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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hysical fitness levels among artistic
swimmers in artistic swimmer national team trials. It is aimed to strengthen the physical fitness
evaluation criteria of the national team and construct a physical fitness evaluation item suitable for an
artistic swimming event. [Methods] A total of twenty two female elite artistic swimmers participated in
this national team selection trial. Measurement list was performed body composition (Height, Weight,
Body fat(%), Skeletal muscle mass, Lean body mass, BMI, Shoulder width, Arm span), Basic physical
fitness (Push-up, Sit-up, Chin-up, Endurance of trunk backward extension and Sargent jump), Flexibility
(Trunk backward extension, Shoulder flexibility, Frog position and Underwater split R, L) and
Swimming test (100 m freestyle, 400 m freestyl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using SPSS
Statistics ver 25.0. [Results] Age and skeletal muscle mas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05). Also, 400 m swimming tes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sic physical fitness and flexibility.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ected athletes are excellent not only in acting but also in physical fitn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physical fitness items for the preliminary artistic swimming and to classify the
physical fitness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ic swimmers.
Key words: Artistic swimming, Elite athletes, Physical fitness assessment, Performance factor for Artistic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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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역동성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
실시되는 아티스틱 스위밍(Artistic Swimming)은 1984
년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되어 솔로, 듀엣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팀 경기는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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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되었다(Lundy, 2011;
Robertson et al., 2014). 대중들에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으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아티스틱 스위밍은 지
난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 총회
를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칭에 걸
맞게 아티스틱 스위밍은 수중에서 음악에 맞추어 다이나
믹한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예술 연기를 펼치
면서 동작을 일치시켜야 하는 등 경기 중 다양한 요소들을

The artistic swimmer physical fitness test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이다(Robertson et al., 2014).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 대표팀은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서 메달권에 속하며 아시아
에서 정상권을 유지하였으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부터는 메달권 진입에 실패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 대표팀의 경기 결과를 분석해보면, 메달권 국가들
과 합계 점수에서 10점 이상의 큰 격차가 나타나 경기력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 난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상위권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기력에 필요한 요인
들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틱 스위밍은 수중에서 무중력 상태로 약 2~5분
동안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력과 파워,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동작의 정확성과 신체 컨트롤, 예술표현 등의
경기력이 요구된다(Rodríguez-Zamora et al., 2014;
Tinto et al., 2017). 또한 수중에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강도 높은 동작을 수행하는 동시에 우아함과 균형미 잡힌
동작을 선보여야한다(Yamamura et al., 1999). 그러므
로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에게 수중에서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야하는 근 파워, 동
작을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는 관절의 움직임과 유연성
(Mountjoy, 2009; Tinto et al., 2017), 간헐적으로 호
흡을 참으면서(Breath holding) 경기를 수행해야하는
능력 등(Bjurstrom & Schoene, 1987; RodríguezZamora et al., 2018)의 체력요인은 필수적이다. Yamamura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의
신체의 기능적 측면과 퍼포먼스 스코어 간의 유의한 관련
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근력, 근지구력 및 유산소성 능력
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Bjurstrom &
Schoene(1987)는 우수한 경기력을 보유한 아티스틱 스
위밍 선수들이 호흡을 참는 능력(Breath holding)이 뛰
어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력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
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체력 훈련을 배제한 채 수중
기술 훈련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무중력 상태인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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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술 동작의 정확성과 경기 종목에 따라 팀원 또는
파트너와의 동작의 일치성이 고득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특성을 고려한다면 체력적인 부분의 향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 항목에는 체력적 요소
는 배제된 채 수중 연기력과 대회 성적만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 도쿄 올림픽, 2022 항저우 아
시안게임 등과 같은 국제 경기를 대비하여 아티스틱 스위
밍 국가대표 선발전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우수
한 능력을 갖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적합한 선발전 체력평가 항목을 구축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실
시한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여자선
수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절차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2017년 12월
에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실시하였다. 아티
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체력평가는 최초로 도
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티스틱 스위밍 지도자 및 전문위
원, 스포츠 과학 연구자 등이 모여서 측정항목 선정을 위
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티스
틱 스위밍 종목에서 필요한 경기력 요인(Lee, 2013;
Mountjoy, 2009)과 국외에서 시행된 엘리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체력평가 항목(Sasahara et al., 2014)을
참고하여 종목에 적합한 체력요인을 근지구력, 근파워,
유연성, 수영능력으로 선정하였다.
측정항목은 실험실에서 진행한 기초체력, 유연성 항목
과 수중에서 진행한 수중 스플릿 및 수영 능력 테스트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체력평가 항목과 반영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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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참가 선수들에게 선발전
당일 체력평가 실시 전 운동생리학 실험실에 집결하여
전반적인 선발전 진행과정과 체력측정 순서 및 측정 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Table 1. Artistic swimmer national team trials physical
fitness test items in 2018
Factors

