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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용인, 2019년 7월 29일 – 8월 2일
단체전 해답

49 0.6 수구(⼿具)의 큰 던지기를 함: 시야 밖에서 함
수구(⼿具)를 잡음: 수구(⼿具)를 굴림

50 0.2 후프의 작은 던지기를 함
후프를 잡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후프가 신체의 일부를 중
심으로 회전함

51 0.4 수구(⼿具)의 큰/중간 던지기를 함
0.2 수구(⼿具)를 잡음: 다리 아래에서 함, 회전 도중에 함

52 0.2 수구(⼿具)의 작은 던지기를 함: 수구(⼿具)를 수구의 축을 중
심으로 회전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회전 도중에 함

53 0.2 수구(⼿具)를 수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회전 도중에 함

54 0.2 후프를 불안정한 밸런스로 듦: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또는 마루
위에서 함
후프를 신체의 일부를 중심으로 회전시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또는 마루 위에서 함

55 0.2 수구(⼿具)를 수구의 축을 중심으로 마루에서 회전시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시야 밖에서 함

0.1 수구(⼿具)의 작은 던지기를 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시야
밖에서 함

56 0.6 발뒤꿈치를 들고 360°‒539° 회전을 수행함, 손을 사용하여 다리
를 옆에 두고 위로 듦, 몸통을 수평으로 함

57 0.4 후프의 큰 던지기를 함
후프를 리바운드함: 마루 위에서 함, 다리 아래에서 함

58 0.2 공을 공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킴: 마루 위에서 함, 손을 사용
하지 않고 함, 회전 도중에 함

59 0.2 후프를 불안정한 밸런스로 듦: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후프를 마루에서 리바운드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60 0.3 공을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옮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공을 굴림: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시야 밖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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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9 후프의 큰 던지기를 함
“상체 젖히기” 회전과 수직축으로 두 번의 360° 회전을 함
후프를 리바운드함: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함, 시야 밖에서 함,
수직축 360° 회전 도중에 함

62 0.4 후프의 큰 던지기를 함: 시야 밖에서 함, 허리재기 도중에 함
후프를 잡음: 후프를 통과함, 허리재기 도중에 함

63 0.2 공의 큰 던지기를 함
수직축으로 두 번의 360° 회전과 수직축으로 한 번의 180° 회
전을 함, 마루 위로 몸을 낮춤
공을 잡음

64 0.2 “사슴”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다리를 링(ring) 자세로 함
65 0.3 “사슴”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360° 회전을 동반함
66 0.5 “앞으로 다리 벌리기”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360° 회전을 동

반함, 다리를 링(ring) 자세로 함
67 0.3 “옆으로 다리 벌리기”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68 0.4 “앞으로 다리 벌리기”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180° 회전을 동

반함
69 0.4 “사슴”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180° 회전을 동반함, 허리부터

상체를 뒤로 젖힘
70 0.4 “앞으로 다리 벌리기” 자세로 도약을 수행함: 허리부터 상체

를 뒤로 젖힘, 다리를 링(ring) 자세로 함
71 0.8 발뒤꿈치를 들고 1620° 회전을 수행함, 자유로운 다리를 뒤에

두고 수평으로 함, 몸통을 수직으로 함
72 0.4 발뒤꿈치를 들고 밸런스를 수행함, 자유로운 다리를 앞에 두

고 위로 함, 몸통을 수직으로 함
73 0.5 발뒤꿈치를 들고 270° 회전을 수행함, 자유로운 다리를 앞에

두고 위로 함, 몸통을 수평으로 함
74 0.5 발뒤꿈치를 들고 밸런스를 수행함, 자유로운 다리를 옆에 두

고 수평으로 함, 몸통을 수평으로 함
75 0.2 평발로 밸런스를 수행함, 손을 사용하여 다리를 뒤에 두고 위

로 듦, 몸통을 수직으로 함
76 0.4 발뒤꿈치를 들고 360° 회전을 수행함, 손을 사용하여 다리를

뒤에 두고 위로 듦, 몸통을 수평으로 함
77 —, —, 0 발뒤꿈치를 들고 180° 회전을, 평발로 360° 회전을 수행함, 자

유로운 다리를 옆에 두고 수평으로 함, 몸통을 수평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