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사격선수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사격 국가대표 트레이너 이보라, 강찬호입니다.
오랜 시간 사격훈련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통증 감소와 함께 소총자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총은 몸에 총을 얹고 오랜 시간 자세를 유지하며 사격을 하는 소총선수들의
특성상 주로 허리 부상이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자세로 오랜 시간 무게를 유지하다 보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측
만증 등 각종 허리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 복부 강화 운동 및 스
트레칭, 몸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밸런스 운동 등을 꾸준히 실행해 주어야 합
니다.
지금부터 허리 와 하체, 밸런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11가지 운동과 11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자, 그럼 함께 운동하러 가볼까요?

소개해 볼게요.

①. 스쿼트 + 팔 앞으로 들기(15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준 상태에서 양팔은
차렷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2.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
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 줍니다. 이때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며 들어 올려줍니다.
3. 천천히 다시 양팔은 차렷 자세로 돌아가며
일어서줍니다. 15회 반복합니다.

②. 런지 (15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한쪽 발을 앞으로 위치시키며 시선은 정면
을 바라봅니다.
2. 상체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앞에 위치한 다
리는 ㄱ자, 뒤에 위치한 다리는 ㄴ자가 될 수
있도록 몸을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하여 내려
가 줍니다. 이때 뒤에 있는 다리의 발은 구두
를 신은 것처럼 뒤꿈치를 든 상태를 계속 유
지하여 줍니다.

-주의할

점!!

앞으로 내민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해요~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해 보세요.

③. 런지 & 흉추 회전 (15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위의 런지 동작을 하며 수
직으로 내려간 상태를 유지
한 채로 앞에 있는 다리 쪽
으로 상체를 회전시켜줍니다.
2. 이때 팔만 움직이지 않고
어깨, 몸통 전체가 회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도록 합니
다..

-주의할

점!!

손이 시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며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 보세요.

④. 와이드 스쿼드 (15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양발의 넓게 벌려준 상태에서 발끝이 10시와 2
시 방향을 가르켜 줍니다.
2. 양손은 허리에 위치시켜 준 상태로 무릎이 안쪽
으로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앉아줍니다.
3. 이때 엉덩이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줍니다. 천천히 시작자세로 돌아옵
니다.

⑤. 힙 하이킹 동작

(10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똑바로 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한쪽 골반을 바닥과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
줍니다.
2. 이때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며 한쪽 골반만 위로 올렸다 내렸
다를 반복해 줍니다. 반대로 똑같이 실시합니다.

⑥. 플랭크 (30초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팔을 90도로 굽혀 팔꿈치와 손날 방향이 바
닥에 닿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2. 양 발은 어깨너비로 벌려준 상태에서 양 발
끝과 팔꿈치, 손날로만 지탱하며 몸통을 들어
올려 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3. 그대로 30초간 유지하며 허리가 바닥 쪽으
로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유지합니다.

⑦. 사이드 플랭크 (40초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굽혀 바닥을 지탱해
줍니다.
2. 양 발은 포개어 준 상태로 한 쪽 손은 허리
에, 또는 쭉 펴 천장 방향을 가르켜 줍니다.
3. 바닥 쪽에 있는 옆구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주며, 40초간 유지합니다.

⑧. Z 플랭크 (40초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줍니다. 양팔은 앞으로 나
란히 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2. 그대로 상체를 뒤로 기울여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
지며 앉지 않도록 주의하며 옆에서 봤을 때 몸이 Z자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0초간 유지해 줍니다.

⑨. 팔다리 교차 들기(10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네발 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편 무릎을
구부려 팔꿈치와 무릎이 명치 앞쪽에서 만나도록
해줍니다.
2. 팔은 머리 위로, 발은 뒤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팔다리를 쭉 편 상태로 뻗어주고,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대편도 똑같이 실행해 줍니다.

⑩. 슈퍼맨 (15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엎드린 자세에서 양 팔과 다리를 쭉 뻗어 줍니다.
2. 시선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향하고, 팔다리를 동시
에 들어줍니다. 이때 승모근이 수축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내려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고 15회
반복합니다.

⑪ 브릿지 (20개씩 3sets) (세트 사이 휴식시간 : 1분)
1.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다리는 90도 각도로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2. 손바닥 또한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
히 엉덩이부터 바닥에서 떼어 천장 방향으로 밀
어 올려줍니다. 이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풀리
지 않도록 유지하며 들어 올리고, 내려올 때에는
엉덩이가 맨 마지막에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복부의 힘을 유지하며 내려줍니다.

#스트래칭 11동작
#목 스트레칭 1번
1. 서 있는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왼손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감싸줍니다.
2. 대각선으로 내 코가 내 왼쪽 겨드랑이를 향하도록 머
리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3.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목 스트래칭 2번
1. 서 있는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2.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감싸 쥔 후에 왼쪽 귀가 왼쪽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3. 그대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목 스트레칭 3번
1. 양손으로 오른쪽 쇄골 아래를 밑으로 당겨줍니다.
2. 턱 끝이 왼쪽 위를 향하도록 들고 스트레칭 상태를 20
초간 유지합니다.
3. 그대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어깨 스트레칭 4번
1. 한 팔을 가슴 앞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보내준 상태
에서 반대 팔을 90도 구부려 당겨줍니다.

2.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반대쪽을 바라보며 진
행해 줍니다.

#허리 스트레칭 5번
1.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더 넓게 벌려준

뒤 팔은 위로 쭉 뻗고 양옆으로 기지개를
폅니다.
2. 양쪽 발바닥은 바닥을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옆구리를 쭉 늘려줍니다.

#허리 스트레칭 6번
1.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옆으로 뻗은 채로 누워
줍니다.
2. 한쪽 다리의 무릎을 90도 굽힌 채로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허리 스트레칭 7번
1. 네발 기기 자세에서 배꼽이 땅에 닿는다 생각하
고 허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며 15초간 유지합니
다.
2. 반대로 등이 하늘에 닿는다 생각하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 줍니다. 위와 같이 15초간 유지해
줍니다.
#가슴 스트레칭 8번

1. 바로 선 자세에서 한 팔을 90도로 굽혀 모서리에 지지
해줍니다.
2.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가슴이 전체적으로 이완 될 수
있도록 지긋이 눌러줍니다.

#골반 스트레칭 9번

1. 바닥에 등을 대고
마시면서

눕고, 숨을

왼쪽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와

손으로 껴안습니다.
2. 그대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세요.

#골반 스트레칭 10번
1. 한쪽 다리는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려 몸
앞에 위치시키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상태로
뒤로 뻗어줍니다.
2. 상체를 천천히 세워주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3. 20초간 유지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
합니다.

#골반 스트레칭 11번

1. 바닥에 누워서 두 다리는 공중에
들어 올린 후, 구부려서 한쪽 발목을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아줍니다.

2. 오른쪽 무릎 뒷부분에 손을

넣고

깍지 껴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3. 그대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1.

트레이닝

(주 3회 - 5회 실시해 주시고)

후에 식사와 휴식. 훈련만큼 중요한 것 아시죠?

바르게 잡힌 체형으로 하루의 만족감도 얻어 가시고,
성장해 가는 선수생활습관 또한 자리 잡힌다면
좋은 사격선수와 퍼포먼스를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수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사격 국가대표 이보라, 강찬호 트레이너의 사격(소총) 운동프로그램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