Measurement list

Ratio (%)

Body
composition

Height, Weight, Body fat, Lean
body mass, Skeletal muscle mass,
Body mass index, Shoulder width,
Arm span

0%

Basic
physical
fitness

Push-up, Sit-up, Chin-up,
Endurance of trunk backward
extension, Sargent jump

30%

Flexibility

Trunk backward extension, Frog
position, Shoulder flexibility, Split
position in swimming pool (Right
front, Left front)

30%

Swimming
test

100 m freestyle,
400 m freestyle

40%

측정 항목 및 방법
신체조성
선발전 당일 체력측정 순서 및 유의사항 등의 공지사
항을 전달한 후, 신장체중계(BSM 370, Biospace Co.,
Korea)와 체지방 분석기(InBody 77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 어
깨넓이, 지극 등을 측정하였다. 어깨넓이는 어깨 유연성
측정을 위한 시작점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하였으며, 지극
은 다른 신체조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체력평가에 반영되
진 않지만, 예술적인 표현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와 더
불어 앞으로의 추이를 보기위하여 측정하였다.
체력측정
기초체력
2018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체력평가 측
정은 운동생리학실험실 및 수영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신
체조성 측정 후 근지구력 요인에 해당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체후굴 지구력을 측정하였고, 근

파워 요인에 해당하는 서전트 점프를 측정하였다. 팔굽혀
펴기는 팔을 어깨넓이로 벌려서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무
릎을 바닥에 대고 실시하였다.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바
닥에 높이 15cm의 모형을 고정시키고 가슴이 닿을 정도
로 팔을 굽혀 내려가도록 하였으며 45초간 실시하였다.
윗몸일으키기는 싯업판에 누운 뒤 발을 밴드에 고정시키
고 무릎은 90°로 구부린 상태에서 1분간 실시하였다. 턱
걸이는 친업 바(Chin-up bar)에 매달려서 시작 신호를
듣고 60초 동안 실시하였다. 체후굴 지구력은 지면의 측
정판 위에서 체후굴 자세를 취하면 체후굴 측정기를 선수
의 턱 아래에 놓고 버티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턱이 측
정기에 닿을 경우 종료하였다. 서전트 점프는 측정판 센
서 위에 양발을 어깨넓이로 놓고 바로 선 상태에서 하체
반동 없이 점프한 후 측정판 위로 양발이 착지하도록 실
시하였다.
유연성
유연성 항목은 체후굴, 개구리자세, 어깨유연성, 수중
스플릿으로 구성하였다. 체후굴은 지면의 측정판 위에 엎
드려서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 발목을 고정시킨 채 상체를
뒤로 젖혔을 때 측정판과 턱 사이의 높이를 체후굴 측정
기(TKK-5404, Takei, Japan)로 측정하였다.
어깨유연성은 정면을 보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한 채 탄성이 없는 줄을 자신의 어깨넓이만큼 잡고
등 뒤에서 머리 위를 지나 가슴 앞쪽으로 어깨관절을 회
전시켰을 때 양손으로 잡은 줄의 길이를 cm 단위로 측정
하였다. 개구리자세는 바닥에 M자 모양으로 부착한 테이
프 위에 하지의 모양을 맞추고 양손을 머리 위에 얹은 후
바닥에 앉았을 때 지면과 엉덩이 부분 사이의 간격을 측
정하였다.
수중 스플릿은 <Fig. 1>에 제시한 것처럼 수중에서 양
손에 공기통을 잡은 상태로 거꾸로 한 자세를 유지한 채
양발의 엄지발가락에 탄성이 있는 고무줄을 끼우고 오른
쪽 또는 왼쪽 다리를 전후로 벌린 상태에서 사타구니 부
근과 고무줄 사이의 간격을 L자 모양의 자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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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derwater split position measurement method

