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Academies

Kevin Martin Curling Academy

캐나다 컬링의 미래
케빈 마틴 컬링 아카데미
컬링은 동계 올림픽이 치러질 때마다 인기가 치솟는 종목 중 하나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게서 한 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SWEEPING
SUCCESS

Curling is gaining in popularity with each passing Winter Olympics.
As “chess on ice” takes off worldwide, the sport’s greatest player shares his
secrets with aspiring young curlers at his elite academy.

컬링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케빈 마틴이 얼음판 위로

The greatest curler of all time takes to the ice,

by the 16th century. In 1759 it migrated to Canada, where

나섰다. 빙판에 쭈그려 앉아 투구를 준비하는 대신 팔을 들어

but rather than hunkering down to set up a throw,

it now has over 1.5 million active players. Four-person

화성 팀과 토성 팀으로 나눈, 일명 ‘은하계 행성 간 경기’의 시작을

Kevin Martin stands tall, lifts his arms and opens the

teams score points by sliding the stones into a 3.6m-wide

알렸다. 캐나다 에드먼턴에 있는 마틴의 컬링 캠프에 참가한 		

“Intergalactic Challenge: Mars versus Saturn.” Cheers

target called the “house.” A deft twist of the handle allows

48명의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힘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erupt from the 48 junior players lucky enough to attend his

them to arc down the lane, hence the name “curling.” Two

team camp in Edmonton, Canada.

players escort each rock; if it starts to slow, they frantically

컬링은 빙판 위 45미터 길이의 직사각형 링크에서 펼쳐진다.
20킬로그램짜리 화강암 돌덩이 ‘스톤’을 던져서 미끄러뜨린

Curling invites a lot of jokes. The sport resembles

brush the ice, grooming a path. This all leads to much

다음, 앞에서 ‘브룸’이라 부르는 빗자루처럼 생긴 솔로 빙판을

shuffleboard, played with brooms and 20kg hunks of

loud, spirited advice echoing around the rink. As Curling

쓸고 닦으며 경기를 진행한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과

granite — called “rocks” or “stones” — on 45m-long

Canada says, it’s “the game with the ice, and the rocks, and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이후 컬링에 대한 관심이

sheets of ice. Adult clubs often involve jolly amounts of

the sweeping and the yelling.”

꾸준히 증가해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경기 시청률이

beer, and the Norwegian national team has popularized

The sport is far from simple, drawing on dexterity,

579퍼센트나 급등했으며, 그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colorful, wildly patterned “clown” pants. And yet we can’t

teamwork and an intimate knowledge of vectors. “Math

“컬링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을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look away. The 2006 Winter Olympics saw a 579 percent

and physics help you excel. It’s called ‘chess on ice’

지금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spike in viewers, and the numbers keep increasing. “I

for a reason,” explains Martin. A very social activity,

사랑받고 있지요.” 케빈 마틴의 말이다.

never thought curling would take off like this, all over the

컬링은 네덜란드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졌지만, 16세기 무렵
스코틀랜드의 꽁꽁 언 연못과 호수 위에서 활발하게 즐기기
시작했다. 캐나다에는 1759년 처음 알려진 후, 현재 150만 명이

world,” Martin says. “Israel, Kazakhstan, Brazil, Japan...”
The sport possibly originated in Holland, but it truly
slid into its groove on Scotland’s frozen ponds and lochs

케빈 마틴 아카데미의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 컬링 선수(왼쪽 페이지). 캐나다
컬링의 전설, 케빈 마틴(위). 오래전 경기에 사용됐던 컬링 스톤(아래).

curling mostly relies on players to admit infractions,
from swearing to broom-slamming. Courtesy reigns

A young curler at Kevin Martin’s summer camp (opposite). Martin,
Canada’s most decorated curler, won a gold medal at the 2010 Winter
Olympics (above). Martin displays an old curling stone (below).

here, as Curling Canada’s Rules of Curling for General

Play stresses: “Sportsmanlike behavior should be
demonstrated both on and off the ice. This includes
modesty in victory and composure in defeat.”
Even planetary rivals Mars and Saturn manage to keep

넘는 선수가 활동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컬링 경기는 3.6미터 지름의 표적 안으로 스톤을 밀어

things civil at Kevin Martin’s Summer Green and Gold

넣으면 점수를 따는 방식이다. 스톤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Curling Academy (KMSCA). Still, encouraging shouts

던지면 레인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미끄러지기 때문에

ripple across the rink at the University of Alberta’s Saville

‘컬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스톤마다 2명의 선수가 따라붙어

Community Sports Centre, which hosts two sessions. The

스톤의 속도가 느려지면 브룸으로 빙판을 닦아 스톤의 진로와

first targets individual players; the second, teams and

속도를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선수끼리 주고받는 고함 소리가

their coaches, attracting more advanced athletes.

