 더 빨리 킥을 하고 싶을 것이다. 턴을 해서 차고 나가는 동안에 당신의
속도는 초당 2미터가 넘는다. 따라서 당신이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 바
로 킥을 시작해서 속도만 늦추지 말고 멋진 턴의 결과를 즐기기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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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 아웃 단계 (6)가 끝날 때까지는 턴은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은 킥을 점점 빨리 해서 밀고
나간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첫번째 팔 스트로크를 덧붙여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다. 한 팔을 아래로 누르기 시작할 때 유선형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은 한
팔은 여전히 귀를 누르고 있도록 주의한다. 첫번째 팔 스트로크가 당기기를 끝날 때면 당신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벽을 밀고 나갔을 때만큼, 또는 그보다 더 빨
리 수영해 가기 위해서 이 스트로크는 매우 강해야 한다.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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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 또 하나의 장축 수영(Long Axis Stroke)
배영을 이용하여 자유형을 향상시키는 법
테리 래플린

다른 영법에 비해서 배영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드러누워서 뒤로 간다는 것이다. 당신은 바닥의 라인
이나 벽의 곱표 도움 없이 나아가야 하며, 동작의 여지가 최소화되어 있는 자세에서 스트로크해야 한다.
풀 아래로 저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좀 더 세밀한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사정이 나쁘
기만 한 것은 아니다. 뒤로 누워서 수영하기 때문에 몸 자세가 더 “미끄럽게”(유선형이) 되도록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수영자의 근감각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예리해진 의식을 다른 모든
영법에도, 특히 자유형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당신이 주로 자유형을 한다면 실제로 배영은 이상적인 교
차 훈련 영법 내지 회복 훈련 영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유형 선수인 알렉산더 포포프에게 물어보라. 포포프는 10대 중반에 자유형으로 전
환해서 올림픽 자유형에서 날리기 전에 배영 선수로 시작하였고, 아직도 자신의 자유형을 매끄럽게 가다
듬기 위해서 배영을 이용한다. 왜 그런가? 배영은 자연적으로 자유형에 보완적인 영법이다. 두 영법 모두
장축 수영(long-axis strokes), 즉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영법이다. (평영과 접
영은 엉덩이-엉덩이 축을 사용하여 진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축 수영(short-axis strokes)이라고
한다.) 장축 수영으로서 배영과 자유형은 동일한 균형 감각, 몸 회전(롤링), 몸 자세를 요구한다. 이것은
이 두 수영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드릴을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어느 한 수영
에서 더 효율적인 수영인은 종종 다른 수영에서도 더 빠르고 효율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영은
자유형을 위한 이상적인 교차 훈련 수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배영은 격렬한 자유형 훈련 세트를 마치고 회복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영이다. 자유형
과 배영은 많은 동일한 근육들을 사용하지만 두 수영은 그 근육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배영
에서는 동작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배영은 지친 자유형 근육들을 “마사지” 해준다. 자유형에서
수축하던 근육들이 이제 이완되고, 자유형에서 이완되던 근육들은 수축하는 식이다. 그밖에서 자유형에
서는 제대로 숨쉬는 것 같은 간단한 행동도 기술을 요구하고 따라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면 긴장이 더
욱 심해진다. 배영에서 당신은 언제든 원할 때면 숨을 쉴 수 있으므로 배영은 이런 점에서 더 느슨하다.
무엇보다도 배영을 할 때에는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진지함을 쉽게 버릴 수 있다. 배영에서는 대개의 3
종 경기 선수들이나 교차 훈련을 하는 수영인들이 자기들의 전문 영법에서보다 더 쉽게 약간 느슨한 스
트로크 테크닉들을 보아 넘길 수 있다. 요점인즉슨, 주전공 수영은 좋은 폼으로 빠르게 수영하고, 배영은
몸을 이완시킬 때에나 워밍다운 용으로, 주전공이 아닌 수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영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점, 즉 누워서 뒤로 간다는 불편함이 큰 이유일테고, 둘째로는 누운 자세로 떠 있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다행히도 이 두 가지는 쉽게 고칠 수 있으며, 일단 이점에서 편안해지면 당신은 자
신을 더 매끄럽고 유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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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을 잡으라. 천장에 타일 선이나 불이나 다른 표지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안되면, 그냥 레인 선을 끌어 안으면 된다. 또 대개의 풀은 풀의 끝 가까이에 색색의 깃발들을 매달
아 놓고 있는데, 이것은 풀 벽이 5야드(3~4 스트로크 거리) 남았다는 경고를 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배영 깃발”이라고 부른다.
2. 등으로 균형을 잡으라. 등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감추고 어깨 선을 기대어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라. 양쪽 귀가 수면 아래에 있도록 해야 하며, 단지 얼굴 앞만이 수면 위에 보여야 한다. 일단
머리 자세를 잡았으면 머리는 고정된채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엉덩이와 다리가 가볍게 느껴
질 때가지 등 윗 부분을 기대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프로처럼 물결을 탈 수 있으며, 나아갈 때에도 몸을
풀고 있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매끄럽게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3. 당신의 “배”를 만들라. 배영 선수들은 좋은 배를 타고나든지 아니면 좋은 “배 형태 만들기”에 도사여
야 한다. 죤 네이버(John Naber)부터 제프 라우즈(Jeff Rouse)까지 세계 기록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46세의 로라 발과 71세의 로저 프랭크 같은 마스터즈 세계 기록 보유자들도 포함해서) 키가 크고 사지
가 길고 경주용 사냥개처럼 생겼다. 당신이 비록 이와 비슷하게 천부적인 조건을 타고나지 못했어도, 또
는 당신이 기록을 경신하려는 목표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창조적인 몸 자세와 배 만들기로 당신의 배영
을 향상시킬 여지는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배우기 쉽고, 수영에서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이란 게 무엇인가? 옆으로 수영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당신의 근육이 기억하도록 새
겨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스트로크 싸이클에서 어깨가 롤링되면서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도록 만드
는 것이다.
4. “키 크게” 수영하라. 긴 배가 더 매끄럽고 더 빠른 배이다. 당신이 자유형을 할 때처럼 앞으로 스트레
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영에서 키 크게 수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롤링을 크게 하는
것이다. 앞이나 뒤로 납작한 자세에서보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몸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진다. 드릴들에
서 또 느린 속도로 하면서 롤링을 조금 과장해서 해 보고 더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속도를 높
일 때에도 그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라. 둘째는 팔을 되돌리기 할 때에 팔을 머리 위로--마치 천장에 닿으
려는 것처럼-- 쭉 뻗으라. 그 팔이 물을 가르고 들어갈 때까지 그 뻗은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장축 컴비네이션 드릴들을 연습하라. 장축 “콤보”는 배영 스트로크 몇 회와 자유형 스트로크 몇 회를
번갈아 하는 것이다. 두 수영을 완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장
축 콤보는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된다. 첫째, 완전한 360도 회전은 당신이 어느 한 가지 수영만 할 때보
다 길고 깨끗한 몸 선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해준다. 둘째, 이것은 두 수영의 공통점을
강화해준다. 당신이 두 수영 사이에서 더 자주 스윗치하면서 수영할수록 배영의 발전은 자유형의 발전에
더 직접 도움을 준다. 처음에는 길이를 갈 때에는 배영, 올 때에는 자유형으로 하다가, 스윗치하는 데 익
숙해지면 한 길이에서 여러 차례 스윗치하라 (좋은 조합은 배영 스트로크 네번 다음에 자유형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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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을 하는 것이다.)
6. 배꼽을 더 빨리 움직여라. 본능에 따른다면, 배영의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에 당신은 팔을 더 빨리 풍
차돌릴 것이다. 그 결과는? 당신은 그렇게 애써서 발전시켜 온 매끄러운 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 폼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더 빨리 수영하려면 배꼽을 한편에서 반대편으로 더 빨리 움
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속도를 엉덩이 움직임에 맞추어 조절하게 되면 당신의 팔과 엉덩이는 훨
씬 더 잘 동기화(synch)된 채로 있게 된다. 25야드 픽업[pickup: 아마도, 가속을 붙이면서 가는 훈련법 같습
니다만, 잘 모르겠네요.]이나 50야드 네커티브 스플릿[negative split: 한 세트의 후반에 속도를 높이는 훈련 방
법. 예컨대 50에서, 25 갈 때에 20초면 올 때에는 18초에 끊는다든지…, 75에서 처음 25를 22초에 끊으면, 두번째
25는 20, 세번째 25는 18에 끊는 식]으로 연습하라. 변화하는 유일한 것은 엉덩이 회전 속도 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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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의 기술: 왜 레니 크레이젤버그는 그렇게 빠른가?
테리 래플린
Adapted from Terry Laughlin [Total Immersion] in FitnessSwimmer

레니는 왜 그렇게 빠른가? 그의 강력한 스트로크와 킥 때문에? 물론, 레니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팔 동작과 킥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처럼 배영 챔피언이 되지 못했을 것이
다. 그러나 그의 배영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그의 몸은 저항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는 정말 미끄럽다. 레니는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는가? 물 속에서 그의 자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핵심 요소
레니는 그의 머리를 물 속에 낮게 두며 얼굴을 수면과 나란히 둔다. 그의 코는 위를 향해 있다 (왼쪽 그
림, 화살표). 그는 턱을 당기지 않는다. 이마와 턱이 수평선을 이룬다. 그는 상체를 물로 기댄다. 머리와
상체는 그의 엉덩이를 물에서 높이 타게 만든다. 그의 몸은 곧게 뻗어 있다. 앞에서 보면 (수영이 나아가
는 방향에서 보면) 그의 신체 윤곽은 최소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의 몸을 아주 미끄럽게 만들어준다.
2. 핵심 요소
레니는 그의 몸을 롤링하며, 등으로 눕는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자세는 롤링 중간에 잠시 생길 뿐이다. 윗
쪽 그림에서 레니가 완전히 그의 왼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어깨와 그의 가슴의 오른쪽
부분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화살표). 이것이 저항을 더욱 감소시킨다. 자유형이나 배영에서
스트로크할 때에, 옆으로 곧게 뻗은 자세로 누워서 아래의 팔을 수영 방향을 보도록 뻗고 있는 자세에서
저항은 최소화된다. 레니는 누운 자세에서 “전사분면 수영(Front Quadrant Swimming)”을 하는 성향
이 있다. 되돌리기 하는 팔이 그의 머리를 지날 때 그의 왼팔은 아직도 앞에 있다 (위의 오른쪽 그림).
몸 회전 동작을 위해서 레니는 그의 팔을 사용하지 않고 킥과 엉덩이를 사용한다. 되돌리기 하는 팔이 물
을 떠날 때 (대략 첫번째 그림의 시점에서) 킥에 의해서 몸 회전이 시작된다. “수영할 때에 저는 몸 회전
을 할 때마다 엉덩이를 완전히 롤링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레니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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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 크레이젤버그처럼 배영하는 법 배우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먼저 물에서 올바른 몸 자세를 배워야 한다. 먼저 배로 뜨기 자세와 등으로 뜨기
자세[Total Immersion 자유형/배영 드릴의 처음 두 가지]를 연습할 것.

배로 뜨기와 등으로 뜨기 자세를 마스터했으면 싸이드킥 연습을 시작한다. 머리를 감추고 물로 기댄다.
수면 선은 턱과 이마에 걸쳐 있다. 왼팔은 앞으로 뻗는다. 이상적인 자세는 팔과 머리 뒤통수의 간격이
없어야 한다. 그 간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 엉덩이는 윗 부분이 수면 위에 보일 정도. 오른 팔은 옆에
붙어 있고 물 밖에 나와 있어서 바람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오리발이나 짧은 오리발을 사용하는 것도 괜
찮다. 이 기초 훈련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마스터하는데 몇 주의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옆 사람에게 물 위와 아래에서 당신의 자세를 봐달라고 해서 자세를 바르게 고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자세를 습관들이게 될 수 있다.

오른팔의 되돌리기를 시작한다. 오른 다리의 킥과 함께 몸 롤링을 시작하면서 엉덩이를 회전한다. 왼팔로
스트로크를 시작한다.

몸이 거의 오른 쪽으로 롤링되어 있다. 물에 기대라. 코를 위로 향하게 하고 엉덩이를 든 자세.

회전이 끝났을 때 오른편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고 여러 차례 킥을 하면서 균형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점검한다. 머리-상체-엉덩이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이런 연습은 자유형에도 도움이 된다. (“효율적인 자유
형 배우기” 참조)
당신이 정말로 빨리 수영하고 싶다면 마구 휘젓지 말고, 힘을 빼고 물을 느끼라. 올림픽 코치 제나디 투
어레츠키(Gennadi Touretski)가 해주는 말이다. (“투어레츠키 수영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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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영과 평영을 위한 웨이브 드릴
테리 래플린
(http://www.svl.ch/shortaxis/breaststroke.html)
현대의 평영과 접영은 신체의 웨이브 동작--돌고래나 고래와 비슷한 동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유형,
배영의 회전을 장축 회전(long-axis rotat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이 동작을 단축 회전(shortaxis rotation)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엉덩이를 통하여 옆으로 진행하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진동)하기
때문이다. 다음 드릴은 웨이브 동작을 이해하고 연습하도록 도우려고 고안된 것이다. 평영과 접영은 이
중심 신체 동작에 다른 킥과 팔 스트로크를 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쿠르트 그로테와 함께 배영
배우기”, “제니 톰슨과 함께 접영 배우기” 참조.
수영의 동작 전체에서 “최고의 조정자”는 킥이나 팔 당기기가 아니라 동체의 진동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말 잘 하는 평영 선수와 접영 선수들을 주의깊게 보라. 그들이 양손을 앵커 지점을 향해서 뻗을 때 그
들이 평영을 할 것인지 접영을 할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에 그들의 몸은 접영의 S-곡선으로 뻗는다. 단축 회전 드릴은 두 영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습이다.
평영과 접영에서는 동체의 리드미컬한 진동이 양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이 점에 익숙지 못한 평영이나
접영 초보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하려고 하고, 따라서 좀처럼 성공적인 수영을 하지 못한
다 (그들은 butterstruggle로 풀을 헤쳐간다). 동체의 진동이 파워를 발생시키며 호흡 리듬을 결정한다.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동체를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두 수영 모두 더 잘 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영과 접영 양자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단축 회전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
것을 해내는 최선의 길은 다음의 돌핀 드릴을 연습하는 것이다.
팁:
수영의 다른 모든 드릴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치나 친구나 또는 이 드릴의 아이디어를 잘 아는 다른 사람
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다.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스포츠맨이라도 피드백을 받을 필
요가 있다. 누구도 그가 실제로 하는 동작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정말로 똑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레하는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진동을 통해 나아가라. 양팔을 옆에 붙이고 물에 업드린다. 긴장을 풀 것. 가슴을 물에 대고 부드럽고 리
드미컬하게 누르고 몸이 그 반작용을 받도록 한다. 가슴 깊이의 물에서 호흡하지 말고 짧은 길이--10에서
12회 정도--를 연습하라. 부드럽고 힘을 뺀 리드미컬한 웨이브를 만들 것. 가능한한 조용하게 움직이라.
턱에서 그것을 잡으라. 머리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전방으로 몰아가라. 가슴을 아래로 누를 때마다 턱의
힘을 빼라. (가슴을 누를 때마다) 당신의 코가 아래 방향이 아니라 앞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하
면 웨이브 동작이 물결처럼 몸을 따라 내려간다. 웨이브를 제대로 하면 당신의 머리는 거의 잠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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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아슬아슬하게 잠긴다?). 가슴을 누르는 것이 머리의 정수리를 풀의 끝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
을 느끼라.
다리를 느슨하게 하라. 이제 웨이브 동작을 배우는 데에 최대의 적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것은 킥이다. 양
다리는 나긋나긋하고 힘을 뺀 채로 두라. 양 다리로 일부러 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동체가 진동하
는 데 따라서 움직이게 놓아두라. 넙적다리 근육은 전혀 사용하지 말라. 양 다리는 몸 웨이브의 연장이어
야 한다. 몸 웨이브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이) 연습하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 나아가지 않아서 갑갑하다면 오리발을 신으라.
그러나 그 때에도 킥은 하지 말 것!
숨을 쉽게 쉬라. 당신이 더 힘을 빼어서 돌핀 동작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숨쉬기를 해 본다. 먼저
6~8회 누를 때마다 숨을 쉰다. 다음에는 2~3회마다 숨쉰다. 숨을 쉴 때에 머리는 가능한한 중립적인 위
치에 가깝게 두라 (진동하는 몸의 리듬 또는 균형을 깨지 말라는 뜻입니다). 턱을 내밀지 말라. 머리를 올
바른 위치에 두면 숨을 쉴 때에 약간 아래 방향을 보게 된다. 당신의 머리는 수면 바로 위에서 앞으로 움
직이며 웨이브는 깨끗하게 흐트러짐 없이 계속된다. 이런 숨쉬기 기술이 평영과 접영 전체 동작을 할 때
에 매우 도움이 된다.
잠자면서도 연습하라. 이 모든 동작들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 힘을 뺀 동체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돌핀 드릴로 돌아오라.
1. 누르기 연습
양팔을 옆에 두고 얼굴을 아래를 향하고 엎드린다. 가능한한 부드럽
고 리드미컬하게 가슴을 위아래로 누른다.
2. 머리 들기
가슴을 내리 누를 때 머리가 수면 아래로 너무 멀리 내려가서는 안
된다. 가슴을 누를 때마다 정수리가 풀 끝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느
낌을 받아야 한다.
3. 턱 점검
턱에 힘을 주지 말 것. 가슴을 누를 때마다 코가 약간씩 앞으로(!) 나
아가게 두라. 엉덩이는 물 밖으로 나온다.
4. 다리를 느슨하게
다리를 느슨하게 두고 킥하려고 하지 말라. 양 다리는 동체 웨이브
의 연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는
빨리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킥을 한다. 오리발을 신으면 동체로부터
오는 리드미컬한 웨이브를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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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르던 것을 풀어준다.
누른 후에는, 누르던 것을 풀고(release)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앞으
로 나아간다.
6. 중립 위치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는 척추와 일직선 상에 유지한다.