수영 능력 테스트
수영 능력 테스트는 25m Swimming pool에서 100m,
400m 자유형을 실시하였다. 100m 수영 능력 테스트는
자유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입수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기준 기록(1′15″00)을 통과할 경우 1점, 통과하지 못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400m 수영능력 테스트는 <Fig. 2>에 제시된 것처럼
자유형과 함께 잠영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측정항목으로
심폐지구력과 잠영능력이 요구된다. 출발은 입수 상태에
서 실시하였으며, 25m 자유형 후 플립 턴(flip turn)을 하
고 다시 25m 자유형으로 스타트지점(50m)까지 돌아와
서 다시 플립 턴을 한 후 25m 자유형으로 75m 지점까지
수영한다. 75m 지점에서 사이드 턴(side turn) 후 25m
잠영을 실시하고 100m 지점(출발지점)에 도착하면 잠영
상태에서 플립 턴을 실시하며 다시 처음과 동일하게 반복
한다. 1회 cycle은 100m(75m 자유형 x 25m 잠영)로 총
4회 진행하였으며 테스트의 기준 기록(5′50″00)을 통과
할 경우 1점, 기준 기록을 초과하여 들어오거나 2회 이상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할 경우 0점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Window용 SPSS/PC ver 25.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
출하고 그룹 간 체력평가 항목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실시하였으며 모
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Fig. 2. 400 m Swimming test measurement method

연구결과
신체특성
2018 아시안게임 대비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
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신체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최종선발 및 비선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에 비해 나이, 골격근
량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기초체력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의 기초체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서전트 점프, 팔굽혀펴기, 윗
몸일으키기, 턱걸이, 체후굴 지구력 등 모든 항목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연성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의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어깨유연성과 체후굴 항목에서는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개구리자세와 수중 스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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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tal
(n=22)

Variables

Groups
Selection group
(n=10)

Dropout group
(n=12)

t

p

Age (years)

16.36±2.46

17.50±2.27

15.42±2.27

2.140

.045*

Height (cm)

163.11±4.91

165.40±5.70

161.20±3.28

2.064

.058

Weight (kg)

51.93±5.91

53.58±5.08

50.55±6.40

1.211

.240

Body fat (%)

19.49±4.98

19.17±3.42

19.75±6.14

-.279

.783

Lean body mass (kg)

41.63±3.60

43.26±3.74

40.28±2.99

2.082

.050

Skeletal muscle mass (kg)

22.76±2.19

23.80±2.27

21.89±1.78

2.215

.039*

2

BMI (kg/m )

19.48±1.56

19.56±1.09

19.42±1.92

.209

.836

Shoulder width (cm)

41.05±1.64

41.42±1.26

40.73±1.89

.979

.339

Arm span (cm)

168.20±4.37

168.44±4.74

167.99±4.24

.532

.817

Mean±SD
*: p＜.05, Selection group vs Dropout group

Table 3. Comparison of basic physical fitness between the selection group and dropout group
Groups
Variables

Selection group
(n=10)

Dropout group
(n=12)

t

p

Sargent jump (cm)

32.23±4.92

30.08±4.14

1.112

.279

Push-up (reps/45s)

23.40±7.73

18.75±13.42

1.015

.323

Sit-up (reps/60s)

51.80±8.57

50.33±10.53

.353

.728

Chin-up (reps/60s)

2.30±2.26

1.42±2.15

.937

.360

Endurance of trunk backward
extension (sec)

56.05±43.85

49.85±52.73

.234

.818

Mean±SD

R, L에서는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우수한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Comparison of flexibility between the selection
group and dropout group
(unit: cm)
Groups
Variables

