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 Dogs Rock!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독 스포츠의 소개!

한국어 판
저자 : 월드 챔피언 피터 블룸, 제프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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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Skyhoundz 는 “Disc Dogs Rock!” 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기우(알렉스)님과 이재훈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어판 감수 트레이너들: Skyhoundz 는 “Disc Dogs Rock!” 를 지지해 준 아래 한국의 디스크독 트레이너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가나다 순) 김상동, 김호민, 박형진, 소민호, 윤청섭, 이현주, 정원용, 조영종, 최용석, 한상준.
이 책에서 사용된 저작권자와 사진의 모델을 확인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본 편집자는 이에 대해 사과 드리며, 다음 판본에서 타당한 답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트레이드마크: Hyperflite 와 K-10 은 Hyperflite, Inc. 의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ompetition
Standard, Disc Dogs Rock!, Disc Dogs! The Complete Guide, Disc Dogs! Training DVD, FrostBite disc, FrostBite Pup
disc, Jawz disc, Jawz Pup disc, K-10 Pup disc, Midnight Sun disc, PAWS, SofFlite disc, SofFlite Pup disc, UV disc 그리고
PAWS Freestyle Scoring System 모두 Hyperflite 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Skyhoundz 는 PRB & Associates, Inc. 의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Peter Bloeme 과 Jeff Perry 에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전체 또는 일부의 재생산 권을
포함한 권리입니다. Disc Dogs Rock! 의 어떤 부분도 (승인된 심사에서 단기간의 거래는 제외) 재생산하거나,
복사하거나, 검색시스템에 저장하거나, 또는 사전에 Hyperflite 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Hyperflite 사와 저자들이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책에 담긴 내용의
정확성과 완성성에 관해서는 어떤 대변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특히 상품성이나 적합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집자나 저자들은 그로 인해 생기는 명예 훼손이나, 금전적 손해, 다른 어떤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는 특수하거나, 부수적인, 간접적인, 또는 다른 어떤 손해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책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수의사 관련 조언이나 개인적인 연습이나 양육관련 추천 혹은 독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isc Dogs Rock! 은 당신이 개와 함께 원반던지기 놀이나 대회 참가 준비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 하나로써 쓰여야만 합니다. 당신의 개가 어떤 의학적이나 행동학적 이상
증후를 보인다면 항상 수의사나 전문 트레이너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이야기일까요...
Getting
Started...
디스크 독 놀이는 왜 하는가?
대부분의 개들, 특히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보더콜리, 캐틀 독, 레브라도와 같은 개들은 격렬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개가 놀이터 (exercise department) 에서 부당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석고 보드에서부터 소파까지 그 무엇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지능을 지닌 개들은
당신의 가장 비싸거나 소중한 물건을 통해 당신과 “대화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근잘근 씹힌 신발은
“이봐, 당신은 이틀 동안 날 산책시키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가구나 가족의 가보까지 피해가
간다면, 대화를 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화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여긴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한번만 더 강조하면 – 지루한 개는 파괴적입니다!
당신에게 바쁜 일정이 있거나, 날씨가 원하는 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멍멍이와 매일 2마일씩
산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테니스 공을 던지는 게 그 전보다 그다지 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딜레마에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습니다. - 당신의 소중한 시간
중 단지 몇 분이면 됩니다. 믿기 힘들지만, 10분 동안 원반던지기 놀이를 하고 나면, 목줄을 한 채 수 마일을
걷는 것과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똑같은 스태미나 소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반던지기 스포츠는 사상 최고의 인기가 있는데다, 고맙게도 현대 기술과 최신 기술을 사용한 폴리머(현대
원반) 덕분에 비용면 에서도 감당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가견들 중, 무는 힘이 강한 개들은 한 번의
연습 경기 때 대여섯 개의 원반을 부숴버렸습니다. 한 번의 연습 시간마다 5~10 달러씩 드는 비용으로 인해
많은 디스크 독 마니아들이 이 스포츠에 참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년 전, Hyperflite 라는 새로운
원반 제작회사가 30여년이 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결심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Hyperflite

사가

출현하기까지는,

대회나

레크리에이션에서 사용하던 원반은 35 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왔습니다. 개보다는 사람에게 맞추어
설계된 원반들은 거칠게 무는 개들의 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정교한 공기역학적 설계와 재료공학적 기술을 응용해
Hyperflite 는 K-10 (현재의 Competition Standard) 개
원반 던지기 대회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이루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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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원반이 만들어졌습니다. K-10 디자인은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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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반면의 보강된 인장력, 훨씬 먼 거리를 날 수 있게 하는 공기역학적 발전, 그리고 개 치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래와 먼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역방향 편평 접지면을 포함합니다. Hyperflite 사 원반제작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스크 독 대회에서 특별히 쓰이도록 설계된 원반의 첫 특허(미국 특허 6,887,119 번)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허권을 손에 넣은 Hyperflite 사는 30 년 이상 개 주인들을 괴롭혀온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 바로 원반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불독이나 다른 강력한 턱을 가진 개들은 그저 원반던지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매년
몇 백 개의 원반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전반적인 연구를 토대로, Hyperflite 사는 강력히
물어도 버틸 수 있지만, 개의 이빨에 손상을 입힐 위험성이 없는, 저항력을 가진 고분자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는 힘든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료가 쓰였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정한 높은 기준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고분자 물질이 유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물질은 테스트 기계의 시험을 잘 견뎌냈는데, 이 기계는 Hyperflite 가 개발하였으며,
원반을 무참히 박살내는 경향 때문에 애정이 깃든 마음으로 부르기로 한 Hal K-9000 (“2001 a Space Odyssey”

보호소의 개 – 보호소나 구조 기관의 개들은 훌륭한 디스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더콜리나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라브라도,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개가 최고의 디스크 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받는 개가 훌륭한 디스크 독이 될 수 있으며, 보호소나
구조된 개들보다 사랑을 받는 개는 훨씬 드뭅니다.