7. 숨쉬기: 턱을 내밀지 말 것.
이것이 숨쉬는 자세. 처음 시도할 때에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을 해내야 한다. 숨을 쉴 때에는 약간 아래를 보아야 한다.
아마도 물을 무지 먹게 될 것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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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는 접영: 부드럽고 효율적인 접영을 뽐내려면
테리 래플린

제일 어려운 영법이라는 접영의 명성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호흡 동작이 쉽지 않다. 귀중한 공기
를 얻으려면 물 밖으로 헤쳐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접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숨쉬고 되돌리
기하는 데 모든 힘을 쏟다보니 앞으로 나아갈 동작을 취할 틈도 못 갖기 쉽다.
제니 톰슨(Jenny Thompson)이 스탠포드에 왔을 때 그녀는 세계적인 자유형 선수였지만 이제 접영 종
목에서도 세계 일류의 선수가 되어 있다. 제니와 그녀의 코치는 그녀가 접영에서 이룬 진보가 자유형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자유형 기록은 6년 동안 거의 그대로였던 것이다.
“제니는 여전히 자유형 선수입니다” 스탠포드의 헤드 코치 리쳐드 퀵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그녀의
접영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녀의 자유형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접영에서 중요한 동작--물을 뒤로 밀어
내는 게 아니라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던지는 동작--이 자유형에서도 중요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녀는 어느 때보다 스트로크의 길이를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니가 접영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자유형을 다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니는 접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여러가지로 실험을 합니다,” 기술 감독 빌 부머(Bill Boomer)
의 말이다, “그녀는 옛 습관들을 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부머는 제니의 접영이 “뒤로 미는 접영이 아니
라 전진 방향으로 균형을 잡고 전진 방향으로 공격하는 접영(forward-balancing, forward-attacking
fly)”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접근법에는 네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 몸의 움직임 “안에서” 호흡하라. 접영 초보자들이 흔히 범하는 한 가지 잘못이 머리로 공기를 “따라
잡는” 자세로 숨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숨 쉴 때에 턱을 앞으로 내밀게 되고, 스트로크의 동선이 깨
지게 되며, 파워를 만들어낼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제니는 언제나, 숨을 쉬는 동안이나 숨을 쉰 다음이
나, 머리를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위치에 유지한다.
2. 모든 에너지를 앞으로 몰아가라. 제니는 물을 그녀의 발 쪽으로 밀어보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녀는 되돌리기하는 동안에 그녀의 손을 앞으로 던져보내고 몸의 무게를 앞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 훨씬
더 관심을 둔다.
3. 물 짚는 시기와 내려놓는 시기는 빨리 가져가라(Anchor and unload early). “우리는 제니가 그녀의 ‘패
들’을 일찍 물에 고정시키고 그래서 그녀의 몸을 그 고정점 위로 미끄러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쏟습니다. 그녀의 무게중심이 그 고정점 위를 지나자마자 그녀는 즉시 탄환같은 (마치 쏘아진 물체같이)
되돌리기로 들어갑니다.” 일상적인 말로 번역하자면, 손으로 물을 뒤로 밀지 말고, 당신의 몸 앞 방향의
가능한한 먼 곳의 물을 붙잡는 데에 손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몸이 그 손을 지나자마자 물을 놓고 손을
(물에서) 확 빼내어 앞으로 다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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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체의 힘과 템포를 발달시켜라. 제니는 더 세게 팔을 당기거나 킥을 더 세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녀
의 동체를 더 강력하게 움직임으로써 더 강하고 빠르게 수영한다.
제니는 올림픽 접영 선수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그 훈련 방법을 통해서 당신도 25야드 접영을 상
상하던 것보다 훨씬 힘들이지 않고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1994년 시즌을 시작할 때 제니는 이미
NCAA 접영 챔피언이었지만 그녀는 늘 기초로 되돌아가서 더 좋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데 주저가 없다. 여기 당신이 뽐낼만큼 부드럽고 효율적인 접영을 배우는 방법이 있다.
드릴(정해진 부분동작연습)을 통해서 배우고 고쳐라. 전체동작을 하면서 힘들여 랩을 왕복하려고 하지 말
라. 부머에 따르면 접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은 “풀의 아래 방향으로 몸을 진동시키며(웨이브를 주
며) 움직여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제니는 매우 간단한 몸 동작 연습을 수천 야드를 하면서 그녀의 근
육이 새로운 방식의 접영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했다. 모든 영법 중에서 접영은 전체 동작이 가장 어려운
영법이지만 그러나 접영의 드릴들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다. 부머가 말한대로 웨이브를 연습하려면 팔을
내려서 양 옆에 붙이고 엎드려 균형을 잡은채로 떠서 가슴을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진동시켜서 몸의 웨
이브가 다리까지 전달되어 내려가도록 한다. 오리발을 신으면 다리가 몸의 웨이브 신호들을 더 쉽게 느
낄 수 있다. 이것이 헤드-리드 드릴(head-lead drill)인데, 제니가 무척 좋아하는 드릴이다. [윗 글에 그림
과 함께 소개된 드릴.] 이 드릴을 가장 잘 하게 되면 힘을 쭉 빼고 웨이브에 몸을 맡기게 되고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편안하고 리드미컬하게 웨이브할 수 있게 되면 호흡하는 걸 연습한다. 드릴 동작의 선
안에서 호흡하며 턱을 내밀지 않는다. 5~6번의 진동마다 한번씩 숨을 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 드
릴을 편안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핸드-리드 드릴(hand-lead drill)로 넘어간다. 이것은 팔
을 위로 펴서 몸을 유선형을 만들고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다. 초보자들은 접영을 배우는 처음 한두 달동
안 이 두 가지 드릴만 연습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중급자들은 킥보드 드릴로 넘어간다.
중력과 싸우지 말라. 접영에서 양팔을 나래로 펴고 되돌리기 하는 것은 어려운 동작이지만 숨을 쉬려고
솟아오르는 데에 온 힘을 쏟지 않고 팔을 앞으로 던질 수 있으면 그런대로 할만한 동작이 된다. 처음 접
영 전체동작을 할 때에는 3~4회의 무호흡 스트로크를 하고는 바로 헤드-리드 또는 핸드-리드 드릴로 바
꿔서 나머지 랩을 간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3~4회의 무호흡 스트로크를 하고 드릴로 동작을 바꿔
서 간다. 연습하는 동안 다음의 팁들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해보라.
머리와 어깨의 상하 운동을 최소화하라. 당신이 환기통 안에서 수영하면서 머리를 위벽에 부딪치지 않고
나아간다고 상상하라. 어깨를 수면 가까이에 유지하고 머리는 몸의 척추선과 동렬이 되도록 하면서 당신
의 모든 에너지를 풀의 반대편 끝을 향해서 몰아가라.
되돌리기가 끝나고 입수할 때, 입수는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이다.
손을 일찍 앵커링하라. 그리고 그 손을 턱쪽으로 확 당기라. 동체가 손 위로 지나가는 순간 손을 (바닥으
로 물을 밀지 말고) 수도로 잡아채면서 빼서는 다시 앞으로 확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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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들지 말고) 앞으로 쓸어가되, 손목 시계의 전면이 앞을 향하도록 하라. (손바닥이 후방을 향하게 하
라.) 손과 팔이 앞으로 날아갈 때에 힘을 빼라.
머리로 숨쉬지 말고 몸으로 숨쉬라. 3~5회의 부드럽고, 길고, 전진방향으로 공격하는 스트로크를 한 다
음에는 숨을 쉰다. 리챠드 퀵이 이점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준다: “몸 동작과 함께 숨쉴 것이며 숨을 쉬는
동안 머리는 마치 평영을 할 때처럼 약간 아래 방향을 본다. 그리고 절대로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는 안된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숨을 쉬는 동안이나 숨을 쉰 다음이나 머리를 척추선과 동렬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숨쉬는 것은 “감추는” 방법이 좋다. 누군가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호흡을 할 때에 그가 당신이 숨을 쉬는지 보기 어렵게 하라. 처음 몸으로 숨
쉬는 것을 연습할 때에는 3~5번의 스트로크 동안에 한번 숨을 쉰다. 나중에는 숨쉬는 횟수를 더해간다.
목표는 모든 스트로크에서 숨을 쉬면서도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퀵 코치가 충고하듯이, “실
수를 감추려고 숨을 안 쉬지 말라. 제대로 숨을 쉬게 되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스트로크할 때마다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빠르게 접영하는 길이다.
“butter-struggle”(물과 싸우면서 허부적대는 접영)을 연습하지 말라. 접영 100을 열번하면서 물에 쟁기
질을 하면 당신의 의지력과 강인함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점에 대해서 리챠드 퀵의 충고가
더 있다: “제니는 50미터 이상의 논스톱 접영 연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녀는 대부분의 훈련을
다이빙 풀의 20야드 구간에서 한다. 접영 초보자들에게는 이점은 더 중요하다. 일단 괜찮은 폼으로 접영
을 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스트로크 접영을 랩의 절반만큼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드릴로 간다. 균형잡혀 있
고 긴 스트로크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만 하라. 물과 씨름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즉시 드릴로 동작을 바꾸
어서 연습하고, 우아하게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다.
제니 톰슨이 좋아하는 접영 훈련 세트:
제니는 스탠포드의 20야드 다이빙 풀에서 이 훈련을 한다. 전체 세트는 20야드 길이 한번을 다양한 방
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인터벌은 한 길이를 가고 남는 시간을 쉰다. 그녀가 한 길이를 가는데 10초
가 걸렸고 인터벌이 :20이면 그녀는 다시 출발하기까지 10초를 쉬는 게 된다.
10×20 on :40 이것은 100% 힘을 기울여서 100미터 경주 호흡 패턴으로 한다.
20×20 on :20 무호흡. 일정한 스트로크 수를 유지하는 게 초점. 제니는 5스트로크에 한 길이를 간다.
2분 휴식
20×20 on :15 위와 같은 세트. 그러나 휴식이 짧다. 제니의 지구력 훈련.
10×20 on :40 첫번째 세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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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톰슨과 함께 하는 접영
테리 래플린
adpated from: Terry Laughlin/David Madison [Total Immersion], Fitness Swimmer
Jan/Feb 1999
접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숨쉬기와 팔 되돌리기다. 당신은 귀중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물 밖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숨쉬고 되돌리기하는 데에 너무 애를 쓴 나머지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을 취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다. 제니 톰슨 같은 세계적인 선수도 접영에서 호흡과 되돌리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녀의 끊임없는 탐구 덕택에 당신도 당신의 영법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
다.
“제니는 실제로 자유형 선수입니다”라고 톰슨의 모교인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의 스탠포드대학교의 여자
수영팀 감독인 리쳐드 퀵은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접영 기술은 그녀로하여금 자유형도 발전시킬 수 있
게 만들어주었어요.”
톰슨의 접영은 “뒤로 미는 접영이 아니라, 전진-균형, 전진-공격형의 접영입니다”라고 기술 코치 빌 부머
는 말한다. 이런 접근법의 네 가지 기술적 측면은 이렇다.
1. 몸 동작 “안에서” 호흡하라. 머리로 공기를 “따라잡는 것처럼” 호흡하지 말라. 턱을 내밀게 되면 스트
로크 라인을 깨뜨리게 되고 더 적은 힘만을 낼 수 있게 된다. 숨을 쉬는 동안과 숨을 쉰 이후에 머리를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려고 하라.(아래 그램 참조)
2. 에너지를 전방으로 움직여라. 양 손을 앞으로 던지는 데에, 그리고 되돌리기 동안에 물을 발 방향으로
미는 대신에 동력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3. 물을 짚고 놓는 시기를 빨리 가져가라. “우리는 제니가 그녀의 ‘노’를 일찍 붙박아서(anchor), 그녀의
몸을 그 붙박힌 자리(anchor)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부머는 말한다. “그녀의 무게중심이 그
앵커 위로 지나자마자 그녀는 몸을 날려서 쏘아진 탄환 같은 되돌리기 로 들어갑니다.” 손을 사용해서
가능한한 몸 앞의 먼 지점의 물을 잡으라. 몸이 그 손 위를 이동하지마자 물을 놓고 손을 잡아채서 빼낸
다.
4. 동체의 힘과 템포를 발달시켜라. 더 세게 당기거나 더 세게 킥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동체를 더 강력하
게 움직임으로써 더 빨리 수영하라. 다리가 킥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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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영을 쉽게 배우는 드릴
더 많은 랩을 억지로 왕복하려고 하지 말고 드릴들을 통하여 배우라. 접영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몸을
진동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부머는 말한다.
모든 영법 중에서 접영은 전체 동작을 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나 드릴은 제일 쉽다.
먼저 몸의 진동을 배우라. 양팔을 옆에 두고 균형잡힌 자세로 떠서 가슴을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밀어
서 몸의 웨이브를 만들고 그 웨이브가 몸을 따라 다리까지 내려가도록 하라. 오리발을 신으면 다리에 도
달하는 신호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킥을 하지는 말 것. 이 드릴은 힘을 빼고 나긋나긋한 자세
를 취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일단 힘을 빼고 리드미컬하게 진동할 수 있게 되면 숨쉬
는 데에로 나아간다. 드릴의 라인 안에서 숨쉬고 턱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다섯번이나 여섯번 진동마다
한번씩 숨을 쉰다면 이렇게 하기는 쉽다. 편안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다고 느끼면 이번에는 양팔을 뻗어
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같은 동작을 해보라. 양팔은 앞으로 뻗은채로 있어야 하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
여서는 안된다.
낮게 가라.
접영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호흡을 위해서 솟아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양팔을 앞으로 쓸어가
는 법을 배운다면 할만한 동작이다. 처음으로 전체 동작을 취할 때에 무호흡 스트로크를 서너번 한다. 다
음에 풀 길이의 나머지는 드릴 중 하나를 하면서 간다. 그리고는 풀 반대편 끝에서 다시 시작해서 서너번
무호흡 스트로크를 하고 나머지는 드릴로 간다. 하면서 리처드 퀵의 다음 팁들을 염두에 두라.
-

모든 에너지를 풀 끝을 향해서 몰아가면서, 어깨는 수면과 가까이 두고, 머리는 척추선과 나란
히 둔다.

-

각 되돌리기를 끝내면서 착지할 때에는 양팔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간다.

-

양 손을 일찍 앵커하고는 턱을 향해서 쓸어가라. 당신의 동체가 양 손 위를 지나자마자 양손을
카라테에서 수도로 치듯이 밖으로 빼서 다시 앞으로 던진다.

-

너댓번의 부드럽고 길고 전진-공격적인 스트로크를 할 수 있으면 다음으로 호흡하기 동작을 덧
붙여 해본다. 머리로 숨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숨쉰다. 숨 쉬는 동안 머리는, 평영에서와 마찬가
지로, 약간 아래 방향을 바라본다.

숨쉬는 것은 “감추려고” 연습해보라. 누군가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들이 당신이
숨을 쉬는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숨쉬라.
머리 대신 몸으로 숨쉬는 것을 배우면, 너댓번의 무호흡 스트로크에 한번의 호흡을 붙여본다. 그리고 호
흡 스트로크를 늘려본다. 어쩌면 모든 스트로크에서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호흡하고 싶어할 것이다. “당
신이 제대로 숨쉰다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숨쉴 수 있어야 한다.” 퀵은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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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잘 끝낼 수 있다.”
쟁기질하듯 수영하면서 접영 10x100 세트 해야 당신의 의지력과 강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말
라. 톰슨은 그녀의 접영 훈련 대부분을 다이빙 탱크에서 20야드를 반복한다. 당신의 접영이 괜찮은 형태
를 일단 갖춘 다음에도 전체 동작으로 풀 길이의 절반을 가고 나머지는 드릴로 간다. 균형잡힌 긴 스트로
크를 할 수 있는만큼만 전체 동작으로 수영하라. butterstruggle하지 말고 butterfly하라!
1. 호흡 시작. 머리는 척추와 같은 라인에 유지하고, 위가 아니라 아래
를 본다. 팔을 쏘아가는 되돌리기는 스트로크의 밀기 동작 중에 아웃
스위프와 함께 시작된다.

2. 호흡 시작. 머리는 척추와 같은 라인에 유지하고, 위가 아니라 아래
를 본다. 팔을 쏘아가는 되돌리기는 스트로크의 밀기 동작 중에 아웃
스위프와 함께 시작된다.

3. 양팔의 전진 스위프가 시작되고 있다. 손목 시계 차는 곳이 앞을
향하도록 한다. 어깨는 수면 가까이 유지하고 머리는 척추와 같은 선
에 둔다.

4. 양팔의 전진 스위프가 시작되고 있다. 손목 시계 차는 곳이 앞을
향하도록 한다. 양팔과 양손이 앞으로 날아가는 동안 힘을 뺀다. 호흡
이 거의 끝나고 있다.

5. 모든 에너지를 풀 반대편 끝을 향해서 몰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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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로크의 이 단계에서 가슴으로 진동을 시작해서, 몸 웨이브가
시작되도록 한다.

7. 아래 방향이 아니라 앞 방향으로 내뻗으라.

8. 엉덩이는 물 밖으로 보인다.

9. 아래 방향이 아니라 앞 방향으로 내뻗으라.

10. 엉덩이는 물 밖으로 보인다. 머리와 양팔은 수면에 가깝게 있다.
가슴의 진동은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해 있다. 킥은 없다. 다리의 움직
임은 채찍 같은 신체 진동의 일부이다.

11. 양팔의 아웃스위프-다운스위프 동작으로 앵커한다.

12. 팔로 당기는 동안에 하이 엘보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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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킥은 없다. 다리의 동작은 채찍 같은 신체 진동의 일부.

14. 동체가 양 손 위를 지나서 나아가자마자 양손을 카라테하듯이 수
도로 빼 내서 다시 앞으로 던질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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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영과 돌핀킥
케리 오브라이언(Kerry O’Brien)

많은 수영인들은 “힘들이지 않는 접영”이라는 말이 용어상의 모순이라고 믿는다. 이를 악다문 찡그린 얼
굴 표정 없이 접영을 한다는 건 어쩌면 데이빗 커퍼필드의 마법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이라는 거다! 대부
분의 수영인들에게 그토록 어려운 접영을 마스터즈 수영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도 우아하고 힘차게 할
수 있는 걸까?
두 킥의 타이밍
접영의 팔 동작 한 싸이클에 두 번의 킥이 있게 되는데, 두 킥은 서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번째
킥의 다운비트(내려차기)는 양 손이 물에 막 들어가는 순간에 시작한다. 이 발 동작은 엉덩이를 높이 들
어서 수면으로 되돌려보내는 데에 도움을 주면서 양 손이 “물잡기”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추진력을 제공
한다. 이 킥의 업비트(올리기)는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도록 도와주면서 양 손이 추진 단계에 접어들 때에
항력을 감소시킨다. 첫번째 킥은 두번째 킥보다 지속 시간이 더 길다.
두번째 킥은 양 팔이 추진 단계를 완성하고 되돌리기를 위해서 약간 상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실
행된다. 첫번째 킥에 비해서 두번째 킥은 무릎 이하에 조금 더 집중된다. 두번째 킥은 어깨를 전방, 그리
고 물 위의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추진력을 만들어서 팔 되돌리기가 부드럽게 되도록 돕는다.
몸과 특히 어깨의 롤링을 사용하는 자유형 및 배영과는 달리 접영은 어깨를 물 밖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서 이 추진력에 의존한다. 또한 두번째 킥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면 엉덩이를 받쳐주게 되어서 엉
덩이가 물 밑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해준다.
많은 접영 초심자들은 팔의 싸이클이 사작하기도 전에 두 킥이 모두 완료되는 타이밍 오류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나는 “차고 차고 당기는(kick-kick-pull) 접영”이라고 부른다. 이때에 수영자는 양 팔을 입수해서
전방으로 뻗고 있는 동안에 두번째 킥이 이미 끝나서, 두번째 킥의 완료가 마치 물 밑에서 팔 동작을 시
작하는 신호처럼 이용된다. 그 결과 당기는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리에서 발생해서 어깨를 올려주
고 숨을 쉬도록 머리를 들어줄 어떤 밀어올리는 힘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영자는 등을 뒤로
젖혀서 머리와 발을 동시에 들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게다가 타이밍이 이렇게 틀리면 팔 되돌리기 동안
에 전방 추진력은 없게 된다.
리듬과 롤링
접영에서 몸 동작은 리듬과 연속적인 롤링(흔히 말하는 “웨이브”)의 동작이다. 어떤 수영을 할 때에도 몸
은 언제나 머리의 방향을 따라가고 싶어한다. 자유형과 배영에서 목표는 몸의 나머지가 그 축을 중심으
로 회전하는 동안에 머리는 고정시킨 채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측면 동작 및 수직 동
작들을 최소화해서 속도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접영에서는 턱의 당김에서 진동(=웨이브)이 시작되어서,
엉덩이가 진동하고, 그 진동이 내려가서 발목의 스냅에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진동 동작은 발목과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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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킥의 푸시를 완료할 때에 엉덩이는 그 다음 킥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접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잘못 한 가지는 엉덩이를 사용하지 않고 무릎 아래로만 킥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무릎이 지나치게 굽혀지고 양발은 너무 높이 당겨 올라가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
는 진동없이 그대로 있고 킥은 정후방으로 차게된다. 이런 동작도 있을 수 있는 접영 기술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두번째 킥 동안에 몸은 약간 상방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숙달 단계에 따른 팁
접영을 배울 때에는 두 킥 중 어느 것을 얼마나 더 강하게 찰 것인가보다 팔 동작과 관련하여 두 킥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엉덩이의 웨이브를 “느끼고” 몸 전체
의 “진동에 따른” 킥을 하는 것이 접영의 리듬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른 수영은 잘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접영만 하면 “살려주세요 접영”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
들은 첫번째 킥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첫번째 킥이 더 길게 차는 킥이고, 올바른 몸 자세를 유
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접영에 좀 더 능숙한 수영인들은, 200미터 개인혼영의 50미터 접영에서 200미터 접영까지 어떤 접영을
하든, 첫번째 킥을 엉덩이에서 시작하되, 무릎 아래로 지나친 킥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게 좋다. 두번
째 킥에서 가능한한 많은 추진력을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강한 다리를 가진 단거리 선수들은 두 킥을 (업비트까지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강도로 찰 수도 있다. 그
러나 이 때에도 리듬과 롤링이 없으면 힘만 낭비되는 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127