수영 능력 테스트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의 수영 능력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00m 수영 테스트에
서는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400m 수영 테스트에서는 최종
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Selection group Dropout group
(n=10)
(n=12)

t

p

Trunk
backward
extension

65.34±4.76

65.80±4.01

-.172

.866

Shoulder
flexibility

37.46±12.35

37.27±16.37

.031

.976

Frog
position

1.22±2.73

5.04±9.33

-1.344

.201

Split R

7.80±5.52

9.03±7.39

-.432

.670

Split L

9.52±5.42

10.11±7.71

-.203

.84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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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swimming test between the
selection group and dropout group
(unit: point)
Groups
Variables

Selection
group
(n=10)

Dropout
group
(n=12)

t

p

100 m
Swimming test

1.00±0.00

0.92±0.29

.909

.374

400 m
Swimming test

0.80±0.42

0.08±0.29

4.718

.001***

Mean±SD
***: p<.001, Selection group vs Dropout group

논 의
본 연구는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서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체력평가를 도입하였
으며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 간의 체력측정 결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400m 수영 능력
에서는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골격근량에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5). 반면 기초체력과 유연성에서
는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
지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영 종목에서 경영과 아티스틱 스위밍은
경기의 특성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필수적인 유사성
을 가지고 있다(Vassilios et al., 2016). 경영 종목에서
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구력에 필요한 유산소성 능력과
최대 근력 향상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Aspenes
et al., 2009) 이는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지구성 능력과 경기 중 역동적인 동작 수행 시 무
산소성 파워 능력을 요구하는 특징과 유사하다
(Robertson et al., 2014; Tinto et al., 2017;
Yamamura et al., 1999). 또한 아티스틱 스위밍 팀 루
틴 종목은 400m 수영 종목과 경기시간이 비슷하기 때문
에(Chatard et al., 1999; Tinto et al., 2017), 본 연구
에서는 실제 경기에서 잠영과 수영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종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잠영을 포함한 400m
수영 능력 테스트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선수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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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능력, 심폐지구력 및 잠영 능력 등 복합적인 체력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Table 5>에 제시된 400m 수영 능력 테스트 결과에서는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1). Alentejano et al.(2012)은 아티스틱 스위
밍 선수들이 수중 운동 시 비훈련자 여성들보다 호흡 중
지(Breath-holding)를 유지하는데 더 잘 적응한다고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한 400m 수영 능
력 테스트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기력이 높은 선수가 호흡 중지
(Breath holding) 지속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고 제시한
Bjurstrom & Schoene(1987)의 선행연구 내용을 뒷받
침 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400m 수영 시간과 풀
업(pull-up) 반복 횟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Storck, 201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Table 3>에 제시된
근지구력 항목(Push-up, Chin-up, Sit-up, Endurance
of trunk backward extension)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
선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거리 수영 시 심폐지구
력뿐만 아니라 근지구력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아티스틱 스위밍을 비롯한 체조, 피겨 및 다이빙
과 같은 종목은 다른 스포츠보다 신체의 관절가동범위를
더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외적인 연출과 특정 기술 수행
여부가 경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Sands et al.,
2008). 특히, 아티스틱 스위밍은 수중에서 관중 및 심사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측
면에 있어서 유연성이 중요하다(Chu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유연성 항목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개구리자세, 어깨유연성, 수중 스플릿
자세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우수한 경향
으로 나타났다. Lee(2004)의 연구에서는 아티스틱 스위
밍 선수들이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들에 비해 앉아윗몸
굽히기, 체후굴, 하지전후개각 등의 유연성 요소들이 월
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
라 유연성 항목 중 스플릿(split)은 수중에서 거꾸로 수직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면 위에 양측 하지를 전후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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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하게 놓은 자세로 FINA(2017)에서 제시한 여러 가
지 기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세(basic
position)이며,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력이 우수한 국가에
서 활용하고 있는 체력평가 항목 중 하나이다(Sasahara
et al., 2014). 더욱이, FINA(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중 Airborne split position과 Rocket split은 순간
적인 힘을 발휘하여 수면 위로 하지를 띠워서 스플릿 자
세를 취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로 행해지는 스플
릿 보다는 역동성이 요구되어진다. Homma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 상위 랭킹 선수
들과 나머지 선수들 간에 수면 위로 몸을 상승시킨 높이
인 평균 최고 수위(peak height)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테크니컬 루틴 점수와 최고 수위 요소 간에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티스틱 스
위밍 경기에서 수행해야할 동작들은 난이도에 따라 점수
가 상이하기 때문에(FINA, 2017) 경기 중 고득점을 받
기 위해서는 높은 수위에서 동작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
어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선수들은 우수한 유연
성과 함께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여 동작을 크고 빠
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근파워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코
어의 안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신체조성은 성공적인 운동 수행
을 하기 위해 기계적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
문에(Sekulić et al., 2005) 신체조성의 체지방량, 제지
방량 및 골격근량에 따라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력에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
체중 및 제지방량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나이와 골격근량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able 2>. Lee & Lee(2001)는 청소년기
여학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제지방량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청소
년임을 감안한다면 나이에 따른 성장이 신체조성의 차이
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중 종목(수영, 수구) 선수들은 타 종목(투기,
육상 던지기) 선수들보다 제지방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Lee et al., 1996), 본 연구에서도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중 종목 선수들의 제지방량 결과
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1996;
Yamamura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훈련량과 기