상당히 시끄럽다. 캐나다 컬링 협회인 ‘컬링 캐나다’ 역시 컬링을
‘빙판, 스톤, 쓸고 닦기, 그리고 고함이 필요한 경기’라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운동은 아니다. 기술과 팀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학과 물리학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이유지요.”
마틴의 설명이다. 또한, 컬링은 예의를 무척 중요시하는 스포츠다.
‘빙판 안과 밖 모두에서 스포츠맨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
승자의 겸손과 패자의 담담함도 포함된다.’ 캐나다 컬링 협회의
경기 규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선수들 역시 욕설을 하거나
브룸을 던지는 행위를 규칙 위반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케빈 마틴 컬링 아카데미’는 앨버타 대학에 위치한 새빌
커뮤니티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다. 캠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이 어린 개인 선수를 위한 캠프와 컬링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과 코치를 위한 캠프로 나누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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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수업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케빈 마틴은 캐나다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banners flank the rink, but Krepps is quick to point

컬링 유망주들의 우상이다. 그는 2008년 세계 컬링 선수권

뿌듯함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강사인 켈시 로크는 세계 주니어

out, “We’re just as proud of how many campers have

대회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으며,

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했죠. 2018년 동계 올림픽

graduated to the sport’s elite levels, like two-time World

캐나다 남자 컬링 선수권 대회인 ‘브라이어 대회’를 4차례나

대표 선발전에도 우리 학교를 거쳐 간 선수가 10명이나

Junior Champion Kelsey Rocque, who’s also one of our

석권했다. 더불어 세계 컬링 투어 그랜드 슬램 대회 18승이라는

있답니다.” 크렙스의 말이다.

instructors. And now we have 10 alumni in pretrials and

대기록도 달성했다. ‘곰 아저씨’라는 친근한 별명을 가진 그는

“국가 대표 팀 시절 활용했던 다양한 방법을 바탕으로

trials before the 2018 Winter Olympics.”
Of the camp’s content, Krepps says, “It draws on stuff

2014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캐나다 컬링 명예의

훈련합니다…. 물론 나이에 맞게 조절하죠. 단계적으로 지도하기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은 스포츠넷과 미국 방송 NBC에서

때문에, 지속해서 캠프에 참가하면 컬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I use working with our national teams ... But we teach in

해설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 내용에 대한 크렙스의 설명이다.

layers, so students can return and take in more each year.”

2004년 설립된 마틴의 컬링 아카데미는 마치 극기

열여섯 살인 조딘 재널라는 이번이 네 번째 등록이다. 컬링

Sixteen-year-old Jordyn Zanella is back for her fourth

훈련소처럼 운영된다. “흥미 위주의 여느 캠프와 달리 우리는

기대주인 딸을 위해 재널라의 가족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session. Her family drives the rising star 17 hours from

실력을 가다듬는 마무리 학교에 가깝습니다.” 공동 창립자이자

위치한 키티마트에서 이곳까지 17시간을 운전해 온다고 했다.

Kitimat, British Columbia, to attend. “I’d heard about

앨버타 대학의 컬링 감독인 롭 크렙스의 말이다. 사흘간의 집중

“이 캠프에 대해 듣고는 생각했죠. ‘케빈 마틴이라고? 세계 최고의

the camp and thought, Kevin Martin — he’s the world’s

캠프 기간에는 컬링의 기술과 전술뿐 아니라 힘과 민첩성 향상

선수잖아!’” 재널라의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 캠프에 만족하는

best in the history of the sport! ” she says. But it’s not just

훈련을 병행한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응하는

이유가 단지 마틴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다. “강사들의 훈련

Martin who has won Zanella’s admiration. “I like how the

훈련도 하는데, 앨버타의 악명 높은 여름 우박이 떨어지는

THE BEST EVER The most decorated curler in Canadian

방식이 정말 훌륭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정확히 알려 주고,

instructors stay on the ice. They tell us what we need to do

모습처럼 단체로 ‘저글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history, Martin is a big draw for students. He won a

또 그것을 잊지 않게 몸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죠. 제가 만난

and write notes so we don’t forget. They’re the best people

2010 Olympic gold in Vancouver, as well as a 2008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I’ve ever met!”

“언제든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황해서는

world championship and four Briers (Canada’s curling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championship for men). He also triumphed in a record-

중요해요.” 크렙스의 말마따나 컬링 아카데미의 이런 특별한 접근

setting 18 Grand Slams. Nicknamed “the Old Bear,”

방식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캠프에 참가했던

he retired in 2014, the same year he was inducted into
the Canadian Curling Hall of Fame. He then became a
commentator for Sportsnet and the US network NBC.

캠프가 열리는 앨버타 대학의 새빌 커뮤니티 스포츠 센터(아래). 학생들은 컬링

Founded in 2004, KMSCA runs like a boot camp.

기술뿐 아니라 힘과 민첩성을 기르는 체력 훈련을 받는다(위, 오른쪽 페이지).

“There’s a time and a place for other summer programs,

The camp is held at the University of Alberta’s Saville Community
Sports Centre (below). In addition to technical drills, the camp also
provides off-ice strength and agility training (above, opposite).

which focus on having fun,” says Rob Krepps, the
academy’s co-founder and head curling coach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We’re more of a finishing school.”
The three-day intensives mix technical and tactical drills
with strength and agility training. Some are literally
exercises in frustration, like a complex group-juggling
challenge where beanbags rain down like Alberta’s
infamous summer hailstones.
“We’re asking you to get more and more
uncomfortable,” Krepps tells the whooping, giggling
kids. “Eventually you’ll make a mistake. Ask yourself
afterwards, ‘Did I react in the way I want to or from fear and
embarrassment?’ If you aspire to be a champion, you have
to overcome adversity ... Succeeding is as much mental
as physical.” The approach clearly pays off.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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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어맨다 캐슬먼

Text and photographs by Amanda Castle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