평영 잘하기: 여섯 단계
테리 래플린

모든 영법 중에서도 평영은 한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다른 수영에서는 상체가 추진력의 60~90%를
기여하고 다리는 비교적 역할이 작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을 균형잡고 롤링을 돕는 것 이상의 별 역할
을 하지 않기도 한다. 평영에서 팔과 다리의 역할은 반대다. 천부적으로 굉장한 킥을 “타고난” 몇몇 평
영 선수들의 경우 다리는 추진력의 80%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만들어진” 평영 선수들--다리를 밖으
로 벌리고 걷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킥은 적어도 추진력의 절반을 책임진다.
천부적인 킥을 타고나지 않은 평영 수영자들은 대개 개인 혼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평영의 영법
에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수영인들은 그냥 잘하고 싶어서 또는 새로운 도전 삼아서 평
영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한다. 평영을 하도록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영을 마스터하는 데 가장 어
려운 대목은 킥이다. 열쇠는 파워의 원천으로서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몸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
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다.
1. 각 스트로크 싸이클을 완전한 유선형으로 뻗은 자세에서 시작하라. 빠르게 글라이딩하는 몸이 수면
보다는 항력이 훨씬 작은 물 속에서 움직이되, 물 속의 가능한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미끄러지도록 만
들라. 글라이드가 끝날 때쯤 약간 위로 수면을 향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2. 수면으로 올라올 때, 양 손은 “코너에” 붙박고(anchor), 양 팔 근육을 당기는 것만으로 몸을 전진
시키려 하지 말고, 복근을 사용해서 엉덩이를 손 있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야 강력한 몸체 근육들
을 추진하는 데에 쓸 수 있게 되며 당신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 팔과 복근을 사용해서 완전히 펼쳐진 몸 선을 앞으로 당기라. 이 동작을 위한 모든 에너지는 동체
의 상하 운동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계에서 효율성을 낳는 핵심 기술은 당신의 다리를 당기면서 “감추
는 것”이다. 다리는 추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다리는 몸의 “그림자” 안에서 벗어나지 않
도록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4. 이제 오리발을 갖고 태어난 천부적인 평영 선수들이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난 잇점을
누리는 첫번째 순간이다. 다리가 최고조로 굽혀졌을 때 발꿈치는 안으로 돌려지고 발가락은 밖으로 돌
려져서 물에 닿는 발 안쪽면을 극대화한다. 몸을 앞으로 밀어보내는 힘인 뒤로 밀기(backward
thrust)의 대부분은 발의 안쪽에서 나온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서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도록 엉덩이
는 균형을 잡고 있는다.
5. 킥이 추진력을 낳는 단계가 아마도 평영을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일 것이
다. 발을 밖으로 찼다가 다시 모으는 식으로 킥하는 게 아니다. 두 발이 엉덩이 뒤에서 높게 물을 “붙
잡는” 지점에서부터 두 발은 곧바로 뒤로 차는데,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과 사두근이 사용되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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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면서, 두 발은 무릎 밖으로 원을 그리게 된다. 이 동작의 가장 비슷한 모습은 댄서가 웅크렸다
가 플리에 자세로 뛰어오르는 동작이다.
6. 킥이 끝날 때쯤 두 발이 그냥 떠 있거나 뒤쪽 어딘가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라.
두 발을 마치 발로 박수를 치듯이 힘껏 모으고 발목을 펴서 발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두 다리 사이의 물들을 전부 짜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은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
와서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길고 깨끗한 선을 만든다. 글라이드
하는 동안 가슴을 누르고 엉덩이는 들어서, 다음 싸이클에서 파워를 만들어내도록 “단축 회전(shortaxis rotation)”(평영과 접영에서 엉덩이가 상하운동하는 수직선을 기점으로 몸이 진동하는 것, 흔히
웨이브라고 부르는 것)을 한다. 글라이드를 최대한으로 탄 후, 추동력이 너무 없어지기 전에, 양 손을
나누어 코너로 미끄러뜨리면서 전체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즐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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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를 잡아라 (1) - 웨이브 평영을 배우기 위한 당기기 드릴
로끄 산토스(Roque Santos)

올 여름 올림픽 경기를 보았다면 거의 모든 평영 선수들이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배웠던 평영과는
다른 영법을 구사하는 것을 아마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 평영과는 아주 다르다. “웨이브 평영”은
최근에 등장한 혁신적인 영법으로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이 영법은 헝가리의 코치 조제프 나기(Jozsef Nagy)가 고안하였고 내 팀 동료였던 마이크 배로우맨
(Mike Barrowman)에 의해서 완성되었는데, 그가 금메달을 땄던 (200미터 2분10초16) 1992년 바
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른 어떤 선수도 이렇게 수영을 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웨이브 평영을 배우는 것은 나이든 수영인에게도 그리 어렵
지 않다. 양손을 모아 던지는 각도를 바꾸고 머리를 드는 타이밍과 엉덩이를 전진시키는 타이밍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것들을 바꾸면 당신은 옛날 식의 플랫 평영(flat breaststroke)를 더 효율적인
웨이브 평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여기에 팔동작을 교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드릴을 소개한다.
이것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워밍업과 정식 훈련 사이에 연습하라.
드릴: 레인 라인 평영 당기기
이 드릴은 웨이브 영법에서 손의 리듬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드릴들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느리고 정확하게 시작한 다음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서 나중에는 정상 속도로 해 본다. 이
드릴은 약 5분 정도 연습한다.
풀에 서서 양팔을 레인 라인 위에 걸친다. 겨드랑이를 레인 라인 위에 걸쳐서 몸이 가라앉게 한다.
양팔을 앞으로 펴서 유선형 자세에서 시작한다. 양발은 풀 바닥을 딛고 머리는 세우고 양 손과 팔을
본다. 유선형 자세에서 양 손을 움직여서 보통의, 원형의 평영 당기기를 하되, 스트로크를 통하여 동
작을 가속한다. 양손을 되돌리기 해서 유선형 자세로 다시 돌아간 후에 멈춘다.

여기서 레인 라인이 양 팔을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도와준다. 평영 당기기를 하면서 양 팔을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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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양 손에 언제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작을 가속화하면, 즉 양 손이 천천
히 시작해서 빨라지면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 팔 젓기 싸이클 중에 양 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
러면 압력을 잃게 된다.
전체 드릴을 통하여 팔꿈치는 레인 라인 때문에 어깨를 지나지 않고 앞에 유지된다. 겨드랑이를 레
인라인 위에 두어서 팔꿈치가 너무 뒤로 많이 가거나 불필요한 저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플랫 평영에서는 팔 당기기의 강조점 (팔 스트로크 싸이클에서 양 손이 가장 빠르게, 가장 큰 힘으
로 움직이는 시점)이 당기기의 시작에, 즉 아웃스위프 동안에 두어진다. 웨이브 영법에서는 타이밍
이 다르다. 팔 당기기의 강조점은 뒤에, 즉 인스위프 동안에 오며, 양손은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
르게 가속된다.
두 영법에 있어서 양 손을 던지는 각도의 차이가 머리를 들어 올리는 타이밍을 바꾼다. 플랫 스타일
에서는 머리가 웨이브 스타일보다 더 일찍, 즉 아웃스위프 동안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웨이브 영
법에서 머리는 인스위프 전에는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는다.
당기기의 기하학 (당기는 손이 그리는 궤적)도 두 스타일에서 좀 다르다. 플랫 스타일에서 당기기는
좀 더 직선적이다. 먼저 직선으로 아웃스위프하고, 다음에 가슴을 향해서 인스위프한다. 이렇게 하
면 전통적인 형태의 호흡할 때에 물한번 불기(the puff of water when the breath is taken)가 이
루어진다. 웨이브 스타일에서 양손의 각도는 좀 더 원형 동작을 그리며, 양손은 오직 유선형 자세
동안에만 멈추어 있다.
드릴: 플랫 브레스트 풀
이 드릴의 목적은 시작 자세에서 인스위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몸을 평평하게 유지해주는 데 있다.
이것은 실제로 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레인 라인 드릴과 비슷하다. 이것을 8x25야드 세
트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15-20초 쉰다.

131

양 다리 사이에 풀부이를 끼운다. 킥은 자유형 킥이나 플라이 킥을 사용하게 된다. 몸을 물에서 평
평하게 유지하거 머리를 든 채로 양 손을 움직여서 평영 당기기를 하되 유선형 자세에서만 멈춘다.
(실제로 웨이브 평영을 할 때에는 머리는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 드릴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은
팔 동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팔꿈치는 언제나 어깨 앞 쪽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말 것.
플랫 스타일에서 유선형 자세에서 양손을 밖-앞으로 벌릴 때 45도의 각을 이룬다. 이런 각도 때문에
머리는 올라오고 엉덩이는 떨어지게 된다. 웨이브 스타일에서 양 손은 앞에 곧게 편 채로 있다. 양
손이 밖-앞으로 움직일 때 머리는 낮게 유지되고 따라서 몸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엉덩이는 높게 유
지된다.
이 드릴 동안에 머리는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된다. 웨이브 평영의 첫 대목은 납작(flat)하다. 앞으
로 움직이는 동안에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웃스위프 동안에는 어떤 상하 움직임도 극
히 나쁜데, 아웃스위프 동안의 상하 움직임은 엉덩이를 가라앉거나 떠오르게 만들게 되고 이것이
물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드릴: 잠영 평영풀
이 드릴은 잠영을 하고 있고 또 머리가 언제나 풀 바닥을 본다는 점 말고는 플랫 평영과 비슷하다.

앞을 보면 저항을 많이 받게 된다. 이 드릴도 8x25야드 세트를 연습한다. 아마도 중간중간에 20초
보다 더 많이 쉬어야 할 것이다.
잠영 당기기는 풀 동작의 타이밍과 강약 조절을 도와준다. 풀 동작을 원형으로 하지 않으면 양 손이
턱 아래에서 잠시 멈추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도 자세라고 부른다. 기도 자세로 양손의 속도를 늦
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팔꿈치가 어깨선 뒤로 지나가면 저항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양
팔과 양손을 앞에서 움직이면 더 짧은 시간동안 더 적은 저항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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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과 양팔이 앞으로 움직일 때 (흔히 찌르기 동작이라고 알려진 것), 어깨가 올라가야 저항을 줄
일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팔꿈치를 수면과 가까이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플랫 스타일에
서 팔꿈치는 수면 저 아래에서 유지된다. 이것은 양팔과 양손이 앞으로 찔러갈 때에 많은 저항을 일
으킨다. 웨이브 스타일에서 수영자의 팔꿈치는 언제나 수면에 있다.
양손이 팔꿈치와 같은 높이에 있으므로 찌르기할 때에 양 손은 위나 아래로가 아니라 곧바로 앞으
로 움직여야 한다. 찔러갈 때에 하박을 같은 높이로 유지하려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게 좋
다. 이렇게 하면 유선형 자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손바닥에 압력도 유지된다.
드릴: 딥시 두(Dipsey-Do)
이 드릴은 돌핀 킥을 하면서 (오리발이나 모노핀을 신고 해도 좋다) 평영 스트로크를 하는데, 목적
은 웨이브 동작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도 8x25야드 세트를 하는데 사이사이
에 충분히 쉰다.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을 상기하라. 양 손은 가속하면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팔꿈치는 언제나 어
깨 앞에서 움직인다. 또한 팔꿈치는 언제나 수면 가까이에 둔다.
이제 가능한한 물에서 높게 일어나서 깊게 아래로 다이브한다. 돌핀 다이빙을 흉내낸다고 생각하라.
웨이브 평영에서 엉덩이는 원을 그리는 스트로크의 인스위프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이
동작을 설명하기를, 인스위프에서 양손은 제자리에 붙박아두고(anchor) 엉덩이가 자벌레처럼 앞으
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플랫 스타일에서는 웨이브 스타일에서처럼 엉덩이가 앞으로 움
직이지 않으며 등도 아치 모양으로 굽지 않는다. 엉덩이를 앞으로 움직이고 등을 아치로 굽힘으로
써 머리는 자동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고 수영자는 숨을 쉴 수 있다. 따라서 수영자는 숨을 쉬기 위
해서 머리를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
플랫 스타일에서 수영자는 기도 자세에서 꽤 낮게 있다. (앞 동작에서 머리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몸
과 머리는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양팔과 양발도 또한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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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낮(고 더 딱딱하)게 만든다.
이 드릴은 수영자의 엉덩이가 원을 그리는 스트로크의 인스위프 동안에 앞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수영자가 기도 자세에서 스트로크의 최고 위치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 자세에서 시작해서, 양 발이
앞으로 움직이고 다음에 양 팔이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 저항을 일으키면서도, 몸이 전방으로 물결
을 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웨이브 스타일은 기도 자세의 높이와 손 속도를 이용하면서도 이 자세
를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Roque Santos, winner of the 200 breaststroke at the 1992 U.S. Olympic Trials, conducts
clinics that specialize in breaststroke.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916-343-4481 or fax
916-343-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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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를 잡아라 (2) - 웨이브 평영을 배우기 위한 킥 드릴
로끄 산토스(Roque Santos)

물 속에서 되돌리기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킥의 패턴 때문에 평영은 본질적으로 많은 저항을 안게
된다. 평영을 잘 하려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평영 수영자의 목표는 평균속도(average speed) (그래프에서 수평 점선)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평영 수영자들은 킥을 더 세게 해서 그래프의 곡선의 꼭대기 부
분을 더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곡선의 꼭대기가 더 높아질수록 바닥이 더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똑같은 평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셈이 된다.
헝가리의 평영 선수들은 킥을 더 세게하지 않고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한다. 물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가장 빠른 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곡선의 밑바닥을 더 높이는 것이다.
여기 더 스마트한, 더 효율적인 평영 킥을 배우기 위한 몇 가지 드릴을 소개한다.
드릴: 앉아서 평영킥
다리를 물에 담그고 풀 사이드에 앉는다. 엉덩이는 가능한대로 풀 끝에 가깝게 걸쳐 앉는다. 평영의
초심자들은 발등으로 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반칙이다. 평영 수영자는 발바닥으로 차야
한다. 발목이 더 유연하고 더 잘 통제될수록 킥은 더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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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릴의 목적은 물을 벽으로부터 멀리, 똑바로 밀어내는 것이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물
밖으로 든다. 무릎을 굽혀서 오른 발이 엉덩이와 가능한한 가깝게 되도록 한다. 엉덩이와 무릎은 움
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발을 발가락이 오른쪽으로 가게 최대한 돌린다. 처음에는 천천히 발바
닥을 이용해서 물을 잡고 그 물을 벽으로부터 똑바로 멀리 밀어낸다. 다리가 뻗어질 때에도 무릎은
어깨와 나란히 유지한다. 그러면 오른 발바닥은 하프 턴을 해서 왼쪽을 보면서 동작이 끝나게 된다.
평영킥의 끝에서 양 발바닥은 마주쳐야 한다. 처음에는 이 드릴을 수면에서 한번에 한발씩 연습한
다. 다음으로 익숙해지면 동시에 양발로 연습한다. 이 드릴은 발의 정확한 동작을 훈련시켜준다. 또
한 이것은 “물에 대한 감”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좋다.
드릴: 개구리 킥 드릴
개구리 킥 드릴은 평영에서 두 가지 흔한 오류를 고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 두 가지 오류란 “절
반킥”과 “낙하산 발”이다. 이 드릴은 물에 엎드려서 하며, 양 손 등은 언제나 엉덩이 위에 놓여 있
다.