간, 프로그램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
만, 부력이 존재하는 수중이라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Hong & Lee, 2002) 상대적으로 지상에서 실시되는 종
목과 비교하여 중력과 체중에 의한 부하를 적게 받은 결
과가 신체조성의 차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근량에서 최종선발과 비선발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서
근육량이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엘리트 선수들에 있어서 종목 특성과
자신의 신체에 맞는 신체조성의 중요성은 일반인들과 달
리 운동 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Sundgot-Borgen & Garthe, 2011) 향후 선수들의 경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Wolfe, 200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
하고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아
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적합한 체력평가 항목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종선발 그룹과 비
선발 그룹 간의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조성은 골격근량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장, 체중, 제지방량, 체
지방률 그리고 BM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기초체력은 최종선발 그룹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유연성은 최종선발 그룹이 개구리자세, 어깨유연성
그리고 수중 스플릿(R, L)에서 유연성이 좋은 경향
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수영 능력 테스트는 400m 수영 테스트에서 최종선
발 그룹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100m 수영
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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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체력, 유연성 그리고 수영 능력에서 우수한 경
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잠영 구간이 포함된
400m 수영 테스트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앞으로 꿈나무, 유소년, 상비군 선수를 포함한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온 지
도자들에게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필요한 체력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대상자 표집보다
더 많은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영 능력 테스트의 배점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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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체력평가 도입에 따른
참가 선수들 간의 체력수준 비교
김지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임승택(강원대학교, 나사렛국제병원) ․
이광규 ․ 이상철(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지은빈(일본체육대학) ․
박지영(대한수영연맹) ․ 김언호(동국대학교) ․ 민석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목적] 본 연구는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선수들 간의 체력수준을 비교하여 추후 진행될
국가대표 선발전의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적합한 체력평가 항목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여자 선수 22명을 대상으로 체력평가를 진행
하였다. 측정 항목은 신체조성(신장, 체중, 체지방율, 골격근량, 제지방량, BMI, 어깨넓이, 지극), 기초체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체후굴 지구력, 서전트 점프), 유연성(체후굴, 어깨유연성, 개구리자세,
수중 스플릿 R, L), 수영 능력 테스트(100m 자유형, 400m 자유형)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
25.0을 활용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여 최종선발 그룹과 비선발 그룹 간의
체력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선발 그룹(n=10), 비선발 그룹(n=12)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나이, 골격근량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400m 수영 테스
트에서도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반면, 기초체력(서전트 점프,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체후굴 지구력)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연성 항목인 개구리자세와 수중 스플릿(R, L)과 100m 수영 테스
트에서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다소 우수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선발 그룹이 비선발 그룹보다 체력평가에서 우수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제 최종 선발된 선수들이 연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보다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 특성에 맞는
선발전 체력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과 체력평가 항목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아티스틱 스위밍, 엘리트 선수, 체력평가,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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