평영 킥의 되돌리기에서 양 발은 킥이 시작되기 전에 엉덩이로 가서 붙여져야 한다. 이 드릴에서 양
발꿈치가 손가락에 닿지 않으면 이 평영자는 킥을 최대한으로 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킥은 엉덩
이와 가능한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릎이 90도 정도만 굽혀진채로 끝나면 이 영자는 절
반킥만 차고 있는 것이다. 양 발이 엉덩이로 절반쯤반 가면 그 킥은 충분히 길고 강할 수가 없다.
킥이 길수록 위 그래프에서 곡선은 더 높고 더 길게 유지된다.
이 드릴은 또한 양 발이 엉덩이로 곧장 되돌아오도록 도와준다. 양 발이 엉덩이로 곧장 오지 못하면
양 발은 되돌리기 동안에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영자의 속도가 늦춰지
고, 위 그래프에서 곡선의 바닥이 더 깊어진다. 양 발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그림자 안에서 되돌리기
되지 않을 때 두 발은 커다란 낙하산과 같다.
엉덩이와 손가락으로 리커버할 때에 양 발이 밖으로 너무 많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되돌리기 하
는 동안에 두 발목이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발꿈치가 손가락에 닿을 때 양 발이 돌려져
서 떨어지면서 킥을 시작한다.
둘째로 물 밖에서 발목을 잡아서 발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당기는 연습을 한다. 물 밖에서 이것이
쉽게 된다면 물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여준다. 또한 등을 아치 모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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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휘어서 발이 엉덩이에 닿도록 해본다.
드릴: 누워서 개구리 킥
이 드릴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무릎이 킥하는 동안에 너
무 떨어지는 것과, 2) 무릎이 몸 밑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이 드릴은 개구리 킥 드릴과 똑같지만 엎드려서 하는 대신 누워서 한다. 킥 하는 동안에 무릎은 어
깨 넓이를 유지한다. 이 자세--몸의 선과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무릎과 넓적다리는 저항을 일으키
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발로 킥을 할 때에 무릎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킥의 힘이 밖으로, 즉 측
면과 후방으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다. 무릎을 어깨 넓이로 유지하면 킥의 힘은 곧바로 후방으로 향
한다.
무릎이 가까이 붙어 있도록 하려면 다리 사이에 풀부이를 끼우고 평영 킥을 한다. 또 킥을 하는 전
체과정 동안에 무릎이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닥 카운실맨(Doc Counsilman)은 양발이 엉덩이로 올 때 무릎을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가르쳤
다. 그 대신, 양 발이 되돌리기 해서 킥이 시작하기 전에 가슴, 배, 엉덩이, 넓적다리에 이르는 몸 전
체를 평평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쳤다. 무릎을 몸 아래까지 바짝 가져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
과 같다.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곡선의 바닥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 드릴에서 누운 자세
를 취할 때, 가슴, 배, 엉덩이, 넓적다리를 언제나 수면과 같은 높이에 두라. 엉덩이가 가라앉으면 또
는 무릎이 물 밖으로 나오면 수영자의 속도는 늦춰지게 된다.
이 드릴에서 평영자는 자기 무릎이 어깨 넓이와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또한 무릎이 물 밖으로 나오
는지, 몸이 어깨에서 무릎까지 수평이 유지되는지 직접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영자가 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평영 킥 드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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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벽 평영킥
벽을 마주하고 엉덩이는 벽을 향해서 누르면서 수직으로 평영 킥을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등
이 아치 모양으로 휘어야 한다. 무릎이 벽을 치거나 엉덩이가 뒤로 삐죽 나오면 드릴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가 벽으로 눌러지고 있도록 확실히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친구에게 엉덩이
를 벽으로 눌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평영 전체 스트로크
지금까지의 드릴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풀 스트로크를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연속 동작은 이렇다. 손 및 발 동작은 유선형 자세에서 시작하고 유선형 자세에서 멈춘다. 몸은 물
과 수평이다. 손 동작은 원 모양을 그리면서 느리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가속되며 팔꿈치는 어깨 앞
쪽에 있어야 한다. 엉덩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양 손은 원형의 스트로크에서 인스위프를 시작하
며 머리는 올라가고 양 발은 곧장 엉덩이로 되돌리기된다. 평영자가 재빠르게 플랫 스타일 기도 자
세로 움직여갈 때 평영자는 스트로크의 최고점에 있으며 어깨는 올라간다 (또는 움츠리기를 한다).
킥은 머리가 앞-아래로 갈 때 시작한다. 팔꿈치는 언제나 수면과 가까이 유지된다. 양 팔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 팔꿈치는 양 손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손바닥은 아래를 향한다. 발바닥은 마주친
다. 몸은 물과 수평을 유지한다. 다음 스트로크는 유선형 자세로부터 시작한다. 엉덩이가 원 모양의
스트로크의 인스위프 때에 앞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머리는 몸과 같은 높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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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트 그로테(Kurt Grote)와 함께 평영 배우기
테리 래플린
Adpated from: Terry Laughlin/David Madison [Total Immersion], Fitness Swimmer Jan/Feb
1999

쿠르트 그로테는 1991년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왔다. 7년 후 그는 호주의 퍼쓰에
서 열린 199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200미터 평영 1위, 100미터 평영 3위).
그로테는 그의 테크닉을 끊임없이 다듬어왔는데, 이것은 평영선수들에게는 전형적인 일이었다. 평영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수영이다. 다른 어떤 수영에서도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반칙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좋은 평영의 핵심 요소는 단축 회전(short-axis rotation)의 원칙에 기초한다. 즉, 접영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가슴으로 진동 운동을 한다. 웨이브 영법의 기초 드릴을 참조하라.

1. 어뢰 자세에서 시작
글라이딩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또 글라이딩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유선형의 길다란 몸 자세를 유
지하라. 그로테는 키가 183cm이다. 그러나 그가 스트로크를 시작할 때에 그의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
까지의 몸 길이는 거의 274cm에 달하며, 그의 몸을 물 속에서 가능한 최소의 “구멍”을 통과해 미끌어
져 가도록 유선형으로 만든다. 이 자세에서 글라이딩하는 동안에 가슴으로 충분히 기대서 마치 “아래 방
향으로” 글라이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다리를 띄우기 쉽다 (무게중심이 부력
중심보다 위에 있는 셈). 곧게 뻗은 양 팔은 수면 바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당겨져서 앞으
로 구를(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rock forward) 준비가 된다. 단축 회전에서는 스트로크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파워는 여기서 발생한다.
머리는 가능한한 자연스러운 선에 가깝게 있어야 한다. 즉, 당신은 머리를 양 팔 사이에 낮게 두어서 (양
팔은 두 귀와 붙어 있어야 한다),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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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자로 누른다.
평영에서 절대로 양팔을 뒤로 당기지 말라. 당기기 동작의 거의 모든 대목이 손젓기 동작 (양손과 양팔의
아웃스윕-인스윕 동작)이다. 양 손바닥의 공격 각도 (=물을 미는 각도)를 신경 쓰라.
뻗은 자세와 글라이딩을 마친 후 가슴으로 누르기를 계속하면서 엉덩이를 든 채로 양 손을 벌리면서 쓸
어가서(아웃스위프) Y자 자세를 만든다. 여기서는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양손과 손목, 팔뚝이
하나의 칼날인 것처럼 손젓기하라. 양손을 물 속에 붙박으라(anchor). 마치 하나의 가로막대를 붙잡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는 몸을 양 손 쪽으로 당긴다. 여기서 다시 머리는 척추와 동일선 상에 유지하
는 데 신경 쓸 것.

3. 양손을 안으로 돌린다.
양손이 Y위치에 도달하면 팔꿈치를 수면으로 든다 (유명한 하이 엘보우 자세). 양 팔꿈치는 눈과 같은
선에 있어야 한다. 높게 위치한 팔꿈치를 (문의) 경첩처럼 사용해서 양손과 양팔을 안쪽으로 저을 수 있
으면 (인스위프), 당신은 복근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는 데에 필요한 지렛대를 얻게 되는 것이
다. 인스위프를 시작한 다음에는 양손을 뒤로 곧장 저으면서 바로 앞으로 내민다. 이 동작을 제대로 하면
양손이 모든 스위프를 마쳤을 때 턱 앞에 위치하게 된다. 4단계에서 손가락 끝이 전방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언제나 제 양 손을 가능한한 제 앞에 멀리 둡니다” 그로테는 말한다. “대부분의 영자들은 뒤로 너
무 많이 당깁니다. 그들이 단지 손젓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들은 스트로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4. 몸 띄워서 숨쉬기
숨 쉬기 위해서 머리를 들지 말 것. 머리는 언제나 같은 위치에 둔다. “제대로 평영을 할 때 저는 거의 목
에 기브스를 하고 수영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라고 그로테는 말한다. 양 손이 모아져서 쥐어 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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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손은 당신의 어개를 위-앞으로 들어 올린다. 그로테는 이것을 “어깨 으쓱거리기”(shoulder shrug: 서
양 사람들 잘 모르겠다고 하는 제스처를 생각하세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라고 부른다. 이 때에 동체가

들어올려지면서 입도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 “저는 제 몸 전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움직입니다. 물론 머
리도 포함해서요.” 그로테의 말이다.

5. 돌진 시작
당신의 머리는 최고 높은 지점에 도달했고, 당신은 여전히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다. 양 팔은 꼭 붙어서
일직선을 이루도록 쥐어짬으로써 안으로 손젓기(inscull)을 마치고 있다. 또 엉덩이는 킥을 하면서 상체
를 앞으로 밀어보내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에 최선의 위치에 있다. 몸이 일어나면서 양 발꿈치를 엉덩이
에 가깝게 가져오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굽히지 말고 무릎만 굽히라. 당신의 몸이 활과 화살이라고 생각
하라. “당신의 몸은 엉덩이에 에너지를 모아놓고 있는 하나의 활이 됩니다. 다음 순간, 당신이 앞으로 다
이브하면서 몸은 하나의 화살이 되고 에너지는 어깨 끝에서 방출됩니다.” 앞으로 다이브할 준비를 취하
면서 낮고 좁은 자세를 유지하라.

6. 앞으로 다이빙
여기가 스트로크 길이를 최대화하는 지점이다. 재입수하는 각도는 가능한한 최대한의 파장(웨이브의 길
이)을 만들어내는 데에 핵심적이다. 인스위프가 끝날 때 머리와 어깨를 낮게 웅크릴 것. 그래서 재입수의
각도가 얕아야 한다. 그래야 추동력을 앞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얼굴이 물에 재입수하기 전에 양 손
은 다시 최대한 뻗는다. 그리고 정수리는 손가락 끝을 따라서 전방을 향하도록 주의한다.
다이빙은 킥에 의해서 지원된다. 무릎은 엉덩이보다 더 넓어서는 안된다. 다리 아래 부분의 채찍(whip)
같은 동작으로 킥을 시작하기 전에 양 발을 굽히고 바깥으로 돌린다.
인스위프 동작에서 몸의 많은 부분을 수면 위로 들어올리면서 만들어진 잠재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는 전방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양 손이 턱 아래에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전방을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해 뻗어지면 당신은 앞으로 다이빙하지 않고 가라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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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시 유선형 자세
당신이 시작했던 그 자세, 아래로 미끌어져 가는 긴 유선형 자세(양팔은 수면에 가깝다)로 되돌아옴으로
써 돌입은 완료된다. 가장 길고 호리호리한 어뢰가 되도록 몸을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쥐어짜라.
수면 아래에서 단 몇 인치만 더 길게 가도 당신은 더 큰 항력을 피할 수 있다. 수면에서보다 물 아래에서
항력은 훨씬 적기 때문이다.
8. 챔피언의 마지막 충고:
드릴을 통하여 영법을 갖추어 가라. “스트로크 드릴보다 더 빠르게 저의 영법을 바로잡아준 건 없습니
다.” 실제로 퍼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에 나가기 10분 전에 그로테는 마지막 시간을 워밍업 풀에
서 스트로크 드릴을 하면서 튜닝업하고 있었다. 그 전략이 통했던 것은 분명하다.
http://www.svl.ch/breaststroke/brustschwimm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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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영의 극대화
스캇 레이벌리(Scott Rabalais)

최근에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빠르게 수영하는 법이 강조되면서 평영 킥이 시작될 때 상체
의 자세가 스트로크 당 거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평영에서는 킥 당 거리를 늘리는 데에 결
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다음 번 평영을 할 때에는 킥 동작 중에 발뒤꿈치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즉 킥의 되돌리기
가 막 끝나고 추진 단계가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당신의 자세가 어떠한지 마음 속으로 촬영을
해보라. 수중 촬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당신의 모습을 촬영하게 해서 킥이 막
시작하는 이 순간에 테잎을 정지시켜 본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거의 모든 수영자에게 있어서 평영에서 킥 동작은 팔 스트로크의 어떤 당기기 동작이나 스위핑
동작보다도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 추진력 있는 킥 단계를 통하여 상체를 유선
형으로 만들어서 킥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영동호인들은 킥을 시작하는 순간에 유선형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
들은 대개 그런 효율성을 바라기에는 팔 스트로크 동작이 너무 늦다. 유선형이 도달되기만 하
면 몸의 자세는 킥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며 킥이 추진 단계를 끝낸 후에도 몸은 훨씬 더 미끄
럽게 나아간다.
머리를 들고 팔을 구부린 채로 수면 바로 아래에서 벽을 차고 나아간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식
으로 차고 나가면 머리를 곧게 뻗은 양 팔 사이에 두고 완벽한 유선형의 자세로 차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가게 된다. 평영 킥의 시동은 벽을 차고 나가는 것과 아주 비슷한
다. 차고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상체가 유선형이 되어 있을 때에라야 비로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평영으로 풀의 한 길이를 갈 때 벽을 차고 나갈 기회는 한번 뿐이다. 그러나 스트로크는, 풀의
길이와 수영자의 스트로크 당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 차례 하게 된다. 요점인즉슨,
평영에서 유선형만들기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수영자가 스트로크마다 한번씩 잃게 되는
거리는 스트로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타이밍 때문에
스트로크 한번 당 30센티미터를 잃어버린다면 100야드 수영에서는 대략 10야드를 잃게 된다.
총 시간이 10퍼센트는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점들에 유의하라:
평영 킥을 시작하는 순간에 상체는 최소 저항 자세 즉 최선의 유선형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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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수영자들이 이런 자세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대답은 스트로크의 되돌리
기, 양손의 스위핑과 머리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되돌리기
기본적으로 평영 당기기에서 되돌리기란 스트로크 중에서 양 손이 앞으로 나아가는 때를 말한
다. 이것은 매우 비추진적이고 저항이 아주 큰 단계이다. 그러므로 수영자는 양 손을 빨리 되돌
리기해서 유선형 자세에 그만큼 더 빨리 도달해야 한다. 많은 수영 동호인들은 양 팔을 가장
곧게 뻗은 자세에 도달하기까지 양 손을 가속화하는 대신 더 느리게 되돌리기하는 모습을 보인
다. 옛날 식의 평영에서는 가속화는 양 손이 인스위프를 끝내고 모아질 때에 끝났다. 그러나 새
로운 평영 스타일에서 수영자는 전방으로 뻗어주는 동안까지 가속을 유지해서 킥이 시작되는
순간에 완전한 유선형 자세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되돌리기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흔한 오류는 양 손이 곧장 전방으로 향하지 않고 가파르
게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것이다. 동체의 진동을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수영자들은 양 손과 어
깨와 머리로 아래로 다이빙함으로써 진동하려고 한다. 그 결과 엉덩이는 높게 유지되지만 상체
가 너무 가파르게 아래로 기울어져서 유선형을 취하는데 실패하면 진동으로부터 얻는 모든 잇
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식의 영법을 가진 수영자가 킥을 시작하는 순간에 완전히 몸을 뻗
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로 각이 진 상체 위치는 이상적인 유선형과는 거리가 멀다.
양손
되돌리기와 마찬가지로 평영의 스위프도 빠르고 가속화된 동작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력과 힘
과 효율성을 필요로하는 동작이기도 하다. 적절한 빠르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영자들은 팔 스
트로크의 스위프 동작에서 되돌리기를 거쳐서 제때에 유선형 자세에 도달할 수가 없다. 비교적
팔 근력이 강한 수영자들 중에는 인스위프를 너무 깊에 끝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도 역시 타이밍 문제를 겪는다. 또한, 아웃 스위프에서 손을 너무 넓게 벌리는 사람들도 전
형적으로 유선형 자세에 도달하는 데에 지체를 겪게 된다.
머리 위치
또 하나의 흔한 스트로크 오류는 호흡 후 입수할 때의 머리 위치이다. 이때에 평영 수영자들이
종종 전방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상적인 유선형 자세는 불가능하다. 머
리는 위치를 낮추어서 양 팔 사이에 있어야 하며 이때 수영자는 아래를 보아야 한다. 숨을 쉴
때에 수영자는 턱을 약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머리가 양 팔 사이에 더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숨을 쉴 때에 전방을 보고 있으면 머리는 숨을 쉬는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서 더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며 되돌아 올 때에도 그만큼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재미있게도
이런 오류는 접영 수영자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요즈음 많은 접영 수영자들은 과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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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턱을 가슴에 더 가깝게 당기고 호흡하는 편이다.
킥을 시작하는 순간에 최선의 유선형 자게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잇점은 분명하다. 스트로크 당
거리는 거 길어지고, 리듬이 더 좋아지며, 다음 스트로크 동작에 더 유연하고 빠르게 갈 수 있
다. 거꾸로, 유선형 자세에 늦게 도달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스트로크는 리듬이 깨지고 약간
경련성 동작을 보이게 되고, 결국 반대편 끝에 도달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편을 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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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평영: 평영을 개선하기 위한 팁들
웨인 맥컬리(Wayne McCauley)

평영은 변화의 와중에 있다. 많은 마스터즈 수영인들이 전통적인 플랫 스타일에서 웨이브 스타일 평영으
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웨이브 평영의 원칙에 공감하는 지식을 두루 갖춘 코치가 옆에 있다면 그에게
웨이브를 배우면 된다. 그러나 모든 마스터즈 수영인들이 그렇데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이 글은 좀 더 현
대적인 평영으로 전환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팁들을 준비하였다.
평영을 이해하려면 평영의 규칙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평영 규칙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실격 사유를 피하려면 규칙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규칙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생
긴다. 이 글에서 인용되는 규칙들은 1995USMS 규정집에서 따온 것이다.
머리 위치 및 호흡
“한번의 팔 스트로크와 한번의 다리 킥으로 이루어지는 각 싸이클 전체 동안 수영자 머리의 한 부분이
적어도 한번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101.2.2조)
평영의 기본 자세는 물에서 수평으로 납작하고 평평한 유선형 몸 자세이다. 머리는 팔 사이에 있어야 한
다. 몸이 수면에 있을 때보다 물 속에서 저항이 덜하므로 각각의 킥은 몸과 머리가 약간 잠긴 상태로 시
작한다. 호흡은 각 스트로크의 인스윕의 끝에서 이루어지며 이때에 머리는 아래 방향 또는 약간 앞 방향
을 본다.
당기기
“팔들은 동시에 같은 수평면을 움직여야 하며 어떤 교대 동작도 있어서는 안된다.”(101.2.2조)
많은 이들이 믿는 바와 반대로 현대 평영에서는 후방으로 당기기가 없다. 당기는 동작은 단지 밖으로 향
하는 손젓기와 안으로 향해서 얼굴 바로 아래로 가는 손젓기 뿐이다. 당기기는 어깨를 움츠려 올리는 것
으로 시작하는데 이때에 팔굽은 밖으로 돌려지며 손바닥은 밖을 향하고 있다. 어깨 움츠리기는 접영에서
팔이 앞으로 펼쳐질 때와 비슷한 위치에 놓아준다. 밖으로 향하는 손젓기(out-scull)이 시작할 때에 어깨
움츠리기는 어깨를 좁혀서 저항을 줄여준다. 움츠리기는 또한 팔굽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것은
많은 수영인들에게 스트로크 상의 주요 문젯거리인 것이다. 게다가 어깨 움츠리기는 강한 가슴 근육과
활배근이 작동하도록 해준다.
밖으로 손젓기로부터 추진력을 얻으려면 양손을 팔과 30~4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기울인다. 밖으로 손
젓기가 시작될 때 양손은 수면 아래 6인치 정도에 위치해야 한다. 양손을 밖으로 그리고 약간 윗방향으
로 움직여서 양손이 물잡기 포인트에서 수면 바로 아래에, 어깨넓이보다 약간 넓게 있도록 한다. 물잡기
할 때에 손바닥의 위치는 밖-후방에서 아래-후방으로 변한다. 이 다운스윕은 강력한 인스윕을 시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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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향하는 손젓기와 인스윕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영을 해서 가면서 한 길이를 가는 동안 팔
을 앞으로 완전히 뻗고, 밖으로 손젓기로 10인치(25cm정도)정도 벌린 다음, 안으로 손젓기해서 양손이
마주칠 때까지 손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 길이를 갈 때에는 약 12인치(30cm이상)까지 밖
으로 손젓기해서 인스윕을 강력하게 해본다. 그 다음 길이에서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편안한 지점까지
밖으로 손젓기를 해서 인스윕의 파워를 더 강력하게 가져가 본다.
“양손은 가슴에서부터 앞으로, 수면에서 혹은 아래에서 혹은 위에서, 함께 밀어주어야 한다.”(101.2.2조)
양손은 함께 앞으로 미는 것을 평영의 팔 되돌리기라고 한다. 가슴 앞에서 팔굽을 모아서 짜주고 손바닥
을 모은다. 팔굽을 모아주는 것은 양 손이 인스윕으로부터 되돌리기로 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많
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추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양팔이 거의 완전히 뻗어졌을 때 어깨를 움츠려서
다음번 밖으로 손젓기를 시작한다.
킥
“양 다리의 모든 수직, 측면 운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 발은 킥 동작으로 추진되는 동안에 밖으
로 돌려져야 한다. 가위킥, 플러터 킥이나 아래로 내리차는 버터플라이킥은 허용되지 않는다.”(101.2.3
조)
평영의 비밀은 킥에 있다. 킥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발가락이 풀 바닥을 가리키고 발바닥이 만나면서 끝
나는 데 있다. 또한 킥은 수평 후방으로 차는 게 아니라 수면에서부터 아래로 찬다. 발바닥과 발목이 합
쳐질 때까지 점점 발 움직임을 가속한다. 이러한 킥과 가슴을 아래로 누르는 동작으로 인하여 엉덩이는
떠오르게 된다. 최소한의 저항으로 다리 되돌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 속에서 무릎을 앞으로 당기지 말
고 양 발을 엉덩이쪽으로 가져와야 한다.
타이밍
타이밍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평영을 위한 열쇠이다. 현재 사용되는 타이밍 패턴은 세 가지가 있다: 글라
이드 타이밍, 연속 타이밍, 중복 타이밍이 그것이다. 초보자들은 글라이트 패턴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킥
을 한 후에 팔을 완전히 뻗은 채로 글라이드를 타며 쉬는 것이다. 연속 타이밍 패턴은 킥을 완료하면서
바로 아웃스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스타일은 킥 후에 바로 밖으로 손젓기 하는 것이 추진력을 못 받으
므로 추천할만하지 않다. 중복 타이밍은 킥이 끝나고 다리가 모아지는 동안에 아웃스윕을 시작하는 것이
다. 대개의 빠른 평영 선수들은 중복 타이밍 패턴을 사용해서 킥과 팔의 인스윕 후에 따라오는 감속 시간
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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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영 문제점 치료
웨인 맥컬리

이제는 평영 경영에 관한 옛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평영의 요체는 두 차례의 폭발, 즉 다리
의 폭발과 인스위프 손젓기의 폭발과, 그 사이에 충분한 유선형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평영에
서 영자가 알아야 할 유일한 풀(당기기)는 수중 풀다운(underwater pull-down) 뿐이다.
평영을 코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드릴을 사용해서 웜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대
로 된 평영의 영법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에는 쉬운 킥으로 시작해서 다리와
무릎을 천천히 웜업한다. 수면에서 100미터 킥하기로 시작해서 수중에서 두번 킥하고 수면에서
숨쉬면서 한번 킥하기로 나아갈 경우도 있다. 평영 킥을 연습할 때에는 전통적인 킥판은 사용
하지 않는다. 킥판을 쓰면 엉덩이가 가라앉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엉덩이가 물에서 가능
한한 높게 유지됨으로써 무릎의 되돌리기가 가능한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킥 연습 동안에 양손은 앞으로 곧게 뻗은 채로 꼭 묶여 있고 머리는 아래를 보고 있
다. 유선형을 연습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
킥을 할 때 처음 두 길이는 양팔을 곧게 뻗은 채로 손을 약 15센티미터 정도로 좁게 밖-안으로
손젓기한다. 이 때에 팔을 굽혀서는 안된다. 다음에는 수영자의 중심에서 약 30센티미터 정도
로 밖-안으로 손젓기하면서 같은 드릴을 한다. 여기서도 손젓기하는 동안에도 양 팔은 가능한
한 곧게 뻗고 있어야 한다. 현대의 평영에서는 뒤로 당기기는 없다는 점을 수영자가 명심하도
록 강조할 것. 또한, 물은 수면에서는 더 딱딱하다는 점도 깨닫도록 한다. 아웃 스컬할 때에는
수면 아래 약 2~3센티미터 정도에서 손젓기하고, 인스윕 손젓기를 할 때에는 약 20~30센티미
터 정도의 깊이에서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영 스타일의 평영을 연습하는데, 이때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손젓기
한다. 영자가 손젓기를 얼마나 넓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힘에 달려 있다. 내 수강생 중에
여덟살난 여자 아이는 그녀의 어깨보다 손바닥 하나 정도 더 넓게 손젓기 한다. 15~16세 된 힘
있는 남자 아이들은 대략 어깨에서 25~30센티미터 멀리까지 손젓기 한다. 여기서 기준은 수영
자들이 스트로크할 때마다 손젓기 아웃을 하고 나서 폭발적인 인스윕을 통해서 팔을 유선형으
로 가져갈 수 있을만큼 팔과 어깨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형, 유선형, 유선형…, 내가 훈련 세트마다 내 선수들에게 말하는 단어다. 그들은 양팔을
폭발시켜서 그들이 킥을 할 때에는 이미 유선형 자세로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대로 된 유선형 자세는 머리는 아래를 보고, 양 손은 겹쳐 있으며 몸은 화살처럼 곧게
펴는 것이다. 이때에 머리는 수면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양 손바닥은 기도하는 자세로 겹쳐
있을 수도 있고 한 손이 다른 손 위로 겹쳐 있어도 된다. 폭발적인 킥을 하면서 유선형 자세로
들어가는 습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 선수들은 1초 또는 2초 드릴을 한다. 킥을 한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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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양 손을 앞으로 뻗고 유선형 자세를 유지한 채로 1초 또는 2초 동안 기다린다. 나는 그들
에게 그들의 머리 위로 물이 지나가는 속도를 느끼라고 주문한다. 한번은 그들에게 우리 자신
이 60년대와 70년대에 했던 것처럼 머리를 들고 수영하라고 시켰다. 몇 길이를 그렇게 한 후에
유선형 평영으로 되돌아 가게 되자 그들은 좋아했다. 우리는 가끔 1초 드릴로 평영 시합도 한
다. 선수들은 이런 시합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이는데, 보통 그들의 최고 기록에 거의 근접한 기
록들을 낸다.
평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하고 폭발적인 킥이다. 양 다리를 엉덩이로 아주 빠르게 가져
와서, 양 발은 밖으로 돌려서 물을 잡고, 그 다음 순간 즉시 아래-후방으로 폭발시켜서 양 발바
닥이 서로 부딪히게 한다. 양 발이 부딪힐 때 발가락은 풀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그 다
음 순간 천분의 일초의 순간에 발가락을 뒤로 향하도록 민다. 양 발이 아직 수영자가 방금 수
영해서 지나온 물의 벽 안에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동작이 가외의
저항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나는 선수들이 좁은 킥을 사용하도록 주문한다. 좁은 킥에서 양 다
리는 어깨 넓이 안에서 움직이고 단지 양 발만이 이 범위 밖으로 약간 삐져나와서 신선한 물을
잡아서 뒤로 폭발시키게 된다.
나는 두번 구부리기(hunch) 시스템을 쓰는데, 내 선수들은 밖으로 손젓기 때(양팔을 Y자로 벌
릴 때) 어깨를 밖으로 구부리고 안으로 손젓기가 끝날 때 좁게 구부린다.
첫번째 구부리기는 킥을 한 후에 양손을 모아 뻗어 유선형 자세를 만들 때에 시작한다. 양 손
이 전방으로 완전히 뻗어졌을 때 양 손은 엄지를 위로 하고 기도 자세가 된다. 이때 어깨를 밖
으로 구부리고 팔굽은 90도 회전한다. 엄지는 풀의 바닥을 가리키고 손목은 곧은 위치에서 약
40-45도 정도 구부린다. 우리는 손젓기 드릴을 많이 하는데 이런 드릴을 통해서 선수들은 손목
을 곧게 펴는 것보다 구부리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는 것을 금방 배운다. 이 첫번째 구부리기
가 제대로 되면 당신은 접영 자세를 취하게 되고 등의 커다란 활배근을 활용하게 된다. 이 근
육은 좀 더 강한 근육으로 팔뚝 근육보다 지구력이 더 강하다.
두번째 구부리기는 인스위프가 시작되자마자 시작한다. 양 손이 얼굴 아래에서 안 방향으로 손
젓기 할 때 어깨는 구부려져서 몸을 좁게 만들면서 킥을 시작하게 되고, 수영자는 곧게 뻗어서
유선형 자세로 들어가게 된다. 인스위프 손젓기에는 두 스타일이 있다. 웨이브 스타일에서는
양 손과 양 팔뚝을 함께 사용해서 마치 “자동차 앞창의 와이퍼 날처럼” 움직인다. 플랫 스타일
에서는 양 손으로 큰 그릇 안에서 떠내는 동작을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양 손을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팔꿈치는 몸이나 가슴에 닿아서는 안되며, 손의 속
도는 유선형 자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경주의 승패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나는 선수들에게 킥하고 유선형 만들고 빠르게 손젓기하라
고 주문한다. 그들은 킥을 빠르게 하고 손젓기를 빠르게 할수록 그들이 유선형 자세로 더 길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1초 드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킥하고, 유선형 자세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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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머무르면서 쉬고, 다음에 바로 폭발적인 인스윕 손젓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나는 그들에게 시합 중에는 유선형 자세에서 첫번째 구부리기 동안에 양 손이 이미 밖으로
손젓기를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것은 보통 중복 타이밍(overlap timing)이라고
하는데 모든 챔피언 평영 선수들이 사용하는 타이밍이다.
호흡은 인스컬(안으로 손젓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 손이 안으로 움직이는 힘이 몸을 물
밖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므로 머리를 척추와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다면 인스윕의 정점에서 숨
쉴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다. 숨쉬는 동안 머리를 낮게 유지할수록 엉덩이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적은 저항으로 다리를 되돌리기 할 수 있으며 더 긴 시간동안 유선형
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드릴들은 여섯살에서 육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영 영자들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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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지 (Swimming Technique Magazine 편집자에게 보내는)
토탈이머전의 “물고기같은 수영”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물고기같은 수영”이라는 게
얼마나 물고기랑 비슷하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저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우아하고 편안하게 수영하라
는 뜻인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래의 두 수영 코치는 이 비유를 꽤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두
번째 편지의 후반은 수영에 관하여 이론적이고 어려운, 그리고 토탈이머전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담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①
편집자님께,
귀지 최근호에 실렸던 테리 래플린의 글과 그의 책, 비디오, 클리닉 등이 성공적인 빠른 수영의
비결을 가르친다고 약속하면서 수영계와 삼종경기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
다. 그 글들은 우리 수영인들에게 너무 쎄게 훈련하지 말고 감을 기르라고 붇돋워주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영 코치들은 그동안 수영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훈련시켜왔
다는 얘기를 듣는 셈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수영을 빨리 하려면 수영자들은 물고기처럼 옆 자
세로 수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몸 자세를 경주용 요트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 중 몇몇은 취할만한 점이 있고 초심자들이 물에서 릴랙스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체역학이나 추진 원리, 또는 세계 탑 클래스 수영선수들의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물 속을 배처럼 딱딱한 물
체와 같이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서 영법을 가르치고 훈련 체계를 세우
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물고기 같은 수영”의 지도자님 말씀에 따르면 “수력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세는 한 팔을 길
게 뻗고 옆으로 누워서 균형 잡은 자세로 이것은 물고기의 자세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장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옆으로 누워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는
팔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한번만 봐도 커다란 지느러미가 수면을 향해서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dorsal) 지느러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dorsal)’이란 “뒤” 또는 “윗면”
을 뜻합니다.
등지느러미가 물고기의 위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등을 위로 향하게, 앞으로 연못 바닥인 아
래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옆으로 수영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수영합니다.
옆으로 수워서 수영하는 물고기를 보신다면 그것은 죽어서 물에 떠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서 수영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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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계»같은 잡지에 “치타처럼… 네 발로… 달리기”같은 논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종
류의 발견이 육상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 환경에서 동물
들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밥 패튼(Bob Patten)
Head Coach, Dallas Area Masters (DAM)

②
편집자님께,
몇 개월 전에 «Swimming World»지에 기고했던 한 논문(“새로운 호주 자유형(The New
Australian Crawl)”)에서 저는 “물고기 같은 수영”이라는 표현이 좀 멍청한 개념이라고 말했
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탈 이머전”의 수영 클리닉 사업과 관련된 분들로부터 다섯통의 분노의 팩스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제 언급이 “물고기 같은 수영”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
리고 그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모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얘기하자면, 래플린 씨는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을 관찰하고 물고기의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우아함과 속도를 사람들이 물속에서 추진하는 데에 배울 수는 없을지 궁금해 했던 첫번
째 사람은 아닙니다. 제 코치였던 제임스 카운실맨 박사(Dr. James Counsilman)는 자기 집
에 여러 개의 수족관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매우 많은 시간을 물고기
같은 움직임, 특히 바다 생물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속도 뿐 아니라, 그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완
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가속하는 능력 등에 대하여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많은 코치들도 그랬겠지만 저 자신도 지난 수십년 간 물고기의 추진 동작을 관찰해왔습니
다. 제 견해로는 물고기를 관찰하면서 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잉게 드 브루인(Inge De
Bruijn), 이언 쏘어프(Ian Thorpe), 마이크 배로우맨(Mike Barrowman), 피터 반 덴 후젠반
트(Peter van den Hoogenband), 레니 크레이젤버그(Lenny Krayzelburg), 재닛 이번즈
(Janet Evans), 라스 프롤랜더(Lars Frolander), 야나 클로치코바(Yana Klochkova), 마이클
클림(Michael Klim), 키어런 퍼킨스(Kieren Perkin)등 일일히 이름을 들기에 너무나 많은
챔피언 선수들의 경주를 단 한번 보는 데에서 빠른 수영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거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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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수영을 위한 토탈이머전의 원리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한 가지 항목은 속도 훈련입니
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 속에서의 균형과 자세를 조금 고치기만 하면 당
신은 단박에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을 확신시키려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수영 종목에서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지칠줄 모르는 헌신
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점점 더 빠르게 가도록 훈련하거나 경이적인 재능을 타고나야 합니다.
수영에서 성공하는 길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길이 성공의 마법적인 열쇠라고 주장하
는 것은 지극히 주제넘은 일일 것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나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폼”에 있어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종목에 약간의 지식을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고 거만 떠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처럼 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으로 누워서 수영하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자
유형, 배영 선수들이 그들의 동체 윗부분과 어깨를 수면에 대하여 비교적 평평하고 안정된 자
세로 유지한다는 것은 2000년 올림픽 게임을 주의깊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팔은 곧게 펴
지고 어깨는 앞으로 (아래로가 아닙니다) 밀려갑니다. 비틀림(torque) 또는 롤링은 동체 아랫부
분, 엉덩이, 다리에서 일어납니다. [주: 당신이 비디오클립을 분석해 본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수영하는 물고기는 단 한 종도 알지 못합니다. 잉게 드 브루인을 한번 보십
시오. 그녀가 폴 버겐과 야고 베르하이렌 같은 그녀의 수퍼 코치들과 함께 발전시킨 저 환상적
인 효율적인 스트로크를 보십시오. 드 브루이즌은 50미터 (준결승 시합에서 24초 13을 기록했
는데, 이때에 보여준 그녀의 영법은 2000년 올림픽 게임 전체에서 유일한 최고의 비약이었습
니다. 그녀는 그 경주에서 팔을 곧게 펴고 되돌리기하고 상체는 거의 평평하게 유지한 채로, 재
닛 이번즈가 그녀의 전성기에 보여주었던 것과 비슷하게, 수영했습니다.
장축 수영 (자유형과 배영)에서 비틀림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지지할만한 부동점 비슷한 것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어깨 거들과 동체 상부에 대하여 동체의 최하부와 엉덩이, 다리
를 회전시키면 스트로크에서 파워 또는 비틀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심축을 따라서 몸 전체가 회전하면 비틀림 또는 파워는 전혀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장
축의 힘은 상당 부분 흩어져버립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모든 파워 동작에서 발생하는 회전 및
그에 수반하는 비틀림은 부동의 기준점 또는 준-부동의 (semi-fixed) 기준점에 대해서 작용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야구 선수나 골퍼들이 스윙에서 최대한의 동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들의 발을 완전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스파이크 신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스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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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에 미끄러진다면 그들이 공을 칠 때의 파워는 대부분 흩어집니다.
비슷한 원리가 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트로크에서 파워 또는 비틀림을 발생시키기 위
한 우리 몸의 준부동점은 어깨 거들입니다. 어깨를 떨어뜨리고 옆 자세로 수영하려고 롤링하면
파워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최근 세계적인 자유형 및 배영 선수들은 스트로크의 되돌리기 단계에서 어깨를 들기 때문
에 이것이 롤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스트로크의 추진 단계를 수중에서 보면, 또
는 물 위에서 정면에서 보면 양 어깨의 깊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깨는 당기기 동작을
거치는 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위대한 자유형 및 배영 선수들은 스트로크의 추진 단계 동안에
상체의 중심축 회전이 거의 없이 수영합니다.
또한 어깨를 앞으로 밀어감으로써 전면부의 형태를 훨씬 더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
영 선수들은 분명히 스트로크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고기 같은 수
영이라고 불리는 것에서처럼 옆으로 누어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토탈이머전이 누리고 있는 사업적 성공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
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뛰어난 조직화 기술로 우리 수영 종목에 영향을 행사할 위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찰에 대해서도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물고기처럼 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
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보는 데 시간을 덜 들이고 수영하는 사람들을
물 속에서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론 죤슨(Ron Johnson)
Head Coach, Sun Devils Masters
[Ex Olympic coach, 31 finalists, 14 medal winners]
http://www.svl.ch/Fishlike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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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믿으라
리쳐드 퀵(Richard Quick)

데러 토레스(Dara Torres)는 7년간 수영을 떠나 있다가, 2000년 33세의 나이에 복귀해서 단 14개
월의 훈련만으로 시합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을 작성하고 심지어 두 개의 미국 신기
록과 다섯개의 올림픽 메달(그 중 두 개는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계영에서 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미국의 200미터 접영 선수 미스티 하이먼(Misty Hyman)은 어떻게 2000년 올림픽 예선에
서 그녀가 세운 2분09초2의 기록(그녀 생애 최고의 기록이었다)을 겨우 30일만에 2분05초88로
단축하면서 200미터 접영에서 6년간 왕좌에 있던,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수지 오닐(Susie O’neill)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여러 여자 선수들과 수천명의 남자 선수들 및 소년들이 지금 200미터 자유형을
던 숄랜더(Don Schollander)가 일찍이 세웠던 최고기록보다 더 빨리 수영할 수 있는 것일까? 최
고의 재능을 타고난 선수로 인정받던 던은 200미터 자유형에서 처음으로 2분의 벽을 깬 사람이
었다. 그는 완벽한 영법을 구사했으며 1960년대에 최고의 수영 환경을 제공하였던 산타 클라라
클럽에서 수영했다. 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코치였던 죠지 헤인즈(George Haines)에게
코치받았는데 헤인즈는 역사상 다른 어떤 코치들보다 더 많은 올림픽 선수들을 지도했고, 더
많은 금메달리스트를 가르쳤으며 더 많은 세계기록보유자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오늘날 그리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수영하면서 헤인즈만큼 유능하지 않은 코치에게 지도받는 많은 선수
들이 어떻게 던 숄랜더보다 더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데이러 토레스, 미스티 하이먼, 그리고 던 숄랜더보다 빠르게 수영하는 모든 수영 선수들
의 공통점은 한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고
한 깊은 믿음이다.
믿음은 비범한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
한때 비범한 어떤 일이 성취되고나면 좀 더 평범해진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는가? 왜 그렇게
될까?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성공하리라고 믿고서 어떤 비범한 일을 성취하고나면, 그의 성취는
우리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우리도 어쩌면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
을 할 수 있다)고 믿도록 일종의 허가증을 주는 것같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업적이 실현 가능
한 일이 되고, 할만한 일이 되고, 결국에는 더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체계는
우리가 전에 그어놨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다.
2000년 올림픽 200미터 접영 시합에서 미스티 하이먼이 수지 오닐을 물리치기 13개월
전에 미스티는 시드니에 있는 올림픽 수영장에서 열린 범태평양 선수권대회 200미터 접영에서
아주 실망스럽게도 3위에 머물렀다. 수지 오닐이 그 시합을 이겼는데, 메어리 미이거(Mary T.
Meagher)의 오랜 세계 기록을 거의 깰 뻔한 기록이었고 미스티와는 적어도 4초 이상의 차이였
다. 미스티는 좌절감에 빠졌고 과연 목표로 삼은 것을 과연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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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나는 미스티를 웜다운 풀로 가는 긴 홀웨이에서 만났다. (이곳은 13개월 후 내가 그녀를
만나서 올림픽에서 그녀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해주던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그녀 어깨에 팔
을 두르고 웜다운 풀로 함께 걸으면서 그녀가 올림픽 200미터 접영에서 수지를 물리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수영 선수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저조한 기록을 낸 후에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나는 그녀가 2000년 올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주었
다. 그리고 나는 미스티에게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것
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미스티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녀는
만일 그녀가 이상적인 시간에 이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
했다.
그 다음 12개월 동안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면서 회의의 순간들이 없었겠는가? 물론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상적인 시간에 이상적인 경기를 할 기
회가 주어질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결합하여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에게 좌절이 없었는가? 물론 있었다. 그녀는 미국선수권대회에서 200미터 접영에서 졌고, 지속
적으로 알러지를 앓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녀는 고질적인 기력감퇴를 겪어야 했으며, 그 해에
몇 차례 병을 앓기도 했다. 그러나 미스티의 믿음 체계는 그녀에게 계속 희망을 불어넣었다. 믿
음을 믿으라. 스스로를 믿고, 또 자신이 세운 목표를 믿는 것이 비범한 성취의 기반이 된다.
믿음은 확고한 태도(commitment)를 가져온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목표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하든 해낼 수 있다는 태도를 갖게 해준
다. 믿음은 목표들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서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
게 해준다. 데이러 토레스는 내게 전화해서 코치해 줄 수 있겠는가고 물었을 때 400미터 자유
형 계영에서 올림픽 팀에 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던진 첫 질문
은 “목표가 무엇이든 해내겠는가?”였고 그녀의 대답은 예였다. 그 순간 이후 데이러의 자신에
대한 믿음, 목표에 대한 믿음은 그녀로하여금 3년 걸릴 훈련을 13개월로 압축할 수 있도록 만
들어주었다. 그녀의 훈련에는 하루 8시간의 수중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스피닝, 러닝, 태보, 리
지스티브 스트레칭, 육상 훈련, 영양 섭취 및 다이어트, 심층 조직 마사지, 그리고 “자각적 사
고”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러의 믿음 체계는 그녀로 하여금 그 엄청난 훈련을 감내하
도록 해주었고, 마치 실패란 그녀의 사전에 없는 말인 것처럼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었다.
믿음을 믿으라. 자신에 대한 믿음, 목표에 대한 믿음은 당신이 세웠던 목표에 접근했을
때, 또는 그것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세워준다. 처음에 데이러는 그녀가 계영 선수로만
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기록이 점점 나아지면서 그녀는 개인 종목에서도 뛸 수 있
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마침내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데이러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성장
하면서 그녀는 2000년 올림픽에서 다섯 개의 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선수보
다도 많은 것이었다. 자신을 믿으라. 자신의 목표를 믿으라. 실패란 있을 수 없는 듯이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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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정한 목표란 개인의 믿음 체계의 산물이다. 진정한 목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에야 비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무엇이
다. 그것은 당신이 글로 써서 벽에 붙여 놓는 것, 당신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 또는 당신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 이상의 무엇이다. 진정한 목표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
취해내리라는 것을 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의 믿음 체계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활
동, 심지어 그 목표와 아주 멀리 연결된 활동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훈련하고, 경쟁하게 해준다. 당신의 믿음 체계는 실패를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도록 놔 두지 못한다. 진정한 목표는 바람이나 희망 같
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성취될 어떤 것이다. 믿음을 믿으라.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을
헐값에 판다. 대개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허가증을 필요로한다. 지금 돈 숄랜더
가 1960년대에 수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수영하는 대부분의 수영인들은 주변에서 제일 뛰어
난 수영 선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대부분은 돈처럼 잘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좋은 코
치를 갖지도 못했다. 이 수영인들 대부분은 1960년대에 전문적인 코치와 오늘날에나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수영할 수 없었
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 숄랜더가
벽을 깨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그렇게 빨리 수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는 허가증을 준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증명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위대한 선수들, 자기 분야에서 위대한 혁신가들
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그 사람이 못되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거나 믿을 수 없는
위업을 성취하는 데 허가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 체계는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범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 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당신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당
신이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가끔,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확고하
게 믿어도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목표를 성취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좌절할 정도의 사태는 아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란 당신 자신의
가치가 당신이 성취한 것, 당신이 소유한 것에 달려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니 톰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 중 하나이다. 그녀는 1992년 100미터 자유
형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고 1999년에는 100미터 접영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녀의 경력을
통해서 그녀는 계영에서의 8 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수많은 세계 챔피언쉽, 미국 챔피언쉽, 올
림픽 메달들을 땄다. 사실 제니는 역사상 그 어느 여자 선수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금메달들은 개인전 시합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제니의 목표는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 시합이 될 시드니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목표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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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실망이 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녀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녀가 올림픽 게임에
서 개인전 금메달을 땄는가 못 땄는가 하는 걸로 자신을 측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제니는
수영에서 이룬 여러 업적들로 찬사를 받고, 상도 많이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위도 받았
으며,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허가를 얻었지만 그녀가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제니는 그녀가 이룬 것들과 이루지 못한 것들, 그녀가 가진 것
들과 가지지 못한 것들을 넘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을 갖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성공할 거라는 믿음은 비범한 삶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믿
음을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 데이러, 미스티, 제니의 경우처럼 세계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올
거라고 믿으라. 그러면 당신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말라.
당신은 비범한 것을 이루는 데에 허가증을 필요로하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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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 존(comfort zone)에서 나오기
에멋 하인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갖고 있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컴포트 존은 알아내기 쉽다.
당신이 힘을 내서 웬간히 빠르게 자유형을 해서 100야드를 1분30초에 끊는 정도라면 100미터
를 1분40초에 수영하는 것은 당신의 컴포트 존에 속할테지만, 100미터를 1분20초에 수영하면
젖산 레벨은 곧바로 치솟게 되고 100야드 가까이 갈 즈음이면 당신은 컴포트 존을 벗어나 있게
될 것이다.
심리적인 컴포트 존은 알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대개의 사람들은 친구 한 사람 또는 몇 사
람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라도, 큰 홀에서 수십 명 앞에 서서 5분간 연설한다고 생각하면 진땀을 흘리지 않을 사람
은 별로 없을 것이다. 1~2만 명의 청중을 상대로 또는 수백만의 TV 시청자들 앞에서 생방송으
로 45분간 연설을 하는 거라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개인적인 성장의 열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컴포트 존을 기꺼이 벗어나
려고 하는 데에 있다. 수영에서 이것은 자유형 세트 대신 접영 세트를 수영한다거나, 좀 더 빠
른 인터벌 훈련을 한다거나, 앞 사람을 따라 다니는 대신 제일 앞에서 가본다거나 등등의 것들
을 의미한다. 또는 마스터즈 대회에 출전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출발대에 서 본다거나 개인 목
표 기록을 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연습하는 등의 일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성공에 도달할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즐
긴다.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일은 어떤가? 이것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컴포트 존
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그러나 상대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멋진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를 주저한다. 실패의 두
려움 말이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의 결과란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니며 대개 그 아픔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진실의 순
간, 행동할 것인가 조용히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여러 면에서 자신의 컴포트 존을 확대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은 명백
하다. 자신의 컴포트 존의 테두리에서 약간이라도 “걸어나오려는” 집요한 노력, 끊임없는 실천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렇게 명백하게 눈에 띄지
않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청소년 남자 아이들이 송아지 들기 시합을 하는데, 각 소년은 앞의 소년보다
조금 더 무거운 송아지를 들어 올려야 한다. 한 아이만 남고 모두 떨어져 나가서 이제 막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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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결정되는 순간 훨씬 어린 남자 아이 하나가 “난 더 무거운 송아지를 들 수 있어요!”하고
나섰다. 다른 아이들은 웃으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그 꼬마는
움츠러들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오더니 마지막 소년이 들었던 송아지보다 훨씬 큰 송아지를 골
랐다. 그리고는 “으랏차!”하면서 그 송아지를 들었고,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상을 받았다는 얘
기다.
어떻게 그렇게 큰 송아지를 들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그 아이가 한 대답은 이랬다. 그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하루에 한 번 씩 그것을 들어 올렸다. 송아지가 자라면서 그는
하루로 빼지 않고 그것을 들어 올렸다. 날이 감에 따라서 어린 송아지를 들어올리는 소년의 능
력은 큰 송아지를 들어올릴만큼 성장하였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소년은 그의 신체적
인 컴포트 존을 그리 크게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동요하지 않고 집요하게 약간씩 벗어나
는 연습을 하였고 그 결과 그의 컴포트 존은 엄청난 크기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수영에서 (또는 인생의 다른 국면들에서) 당신의 신체적, 심리적 컴포트 존은 어떤가 찾아내 보
라. 그리고 그 한계를 조금씩 벗어나는 일을 일관되게 실행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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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타일 자유형 (1): 자유형에 대한 생각들
마샬 애덤즈(Marshall Adams) Swimming Technique July-September 2000
http://www.swiminfo.com/articles/swimtechnique/articles/200007-01st_art.asp

호주의 남자 선수들이 200미터에서 1500미터까지의 자유형 시합에서 그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잘 훈련된, 그리고 강력한 동기를 가진 우수한 선수들에
의해서 옛 테크닉이 탁월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최근 호주 남자 자유형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언 써프가 200미터와 400미터에서 세운 가장 최근의 세계 기록은 호
주 선수 자유형의 강점에 대한 최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호주 남자 선수들은 200미터에서 1500미터까지의 모든 자유형 시합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
고 있다. 알렉스 포포프가 지금 호주에 살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저 남반구의 대
륙은 자유형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형에서 호주 선수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호주 선수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은 1950년대에 머레이 로즈(Murray Rose)가 처음 사용
했고, 후에 챨스 실비아(Charles Silvia)가 운동생리학적으로 기술하였던 옛 테크닉이다. 호주 자유
형 선수들의 수중 비디오를 보면 이 테크닉이 뛰어나게 적용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호주
선수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 선수들이 못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호주 선수들의 기
술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도 호주 선수들의 테크닉이 그들이 자
유형 시합을 휩쓰는 주된 이유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촬영된 좋은 수중 비디오들은 커렌 퍼킨스가 1500미터 자유형에서 세계 기
록을 수립할 때 그가 사용하였던 우수한 스트로크 테크닉을 보여준다. 그때 나는 퍼킨스의 테크닉
과 머레이 로즈의 테크닉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했었다. 올림픽 게임 후에 미국 수영 잡지에 실렸던
퍼킨스의 코치 죤 커류(John Carew)의 논문은 퍼킨스의 스트로크가 머레이 로즈의 스트로크에 기
초를 두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테크닉이 우수하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퍼킨스는 1500미터
에서 어떤 미국 선수들보다도 20초 이상 빠르게 수영했다. 퍼킨스의 뛰어난 수영에 대한 유일한 도
전자들은 그와 같은 나라의 팀 동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퍼킨스와 같은 활약들이 어쩌다 발생한 진기한 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멕시코시
티올림픽에서 밥 비먼(Bob Beamon)의 멀리 뛰기라던가 1981년 200미터 접영에서 메어리 미이
거(Mary T. Meagher)의 접영이 이렇게 치부되었던 예들이다. 이 기록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
들에 비해서 너무 뛰어난 것이어서 시합들이 마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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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써프의 200미터와 400미터 세계 신기록을 보내고, 4x200미터 남자 계영에서 호주 선수들의 활
약을 보태놓고 보면 개인의 우수함과 더불어 호주 선수층의 두터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물론 우수한 활약을 낳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기여한다. 토머스 큐어튼(Thomas Cureton)은 운
동 선수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네 가지로 꼽고 있다. 훈련 방법, 신체 조건, 선수의 의지력, 그
리고 테크닉이다. 탁월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훈련 방법, 신체 조건, 선수의 의지라는 요인들
의 중요성을 깍아내릴 생각은 없다. 호주는 분명히 탁월한 프로그램과 잘 동기부여된 우수한 조건
의 선수들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영법 전문가들은 세계 일류의 수준이다. 그러나 호주인들이 장악
하고 있는 종목은 200미터에서 1500미터에 이르는 남자 자유형의 종목들이다. 그렇게 많은 시합에
서, 제일 흔한 영법에서, 그렇게 큰 차이로 탁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세계 모든 곳의 수영 코치들은
눈썹을 치켜 떠야 한다.
챨스 실비아는 위대한 머레이 로즈의 영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이 네 부분이 합하
여 인간적에게 역학적으로 우수한 수영을 낳게 되어 있다. 실비아가 이름붙인대로 ‘빅 포(Big
Four)’는 이렇다:
-

관성에 의한 어깨띠(shoulder girdle) 들기와 어깨의 상향 회전

-

어깨 관절의 내회전(medial rotation)과 팔굽 굽히기

-

어깨 관절의 내전(adduction)과 어깨의 하향 동작

-

관성에 의한 둥글리기(round-off)와 물놓기 (부분적인 회외운동(supination)과 어깨 관절의 외
회전(lateral rotation))

실비아는 또한 수영 추진력의 항력 이론을 옹호하였는데, 이 이론은 최근에 논란이 되어왔지만 로
즈의 스트로크 역학에 대한 그의 운동생리학적 분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도전은 없었다.
스트로크 특성
현재 호주의 스타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러나 그들의 타지역 경쟁자들은 못 갖고 있는 스트로크 상
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그들의 폼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비아의 ‘Big Four’에 대한 서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
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들의 스트로크에서 추진 단계가 시작하는 부분의 물잡기(catch)이다. 실비아
는 이것을 주된 추진 단계가 시작하기 전에 관성에 의한 자세 잡기 동작이라고 기술하였다.
스트로크의 이 단계에서 호주의 뛰어난 자유형 선수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모든 좋은 코치들이
말하는 유명한 하이 엘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상완골(humerus)을 내적
으로 (안으로) 회전시키고 팔굽을 굽힘으로써 이 동작(물잡기 동작)을 취한다. 이 동작은 팔굽이 발
쪽으로 움직여가기 (내전하기) 전에 팔뚝과 손이 수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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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다. 팔의 자세 잡기 동작은 어깨에서 근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어난다.
호주의 자유형 테크닉의 진정한 힘과 효율성이 드러나는 것은 물잡기 이후이다. 가장 추진력이 강
한 이 단계에서 호주 선수들은 상완골을 신체의 정면 평면(신체의 전면과 후면을 나누어주는 평면)
을 따라서 내전시킴으로써 어깨 관절의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체조 선수가 링에서 아이언 크로스를 행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작이다. 체조 동작과 수
영 동작의 유일한 차이점은 수영에서는 팔의 지렛대 시스템의 역학적 잇점을 높이기 위해서 수영자
의 팔굽을 굽힌다는 것이다. 이 자세는 또한 항력 이론에서 요구하는대로 손과 팔뚝으로 뒤로 힘을
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세와도 멋지게 들어맞는다.
수영자의 근육 움직임은 또한 정적인 것이 아니다. 팔굽은 격렬하게 몸 쪽으로 이동한다 (내전). 이
일의 대부분은 상완골 내전, 대원근, 활배근과 대흉근이 담당한다. 이 근육들은 그것들이 당겨지는
각도가 신체의 정면 평면을 가까이 따라갈 때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어깨 관절의 가장 강력한
동작은 현재 호주의 세계적인 남자 선수들 대부분의 자유형 모습에서 관찰된다.
신체의 정면 평면을 따라서 어깨의 상완골이 내전하는 그 강력한 동작은 요즈음 많은 코치들이 추
천하는 소위 “몸의 동체로 수영하기”라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일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몸통의 큰 근육들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호주 선수들의 긴 추진 단계는 내전이 완료되면서 끝나고, 스트로크를 둥글려 올리면서 손
바닥이 몸을 향하도록 손을 조금 돌리는 동작과 함께 되돌리기(recovery)가 시작된다.
손바닥을 안으로 돌리는 동작에 의해서 수영자가 격렬한 내전 운동을 관성에 의한 되돌리기에로 반
향시킬 때에 수영자는 물에 대한 감이 좋게 물놓기(release)를 할 수 있다. 호주 선수들의 팔굽은
그들이 스트로크를 끝낼 때에도 굽은 채로 있어서 짧아진 지렛대 팔의 역학적 잇점이 유지될 수 있
다.
팔굽을 굽히는 피니시는 중요한데, 타고난 수영 선수들은 팔굽을 뻗어서 엉덩이를 지나서까지 미는
동작은 관성에 의한 자유로운 스윙과 근육을 사용 안 하는 되돌리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
다. 이 되돌리기는 접영에서의 되돌리기와 조금 다르다.
접영의 되돌리기는 몸체의 회전에 의존할 수 없다. 그리고 접영의 더 수평에 가까운 되돌리기를 하
기 위해서는 팔굽을 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리기를 시작할 때 물에서 깨끗하게 빠지기
위해서 어깨를 과도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미 손은 물에 대한 추
진력 있는 그립(grip)을 잃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완료될 때에 이루어지는 몸체의 장축 회전은 자
유형 스트로크에서 팔굽을 펴는 동작의 불리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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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호주 자유형 선수들의 ‘동체’ 수영은 팔뚝과 상완의 비교적 작은 근육들의 개입을 최소화하
면서 몸통의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들의 움직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의 정면 평면을 따라서 내전하는 팔은 곡선의 호를 그리며 움직일 것이다. (팔은 어깨 끝을 받
침점으로 삼는 하나의 지렛대 시스템이다) 수영자가 일부러 ‘S’ 패턴으로 스트로크하려고 하거나 다
운스위프, 아웃스위프, 인스위프, 업스위프를 하며 움직이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스위핑 동작을 강조하게 되면 수영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어깨 관절의 진정한 힘과 부합하지 않는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스위프나 ‘S’자 패턴을 가지고 테크닉을 기술할 때의 문제는 스위프나 ‘S’자
젓기 동작은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S’ 스위프는
몸 옆에서의 ‘S’ 스위프와 아주 다른 동작일 것이다.
그리고 스위프 동작을 강조하면 내전의 파워와 큰 몸통 근육이 가진 힘에서 일탈하기 쉽다. 게다가
거기서 나오는 동작들은 팔과 상완의 비교적 작은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피로가 빨리
오게 될 것이다.
학술적 이론들
앞에서 수영 테크닉에 대한 실비아의 운동생리학적 설명이 아작 성공적으로 논박된 적이 없다는 말
을 했었다. 그의 추리에 따르면 이 테크닉은 추진력의 항력 이론에 적합한 것인데, 이 이론은 의문
시되어 왔다. 1970년대 초에 닥 카운실먼(Doc Counsilman)이 처음으로 양력(lift)을 수영에서의
주요 추진력이라고 선언하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어니 마글리쇼(Ernie Maglischo)같은 이
들이 그의 널리 팔린 책 ‘Swimming Faster’와 ‘Swimming Even Faster’ 같은 책을 통하여 그
의 생각을 널리 퍼뜨리는 동안 실비아의 이론은 먼지 속에 뒹굴고 있었다. 실비아의 테크닉 분석도
거의 전적으로 무시당해 왔다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왜냐하면, 추진력에 관한 그의 이론은
낡은 것으로 치부된다 하더라도 그의 테크닉 분석은 너무 정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카운실먼의 양력 이론은 추진력을 발생기키기 위하여 곡선의 동작을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양력
이론에서 손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것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움직이면 양력을
발생시킨다.
실비아의 항력 이론은 뉴턴의 제3법칙, 즉 모든 작용에 대하여 그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법칙에 따른다. 많은 연구들이 실비아의 추진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
스프링잉스(Springings)와 쾰러(Koehler)는 ‘동력학적 양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베르누이 모델
이냐 뉴턴 모델이냐의 선택’이라는 그들의 논문에서 양력을 일차적인 또는 수영에 있어서 중요한
힘으로 지지하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마글리쇼는 이제 양력 이론을 재고하면서 실비아의 생각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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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테크닉이 대부분의 세계적인 코치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
다면 결함이 있는 이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코치들, 저자들에 의해서 지
지되어 왔다면 그 결과는 수영의 발전에 명백한 장애를 가져왔을 것이다.
불행히도, ‘S’자 커브, 스위핑 동작 등, 자유형 테크닉에 대한 부정확하고 오해를 낳을 분석들이 지난
20년 이상 동안에 미국에서 양력 이론가들이 전파하였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양력 이론이 논박되고 나서도 아직 살아 남아 있다.
내 주장은 이렇다. 호주 선수들이 지금 200미터에서 1500미터까지 남자 자유형 시합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주된 이유는 그들의 테크닉이 역학적으로 더 우수한 모
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추진 이론은 실제로 눈에 띄는 결과를 내
고 있다.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테크닉의 모델은 어깨 관절의 힘과 부합하지 않는 동작들을 강조해
왔는데, 호주 모델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미국이 최근까지 400미터까지의 단거리 자유형 시합에서는 강세를 보여오지 않았는가 하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위 단락에서 내가 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이다.
그러나, 단거리 시합은 그 본성상 수영자들이 직관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작, 지나치게 비효율적
인 곡선 동작들을 회피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재능있는 선수의 두터운 층은 뛰어난 단거리 선수를 찾아서 개발해 올 수 있었다.
호주는 선수층이 미국의 7퍼센트에 불과한데도 1500미터에서 커렌 퍼킨스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에서 이언 써프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호주 사람들이 그들의 우월한 테크닉에 부합하는 적절한 선수를 찾을 수 있다면 50미터와 100미터
세계 기록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지나친 짐작은 아닐 것이다.
그런 선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마도 이언 써프일 것이다. 그는 1999년 팬팩 선수권대회에서
4x100 계영에서 48.55의 스플릿 타임을 기록할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대부분
의 자유형 시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자유형 시합에서 호주 선수들보다 훨씬
느린 선수들밖에 못 갖고 있다.
현재 호주의 특이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언 써프, 그랜트 해킷, 커렌 퍼킨스 같은 세계적
인 선수들만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딕 해눌라(Dick Hannula)는 1999년 5월
호주 수영 코치 및 교사 협회 컨벤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하여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이언 써프와
그랜트 해킥의 훈련을 참관하였다. 국가 대표 팀과 동시에 지역 수영 클럽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유소년 그룹이 기본적으로 대표 선수들과 똑 같은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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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눌라는 자유형 선수들에 대한 그의 관찰을 “어떤 측면으로의 스위프도 없더라”고 진술하였다. 그
는 또한 이 테크닉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호주의 코치들이 운동
역학적 원리들을 이해하든 못 하든 호주인들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이 우월한 영법 모델을 따르고
있다.
해눌라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 테크닉은 새로운 혁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적어도 15년 전 이전
에 전 미국 신기록 보유자였던 로빈 리이미(Robin Leamy)에게서 보았었다고 하였다. 앞서 말했듯
이 이 스트로크 테크닉은 1950년의 머레이 로즈에게까지 거슬러올라가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로즈가 장거리 자유형 선수였으므로 그것은 자유형 선수들이 모든 거리에서 사용해 온 영법이다.
다른 가설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남자 장거리 자유형 시합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하여 다른 가설들도 제
시되었다. 이 가설들은 문화적인 문제와 코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문화적인 가설은 미국에서는
장거리 시합에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감내하려는 선수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미국 사회에서는 즉석의 보답에 강조가 두어지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장거리
경주를 기피하게 만든다. 또, 수영 이외의 스포츠와 활동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누
적되어서 선수층 피라밋의 상층부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코치 문제 가설은 수영 시합의 절대 다수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수영 프로그램의 절대 다수가 단거
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가설 모두 일리는 있지만 나는 그들의 결론에 해답의 열쇠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설들은 현재 미국 장거리 수영의 대표급 선수들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노력과 헌신을 불필요하게
폄하하고 깍아내리고 있다. 모든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은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상관없이 성공에 별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수영 시합들에서 미국 선수들이 거두는 성공은 미국에
있어서 수영에 바쳐지는 헌신과 선수층을 보여준다. 수영 선수가 일단 국제 시합에서 가능성을 보
게 되면 성공을 거두겠다는 동기는 누구나 갖게 되는 법이다.
이언 써프의 영법
브렌트 러샬(Brent Rushall)은 그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이언 써프가 지난 여름 팬팩 선수권에서 세
계 기록을 세울 때 그의 영법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프레임 분석은 챔피언의 영법을 보여주
는데, 이것은 실비아가 주장하던 그 영법의 기술과 맞아떨어진다. 이론가들이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그들이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나타난다.
역시 실비아가 ‘Big Four’라고 일컬었던 역학적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써프의 영법에 대한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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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러샬은 써프의 스트로크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분석하면서 실
비아의 Big Four에 포함되지 않는 특징들을 주목한다. Big Four의 전제에 핵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특이점들은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점
들이다.
러샬은 써프의 영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따라잡기 성격에 주목한다. 이것은 되돌리기의 지속 시
간 (0.4초)과 당기기의 지속 시간 (오른 손은 1초, 왼 손은 1.1초)으로 기술되고 있다.
되돌리기와 추진 단계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0.4초/1.0초, 0.4초/1.1초)은 관련된 힘을 논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되돌리기는 물 위에서,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저항이 거의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적게 든다.
써프는 스트로크의 추진 단계의 첫 대목으로 서둘러 나아가지 않고 상완골은 내회전(medially
rotating)시키고 팔꿈치를 굽힘으로써 손과 팔뚝을 자세를 취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 이런
자세가 도달되고 나면 최초의 내전(adduction) 운동이 물의 저항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수축한다.
내전은 팔굽이 거의 몸에 닿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다. 이 지점에서 둥글리기, 부분적인 손
돌리기와 물놓기가 일어난다. 이런 동작들은 물의 저항에 대항하는 동작으로서 당연히 되돌리기보
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수영자가 반대의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되돌리기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관성적인 되돌리기의 잇점을 깍아먹게 된다.
얘기가 이 즈음에 이르면 써프가 스트로크의 입수 단계 동안에 팔을 곧게 펴서, 팔굽을 굽힌 되돌리
기를 유지함으로써 관성적인 지체 시간을 줄이도록 하면 써프의 스트로크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실비아가 ‘Big Four’에 기술한 완전한 관성적 어깨띠 들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
이고 반대 팔의 추진 단계를 끝내는 동작의 효과를 상쇄시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스트로크는 더
짧아지게 되고 최초의 추진 단계 동안에 덜 효율적이 될 것이다.
분명히 써프는 그의 스트로크를 서둘지 않는다. 그는 각 단계를 완료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인
다. 그 어떤 비효율적인 서두름이나, 좀 재능이 떨어지는 선수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헛바퀴 돌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써프가 팔굽 굽히기와 함께 내회전 자세를 취하는 데에 서둘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것은 되돌
리기 단계를 관성에 의해 완료한 결과이다. 이 자세에 도달하는 데 근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손과 팔이 되돌려지기 위해 물에서 나올 때 손과 팔의 속도는 물의 저항 때문에 한번 더 늦춰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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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샬은 1999년 팬팩에서 400미터 세계 기록을 수립할 때 써프의 수영 모습을 두 개의 17프레임
비디오 클립으로 담았다. 클립 하나는 75미터 지점에서 찍은 것이고 다른 클립은 375미터 지점에
서 찍은 것이다. 각 프레임은 0.1초 간격이고, 각 클립은 총 1.7초 동안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각 클
립에서 마지막 두 프레임은 처음 두 프레임의 반복인 것 같다. 따라서 각 클립에서 나타나는 스트로
크 싸이클은 1.5초가 된다.
375미터 지점에서 찍은 클립의 처음 다섯 프레임은 오른 팔과 팔굽이 완전히 뻗어 있는 모습을 보
여준다. 여섯번째 프레임 전까지 어떤 팔굽 굽히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언 써프의 스트로
크 싸이클 중 수중 단계의 절반이 비추진적임을 시사하며, 스트로크의 이 단계에서 아래로 밀기 또
는 밖으로 밀기 동작은 전혀 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자세잡기 동작을 만들기 위해 근력을 더 가하는 것은 스트로크에 해로울 것이다.
써프의 스트로크의 효율성은 그가 팔이 여전히 완전히 외전되어 있고 어깨띠(shoulder girdle)는 들려
있는 동안에 (이것은 열심인 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려고 손을 번쩍 치켜 들었을 때 사용하는
자세다), 그리고 팔이 강력한 내전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팔굽을 굽히고 내회전 자세를 취할 수 있
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것은 내전하는 동안에 팔굽이 머리 꼭대기를 지나가기 전에 손과 팔뚝이 수면에 대해서 거의 수
직의 위치에 있게 해주는 자세이다.
1.5초 걸리는 전체 스트로크 싸이클에서 써프가 이 동작을 취하는 데 0.5초 걸린다는 사실은 스트
로크에서 이 자세잡기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준다.
분명히 써프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내회전 자세(medial rotated position)에 도달하며, 그 자세
를 관성에 의해서, 길항근의 개입이 거의 없이 도달한다. 이 자세잡기 동작을 빨리 취하려고 어떤
근력이든지 사용하게 되면 추진에는 그리 도움되지 않을 것이며 회선근(rotator cuff)의 내적 회전
근육과 커다란 내전근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스트로크의 주된 추진
단계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들이다.
격렬한 근육 운동 대신 내회전에 의한 관성적 자세 잡기 동작을 취함으로써 얻는 잇점은 관련된 근
육의 크기, 성격, 자세 등과 관련된다. 회선근은 비교적 작은 근육으로서 팔 뼈(상완골)의 꼭대기를
어깨 관절의 제 자리에 잡아두는 힘줄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어깨를 안정화하는 것 이상의 일에 이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피로를 빨리 오게 할 것이다.
상완골, 활배근, 대흉근, 대원근의 주요 내전근이기도 한 다른 내부 회전근들의 격렬한 수축시키는
것 그런 비효율적인 당기기 각도에서는 근육들을 비효율적으로 불러 사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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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회전의 관성에 의한 자세잡기는 분명히 효과적인 킥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효과적인
킥은 몸에 계속 추진력을 제공하여 입수하는 손이 자리잡도록 해준다. 이것은 써프에서도 볼 수 있
으며 오리발을 신고 수영할 때 수영자가 받는 감각으로도 잘 나타난다.
오리발을 신은 수영자는 팔 스트로크가, 특히 스트로크의 초기 자세 잡기 단계에서, 너무 쉽다는 느
낌을 받는다. 이것이 이언 써프가 수영할 때 느끼는 느낌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써프의
발의 크기(17)와 그 유연성을 생각하면, 이미 효율적인 테크닉에 타고난 신체 구조의 잇점까지 더해
진 것이다. 이언 써프의 스트로크에서 3분의 2 (되돌리기와 물잡기 단계)의 관성적이고 비근력적인
성격은 그 수영자의 지구력도 높여준다.
편안해 보이기
모든 좋은 수영자들은 편안해 보인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에 효율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스트로크나 완벽한 경주를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재 호주 남자 자유형의 탁
월함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냥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
어낸 경우가 아니다. 호주의 남자 선수들 전체 그룹은 매우 막강한 팀을 이루고 있다.
현재 호주의 스타들은 항력 이론에 의해서 가장 잘 기술되는 테크닉을 따르고 있으며 인간에게 역
학적으로 우월한 운동생리학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현재 자유형 시합에서 호주 선수들의 우월함은
잘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잘 된 우수한 선수들에 의해서 옛 테크닉이 탁월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내 생각에 호주 선수들을 다른 지역의 세계적 선수들과 구별해주는 가장 큰 요소는 호주 선수들의
테크닉이다. 아무리 많은 훈련, 뛰어난 신체 조건,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 등도 이 테크닉을 대신하지
는 못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Marshall Adams is the swimming coach at the Cincinnati Country Day School in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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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타일 자유형 (2): 성공적인 자유형을 위한 우월한 모델
마샬 애덤즈 Swimming Technique, April-June 2001
http://www.svl.ch/superior_technique.html

가장 최근의 올림픽 게임에서 호주가 다시 한번 남자 자유형 이벤트를 휩쓸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건전한 역학적 지식과 효율적인 테크닉으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결과물인 것이
다.
자유형 시합에서 호주 남자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이어졌다. 호주
선수들은 일곱개의 자유형 시합에서 네 개를 이겼는데 여기에는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해야 하는 자
유형 계영도 포함된다. 마이클 클림은 4x100미터 계영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데에도 일익을 담
당하는 동시에 호주에 100미터 세계 신기록도 바쳤다. 이 시점에서 호주 남자 선수들은 50미터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 시합의 세계 기록을 갖게 되었다. 시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기록은 바뀌었다.
네덜란드의 피이터 반 덴 후겐반트가 100미터와 200미터 자유형에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유형 선수들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미국 선수들은 4x100미터 계영, 200
미터, 400미터, 1500미터에서 미국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호주 선수들
은 자유형 시합의 대부분의 금메달을 휩쓸 수 있었다. 호주 선수들의 이런 성과는 400, 1500,
4x200에서 그들의 기록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자유형에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
이 상당한 기록 향상을 보이더라도 호주 선수들은 그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주 선수들의 이런 성과는 그들이 강조하는 영법 상의 특징과 그들이 모든 수준의 수영에서 강조
하는 자유형 테크닉의 모델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나는 이 주제를 «Swimming Technique»
2000년 여름호에 실린 한 논문(바로 위의 글)에서 다루었었다. 거기서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우수한
테크닉에 꼭 들어맞는 수영선수를 찾기만 한다면 100미터 자유형 세계 기록도 호주가 세운 세계
기록 목록에 덧붙여지게 될 거라고 점쳤었다. 1999년 팬팩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보아 중거리 자유
형 선수인 이안 써프가 가장 가까운 후보였다. 그러나 마이클 클림이 시드니에서 4x100 계영에서
그 기록을 세웠다.
앞날을 예측하는 일은 접어두고, 호주의 테크닉은 너무 앞서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라고는 단
거리에서 그 테크닉에 들어맞는 우수한 선수를 찾아 훈련시키는 일 뿐이다. 그러면 모든 기록들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말한 것이고, 세계 기록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요
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남자 선수들이 최근 자유형의 기록판을 장악하게 된 것
은 바로 이 테크닉 요인 때문이었다는 내 믿음은 확고하다.
이쯤에서 코멘트는 마쳐도 될 듯하지만, 마이클 클림의 테크닉은 «Swimming Technique»의 내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호주 테크닉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에 의문을 제기할만큼 특별한 데가 있다.
클림은 팔꿈치를 편 되돌리기(straight elbow recovery: 되돌리기할 때에 팔 꺽기를 안 하고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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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배우는 풍차돌리기처럼 한다는 뜻)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호주 스타들에서는 볼 수 없다. 잉게
드 브루인도 이런 스타일을 사용하며, 이전 올림픽 선수였고 현재까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재닛 에
반스도 같은 스타일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자유형의 전체 효율성에 별 영향이 없는 비교적 사소
한 변형인 것 같다.
좋은 테크닉을 위해서는 스트로크의 주요 추진 단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동시에 물놓기
(release), 되돌리기(recovery), 물잡기(catch)가 관성에 의해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동작(free
swing)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팔꿈치를 편 되돌리기가 추진력의 주 요인이 된다면 모든
선수들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스타일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잉게 드 브루인은 지
금 자유형 최단거리 경주 두 가지 모두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녀를 흉내내려는 충동들
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 팔꿈치를 편 되돌리기가 유일하게 성공적인 되돌리기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랜트 해킷과 이언 써프는 둘 다 팔굽을 꺽는 되돌리기를 사용하는데 시드니에서
1500미터와 400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다.
팔굽을 편 되돌리기를 사용하는 세계 수준의 수영자들은 물놓기(release)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강력한 추진 단계의 동작에서 반동을 일으켜서 스트로크의 추진 단계를 마감하는 시점을 알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 클림과 브루인이 선택한 조정 방법은 스트로크의 끝 부분에서 팔굽을 강하게
(억지로) 펴거나 푸쉬에서 끝까지 밀지 않고, 추진 단계 끝 부분에서 팔굽을 굽힌 채 물놓는 방식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진 단계의 끝에서 팔굽을 강하게 펴는 것과 근력으로 굽힘을 유지하는 물놓
기는 아주 다른 것이지만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두 동작은 모두 되돌리기 동안
에 팔굽이 똑바로 가도록 만든다. 이러한 물놓기 동작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억지로 팔굽을 펴는 것
은 내가 보기에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는 동작이다. 두 테크닉 모두 팔을 편 되돌리기를 낳으며,
되돌리기의 시작 단계 동안에 어깨를 나쁜 자세로 만들기 쉽다. 만일 상완골(humerus)이 되돌리기
(외전(abduct, 밖으로 도는 동작)) 동안에 내회전(medially rotated)하게 되면 극상근(supraspinatus, 척추의 최상부 근육), 회선근(rotator cuff, 어깨와 상박을 연결하는 근육)은 비틀림을 겪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어깨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상완골의 내적 회전(internal rotation)은
더 큰 되돌리기(외전) 동작을 통해서 유지되게 되므로, 상완골과 어깨 자체가 직접 닿는 일이 생기
게 되고 되돌리기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앞의 두 문장은 어깨와 상박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되돌리기의 시작 단계 동안에 팔꿈치와 손의 동작에 의해서도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효율적인 추진력의 열쇠는 추진 단계에 긴 내전(adduction) 동작이 포함되어서 팔꿈치가 거의 수
영자의 옆에 닿을 정도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내전 동작은 커다란 동체 근육 (몸통)의 격
렬한 수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추진 단계의 끝부분에서 강제된 팔굽 펴기를 하면 삼두근의 격렬
한 수축이 일어난다. 이러한 강제된 팔굽 펴기는 커다란 동체 근육을 그리 강조하지 않으며, 이때에
스트로크에서 덧붙여질 수 있는 추진력은 팔굽을 펴기 위해 필요한 과도한 힘 때문에 상쇄된다. 따
라서 팔굽 펴기는 스트로크의 끝 부분에서 추진력을 더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동작이라고 잘못 해석
하면 안 된다. 팔굽을 굽힌 채 물놓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되돌리기를 돕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어깨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둥글려서 말아올리는(roun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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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밀지 않고 손은 감아 올린다는 뜻) 팔굽 굽히기 테크닉이 더 안전하고 좋은 접근법이다.
이언 써프는 어깨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되돌리기 자세를 보여준다.
써프는 추진 단계를 끝내는 대목에서 팔굽을 다 펴지 않고 굽히고 있으며 스트로크를 둥글려 올리
면서 손바닥이 몸을 향하도록 약간 안으로 돌린다. 이 동작을 통하여 그는 추진 단계에서의 격렬한
모멘텀의 방향을 바꾸면서(redirect) 물을 놓는다. 손을 안으로 돌리는 동작은 어깨에 대하여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동영상들은 써프가 숨쉬는 편으로 리커버리하는 동안에 자신의 손바닥을 내내
볼 수 있을 정도로 손바닥을 안으로 돌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손바닥 방향 때문에 되
돌리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상완골은 외적으로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극상근의 비틀림이나 상완
골과 어깨의 직접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써프는 그가 숨을 쉴 때에 되돌리기하
는 손의 손바닥을 볼 수 있도록 손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이것을 접영의 물놓기, 되돌리기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마이클 클림과 잉게 드 브루인
은 예외적인 (아주 뛰어난, 테크닉이 예외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특출나다는 뜻인지?) 접영
선수들이다. 접영에서는, 어깨를 너무 들어올리지 않기 위해서, 물놓기에서 팔굽을 펴고, 자유형에서
보다 더 수평으로 되돌리기한다. 클림과 브루인이 접영에서 거둔 성공 때문에 팔굽을 편 되돌리기
방법을 택하였다고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접영이건 자유형이건 되돌리기 단계에서 상완골이 외적
으로 회전하지 않으면 어깨는 위험에 노출된다.

또 어깨는 스트로크에서 입수와 캐치 단계 동안에도 불안정한 자세에 있게 된다. 이렇게 앞으
로 완전히 뻗은 자세에서는 어깨의 앞 부분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뻗은 자
세로부터 첫번째 나오는 동작이 아래로 미는(pushing down) 동작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손
의 입수 직후에 아래로 미는 것은 버티기 동작(bracing movement)으로서 이론적으로 잘못된
동작이다. 이런 동작에서 그들의 뻗은 팔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물의 저항이 너무 커서, 이것을
하나의 적극적인 동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이언 써프, 커렌 퍼킨스, 또는 그랜
트 해킷의 스트로크를 통하여 스트로크가 시작하는 대목에서 어깨 접촉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 이 뛰어난 챔피언들의 스트로크를 보면, 스트로크의 입수 단계 동안에
팔굽과 상완이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들의 스트로크에서 최초의 물잡기(캐치)
단계의 동작은 팔굽을 90도까지 굽히면서 상완골을 관성에 따라 내적 회전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그들의 상박은 거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되돌리기 단계에 이어서 재입
수한 후에 상박을 내리 누르거나 밖으로 눌러서 버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이 입수한 직
후에 그들이 최초로 취하는 동작은 근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되돌리기 단계의 관성에
의지해서 자세를 잡는 동작이다. 이 자세 취하기 동작은 가장 추진력 있는 단계를 시작하기 위
해 팔을 자리잡아주며 큰 동체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수영 선수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어깨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테크닉을 사용하든 상
관없이 어깨는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마련이다. 수영에서 어깨 통증과 부상 건수는 매
우 높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첫날부터 어깨의 동작을 잘 이해하고 어깨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건전한 역학 지식과 효율적인 테크닉은 어깨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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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의 자유형 선수들은 효율적이면서 어깨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스트로크 테크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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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훈련(workout)에서 어떤 순간이 제일 힘들까?
스캇 레이벌리
Adapted from Scott Rabalais, SWIM-Magazine 7/8 99

메인 세트를 끝낸 직후? 경기 페이스 단거리 훈련?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접영 세트? 틀렸다.
정말 어려운 대목은 수영이 시작되기 전이다. 그것은 풀에 들어가는 행동 내지 들어가는 기술의 문제다.
물에 들어가는 것을 늦출 이유를 궁리하면서 풀 데크에 서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모든 수영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이 좀 더 따뜻해질지도 몰라”라는 식의 생각이 숨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수영인들이 결국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는 마술적인 순간이 오고야만다.
어떤 수영인도 똑 같은 방법으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발가락으로 검사하는 유형
그들은 물가에 서서 발가락을 떨어뜨려서 수온을 체크한다. 그러나 이 측정은 차거움이 극에 달하면 따
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두번째 검사를 시행하
기도 한다: 그는 물가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검사해본다. 그러나 이것도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
물안경 만지기 형
물안경이 정말로 그렇게 복잡한 도구였단 말인가? 끈이 좀 조여질 필요가 있는 것같다. 아니, 좀 느슨하
게 해야 되나보다. 노즈피스(코에 걸리는 부분)도 안맞는 것 같다. 렌즈는 왜 이리 김이 서린단 말인가.
물안경 만지는 형과 아주 가까운 유형이 “수모 고쳐쓰기 형”이다. 이 부류에는 긴 머리를 가진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모를 꼭 맞게 쓰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남자들은 이미 두번이나 확인한 수
영복의 끈을 또 두어번 검사하는 성향이 있다. 소재과학의 발달 덕분에 실제로 수영복 끈이 끊어지는 경
우는 이미 없어졌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꾸물대며 미루는 형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 웜업은 하지 않고 풀 가에 서서 동료가 먼저 들어가서 풀장의 물이 넘치기를
기다린다.
스트레치 형
적어도 이것은 건설적인 타잎이다. 열심히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있는 수영자를 감히 어떤 코치가 방해
한단 말인가.
냉정한 응시 형
좀 더 내성적인 유형은 말도 없고 스트레치를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풀의 반대편 끝을 냉정하게 바라보
고 있을 뿐이다. 마치 명상에 잠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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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내려가기 형
1센치씩 천천히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수영인들은 풀에 다 들어가기까지 족히 몇 분은 걸린다. 그들은
그렇게 천천히 풀에 떨어지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은 잊고 있다. 이 유형에는 버전이 많
은데, 한두 가지 예만 들자면, 사다리를 이용하는 유형도 있고 풀 끝을 이용해서 슬로우 모션을 보이는
유형도 있다.
용감무쌍 형
천천히 내려가기 형의 정 반대 유형. 용감무쌍 형은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
람들이다. 가끔 그들은 달려서 뛰어들기도 하고 타잔 흉내도 낸다.
깡총깡총 뛰는 형
점프 형은 풀에 들어는데 위에서 말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풀에 들어간 뒤에
풀 바닥을 계속 깡총깡총 뛰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이 찰수록 더 많은 점프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보
자면, 점프 형은 다리 힘을 기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무관심 형
많은 수영인들 중에 풀에 와서 어떤 의식도 보여주지 않고 수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데크에서 보
자면 그들은 재빠르게 장비를 갖추고 곧장 걸어가서 바로 스타트한다.
모든 이에게 위안 거리
미래의 풀은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옵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워크아웃을 시작할 때 수온이 32도였다가
100미터 수영할 때마다 1도씩 떨어져서 26-7도까지 떨어진다든지….
http://www.svl.ch/svl_chall_swim_trai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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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인을 위한 몇 가지 스트레칭
펠릭스 그뮌더(Felix Gmünder, Schwimmverein Limmat Zürich)
수영에서 부상이 가장 흔한 부위는 어깨다. 어깨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을 하면 어깨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깨띠를 이루는 몇 가지 근육들은 짧아지면서 단단
해지는 성향이 있는 반면,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다른 몇몇 근육들은 약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
화 운동이 필요하다. 아래 설명한 스트레치는 아마 독자 여러분에게 낯익은 것들과 다를 수 있다. 스트레
칭을 지나치게 자주해서 또는 너무 심하게 해서 어깨 피막(shoulder capsule: 어깨 관절을 주머니처럼
둘러싸고 근육들을 가리키는 듯)에 스트레스를 주면 과도한 유연성(hyperflexibility)가 올 수 있다. 이
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은 한층 더 커진다.
최소 15초 동안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하되 근육을 튕기지 말 것. 단단하거나 짧은 근육의 경우에 좀 더
길게, 약 1분간 스트레칭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긴 스트레치가 두 번의 짧은 스트레치보다 더 좋다. 약
간 불쾌한(discomfort)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통증(pain)이 심할 정도로는 스트레치하지 않는다. 스트레
칭하는 동안에 근육이 길어지면 조금씩 느슨한 부분을 조여가라. 지나친 유연성은 생산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것. 어쩌면 이미 매우 유연해서 더 이상의 유연성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
신할 수 없거나 어깨에 통증이 심하면 스포츠 닥터나 물리 치료사에게 상담하라.
기본적인 스트레칭

극하근: 틀린 자세

바른 자세

극하근(infraspinatus): 어깻날 주위에 스트레치를 느낀다. 팔꿈치를 (굽힌 채로)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
리되 몸과는 적어도 10~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한다. 상체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팔이 가슴에
타이트하게 닿지 않도록 한다. 틀린 자세는 근육 대신 어깨 피막 후위부를 스트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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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근/대원근/소원근: 틀린 자세

바른 자세

삼두근(triceps)/대원근, 소원근(teres major, minor): 팔의 옆 부분부터 어깨 바로 아래 몸의 옆 부분
까지 스트레치를 느낀다. 손과 손가락은 말아서 어깨와 같은 편에 둔다. 귀 바로 뒤에서 팔뚝을 머리 쪽
으로 당긴다. 머리는 똑바르게 세운다.

흉근: 자세1

자세2

흉근(pectoralis): 가슴 근육을 스트레치한다. 자세1은 자세2에 비해서 레버리지 컨트롤이 조금 더 좋다.
자세1: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히고 팔뚝을 벽이나 문 뒤에 댄다. 팔꿈치는 적어도 어깨 높이 정도 되어야
한다. 스트레치 하는 편과 같은 편의 발이 어깨 앞에 있어야 한다. 몸을 천천히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돌
리되 가슴에 스트레치가 느껴질 때까지 돌린다. 통증이 없도록 팔꿈치/팔뚝의 높이를 조절한다. 자세2:
팔을 펴고 같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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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피막 하부 및 광배근(inferior shoulder capsule and latissimus): 침대나 벤치에 눕는다. 머리는
끝에서 거의 벗어나 있어야 한다. 막대기를 잡되 (무게는 1 Kg 이하의 것으로), 양 손은 어깨 넓이보다 약
간 더 넓게 벌린다. 무릎은 구부리고 있는다. 막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와 손목을 가능한한
뒤로 멀리 뻗어서 등을 스트레치한다. 등은 평평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두근: 틀린 자세

바른 자세

이두근(biceps): 틀린 자세에서는 어깨 피막의 전면부위가 극도로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관절 이
완이 올 수 있다. 게다가 이 자세에서는 이두근 힘줄(건:腱)의 시작 부분만 스트레치 될 뿐 근육은 스트레
치 되지 않고 있다. 바른 자세는, 테이블에 등을 대고 앉는다. 양 팔을 대략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펴되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이두근에 스트레치가 느껴질 때까지 양 팔을 천천히 뒤로 미끄러뜨린다.
어깨에 스트레치를 느끼면 팔의 높이를 변화시켜본다. 앞으로 숙이지 말고 좋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손
바닥과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스트레치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견갑거근(levator scapulae): 이 동작은 어깻날과 목을 연결하는 근육을 스트레치 해준다. 한 손을 목
에 대는데, 팔꿈치가 위로 뾰죽하게 올라가는 자세를 취한다. 귀 뒤에 대고 그냥 쉬고 있는 다른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엉덩이 방향으로 눌러준다. (여자들은 사진사를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이런 자세는 안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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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근 상부, 사각근, 목(upper trapezius, scalenus, neck): 가슴과 목 사이에서 시작하는 또는 삽입
되어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치한다. 바른 자세로 앉는다. 정면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한 편으로 떨어뜨린다.
스트레치를 강하게 하려면 스트레치 하는 편의 팔을 아래, 밖 방향으로 펴되 손바닥은 전면을 보게 한다.
스트레치되는 반대편의 엉덩이 방향으로 시선을 내리면 다른 목 근육을 스트레치할 수 있다.

광배근(latissimus): 일어서서 양 팔을 머리 위로 뻗되, 손목이 엇갈려서 손바닥이 겹쳐지게 한다. 양 팔
을 위로, 그리고 약간 뒤로 스트레치 한다. 스트레치를 더 강하게 하려면 몸을 약간 옆으로 굽힌다.
http://www.svl.ch/stretching/stretch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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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의 유선형을 위한 스트레칭
마티 헐(Marty Hull)

우리가 물에서 제일 빠른 순간은 벽을 밀고 나갈 때이다. 양 발이 벽을 떠나는 순간부터 속도는 늦어지기
시작한다. 상체의 유선형 자세가 뛰어나다면 밀고나가는 속도는 벽에서 더 멀리 나아갈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수면에 도달하고서도 여전히 매우 빠르게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뛰어난 유선형 자세는
출발부터 피니시 순간까지 더 빠른 수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뛰어난 유선형 자세는 어떤 것인가? 몸은 가능한한 곧고, 좁고, 매끄러워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스트레칭
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제프 라우즈(Jeff Rouse)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선형 자세를 갖고 있다. 그의 몸
이 얼마나 곧은지 보라.

그림1
또 그의 양 팔과 어깨날을 올려서 머리 뒤로 붙였을 때 그의 어깨가 얼마나 좁은지 보라.

그림2
유선형 자세가 제공하는 최대한의 잇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유선형 자세를 너무나도 쉽게 취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선형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관절과 근육의 저항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의
유선형 능력은 더 나쁜 것이고, 시합에서는 더 늦어지게 된다.
당신의 유연성을 라우즈의 자세와 비교해보라. 양 팔을 머리 뒤로 뻗었을 때, 양 팔은 동체와 완벽하게
정렬되는가? 양 팔을 머리 뒤로 뻗었을 때 등이 휘지는 않는가? 양 팔이 동체와 곧게 정렬되지 않거나 등
이 조금이라도 휜다면 당신의 유선형 자세는 그만큼 망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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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팔과 어깻날을 위로 올려서 머리 뒤에 붙였을 때 어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유선형 자세는 상당히 깨어지는 것이다.
위 사진과 같은 모범적인 유선형 자세를 얻는 비결은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어깻날의
운동 범위를 더 늘리면 라우즈처럼 곧고 좁고 부드러운 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어깻날 근육을 스트레치하려면 손이나 팔로 당기는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힘이 팔을 따라서 어
깨 관절과 어깻날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기둥이나 막대를 손으로 잡고 스트레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깻날의 주변에 있는
넓은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려면 매우 큰 힘이 든다. 큰 힘을 가하면 팔과 어깨의 모든 근육들이 당겨지고
긴장된다. 팔과 어깨의 다른 모든 근육들이 손 잡기를 유기하기 위해서 수축되어 있는데 어깻날 근육들
만 스트레칭될 수 있도록 릴랙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ROM(Range of Motion) 끈”이라고 불리는 손으로 당기는 고무줄 장치는 다른 팔 어깨 근육들을 수
축시키지 않으면서 어깻날 근육들을 스트레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장치는 스트레칭 힘이 작용할 때 손목 부위에서 손에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잡
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손, 상박, 팔, 어깨, 어깻날을 릴랙스한 채로 있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각각의 스트레칭 동작들은 매우 점차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스트레치하면서 튀거나
(bounce), 경련하듯 갑작스러운 동작(jerk)을 해서는 안된다. 어깨 관절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관절에 가
해지는 스트레스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스트레치하다 어깨를 다치면 바로 중지해야 한다. 어깨가 관절에
서 벗어난다고 느끼면 바로 멈추고 어깨 관절을 함께 묶어주는 근육들을 긴장시켜야(tighten)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트레치를 시도하라.
이 스트레치는 일주일에 3~5회 하되, 처음 며칠 동안은 가벼운 힘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점차로 힘을 증
가시킨다.
관절의 운동 범위를 지금보다 현격하게 증가시키고 싶다면 각 자세를 2~4분 동안 유지한다. 스트레칭하
는 힘을 처음 1분 내지 1분30초 동안 점차 늘려간 후, 그 힘을 유지한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천천히 진
행한다. 시작하기 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30초~45초 정도면 된다.
스트레치 동작들
스트레치를 시작하기 전에 양 팔을 유선형 자세를 취한다. 그 자세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기
억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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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리기 스트레치

(하부 근육을 위한 것) 무릎을 굽히면 손으로 매달려 있을 정도로 로프의 길이를 조정한다. 일어서면 스
트레치하는 힘을 완전히 풀 수 있어야 한다. 2~3분동안 스트레치한다.
2. 서기 스트레치

(상부 근육을 위한 것) 각 손목에 줄을 하나씩 건다. 로프를 밟고 선다. 스트레치 동작을 취하는 동안 등
아랫부분을 곧게 펼 수 있을 정도로 로프의 길이를 조정한다. 스트레치할 때에는 발가락을 누르고 가슴
윗 부분을 곧게 편다. 이 동작은 어깻날의 윗 부분과 목 아랫 부분의 근육들을 스트레치해준다. 가슴 윗
부분을 앞으로 굽히고 위로 당기면 근육들(능형근들, rhomboids)을 뒤로 더 멀리 스트레치하게 된다. 각
동작을 1분30초에서 3분 정도 한다.
3. 턱 스트레치

(후방 근육을 위한 것) 이 스트레치는 어깨를 턱 아래에서 돌려 움직인다. 로프를 어깨 높이 바로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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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는다. 한 손목에 슬링을 건다. 로프의 묶은 지점에서 먼 방향으로 기댄다. 뒤쪽의 어깻날 근육에 스트
레치를 느끼기 시작하려면 45초 정도 걸려야 한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질 것. 어깨가 어긋나지 않도록 어
깨 관절 근육을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한다. 왼편과 오른편 각각을 1분30초 내지 2분 씩 해준다.
4. 앞으로 스트레치

이것은 어깻날을 앞으로 움직이는 근육(대흉근과 전거치근)을 스트레치한다. 앞으로 기대고 가장 안정되
게 느껴지는 자세까지 팔을 회전시킨다. 앞으로 누른다. 대흉근에 스트레스를 더 가하려면 가슴을 앞으로
휘도록 내민다. 왼편과 오른편 각각을 1분30초 내지 3분간 해준다.
5. 병아리 날개 스트레치

이것은 어깻날의 회전력을 높여서 양 팔이 머리 뒤에서 더 가까이 합쳐질 수 있게 해준다. 양 편을 각각
1분30초에서 2분 가량 스트레치하되, 스트레스가 근육 관절이 아니라 어깻날 근육에 가해지도록 해야 한
다.
6. 유선형 스트레치

양 손을 머리 위에 높게 위치시키고 벽으로 기댄다. 양 팔을 이상적인 유선형 자세를 훨씬 지나서까지 편
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라. 1분30초에서 2분 정도 스트레치한다.
이제 테스트 시간! 다시 양 팔을 머리 위로 해서 유선형 자세를 취해본다. 이것을 스트레치하기 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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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모습과 느꼈던 느낌과 비교해보라. 한 세션을 하고 나면 차이가 느껴져야 한다.
-------------------------------------------------------------------------------Marty Hull is a top Masters swimmer and a consultant to the Stanford University Swim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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