— Jeff Perry, 1989 World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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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각하라. - 번역자 주 : 68년에 나온 영화로 Hal K-9000 은 우주 여행할 때 우주선을 제어하는 컴퓨터이고
본문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계장치의 비유로 쓴 듯)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비 테스트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자, Hyperflite 사는 초기 버전의 원반을 세상에 내놓아,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개들의 입에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테스트는 이 새로운 물질이 실제로 믿기지 않을 만큼 뚫는 힘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Jawz 원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Hyperflite 사는 Jawz 원반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회용 원반이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Hyperflite 사의 변혁을 향한 문화는 이 산업의 첫 번째 자리를 항상 지켜 왔는데: 최초의 추운 날씨 대회용
원반 (“FrostBite”), 최초의 소형견 대회용 원반 (“K-10 Pup”), 최초의 부드럽고 유연한 대회용 원반(“SofFlite”),
최초의 야광/색이 변하는 뚫는 힘에 강한 원반 (“Jawz Fuzzion”) 이 포함되며,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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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는가?
대부분의 개들 특히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보더콜리, 캐틀 독, 레브라도와 같은 개들은 격렬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활동 백화점’에서 에너지 넘치는 개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면 당신은 그냥 벽지에서부터 소파까지 그
무엇과도 작별인사를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개들은 당신의 가장
비싸거나 소중한 물건을 통해 당신과 “대화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근잘근 씹힌 신발은 “이봐, 당신은
이틀 동안 날 산책시키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가구나 가족의 가보까지 피해가 올라가면 대화를
하기 위한 좀 더 발악이 섞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당신 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심지어 화를 내는 관심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을 기울여줘야 합니다. 한번만 더 강조하자면 – 활동성 강한 개는 파괴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에게 바쁜 일정이 있거나, 날씨가 원하는 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2마일
걸어야 하는 거리를 멍멍이와 산책할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테니스 공을 던지는 게
그 전보다 그다지 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딜레마에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이건 당신의 소중한 시간 중 단지 몇 분만이면 됩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10분 동안의
원반던지기 놀이만 하고 나면, 수 마일을 끈을 묶은 채 걷는 것과 체력적 정신적으로 똑같은 스태미나 소모

Long Photography, Inc.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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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반던지기 스포츠는 사상 최고로 인기 있는데다, 근대 기술과 초현대적인 고분자 형태(현대 원반) 덕분에
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참가견들 중 무는 힘이 강한 개들은 한 번의 연습 경기 때 대여섯 개의 원반을
부숴버렸습니다. 단지 한번 경기 할 때 5~10 달러씩 드는 비용 때문에 많은 디스크 독 마니아들이 이 스포츠에
참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년 전 상황이 바뀌었는데, Hyperflite 라는 새로운 원반 제작회사가 30년
넘게 된 현 상황의 지표면에서 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yperflite 사가 현재에 도달하기까지, 대회나 레크리에이션에서 사용하던 원반은 35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왔습니다. 개를 위해서라기보다 사람한테 맞도록 설계된 다른 원반들은 거칠게 무는 개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교한 공기역학적 설계와 재료공학적 기술을 응용해 Hyperflite 는 K-10 개 전용 원반을
만들어냈습니다. K-10 디자인은 신나는 원반 던지기 대회에 몇 가지 발전을 이룩했는데, 원반면의 보강된
인장력, 훨씬 먼 거리를 날 수 있게 하는 공기역학적 발전, 그리고 개 치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래와
먼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역방향 편평 접지면을 포함합니다. Hyperflite 사 원반제작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스크 독 대회에 특화되어 쓰이도록 설계된 원반의 첫 특허(미국 특허 6,887,119 번)가 출원되었습니다.

보상으로 먹을 것을 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종종 쓰이지만 그건 별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놀이를
할 때, 혹은 순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던지며, 열정적이고 친근한 칭찬을 가미하는 것이
바라는 행동을 강요하도록 대가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 Jeff Stanaway, 2003 Hyperflite Skyhoundz World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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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손에 쥐고 Hyperflite 사는 개 주인들을 30년 이상 괴롭혀온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 바로 원반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불독이나 다른 강력한 턱을 가진 개의 주인들은 그저 원반던지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매년 몇 백 개의 원반 정도는 쉽게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전반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Hyperflite 사는
강력히 물어도 버틸 수 있지만, 개의 이빨에 상처 낼 위험이 없는 저항력을 가진 고분자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노고 어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재료가 쓰였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정한 높은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마침내 한 고분자 물질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물질은 테스트 기계의 시험을 잘 견뎌냈는데, 이 장치는 Hyperflite 가 개발했고
원반을 가차 없이 박살내는 경향성 때문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붙여준 Hal K-9000 (“2001 a Space Odyssey”)
를 생각하라. - 번역자 주 : 68년에 나온 영화로 Hal K-9000 은 우주 여행할 때 우주선을 제어하는 컴퓨터이고
본문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계장치의 비유로 쓴 듯)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비 테스트가 만족할 만하게
성공하자, Hyperflite 사는 초기버전의 원반을 현실에 내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개들의 입에 넣어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 새로운 물질이 사실상 믿기지 않을 만큼의 뚫는 힘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Jawz 원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Jawz 원반이 세계적으로 가장
질긴 대회용 원반이라 생각됐음에도 불구하고 Hyperflite 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Jawz Discs — The World’s Toughest
Jawz discs are the world’s toughest competition-approved
canine flying discs. In normal play or practice, Jawz discs
stand up to gnashing canine teeth better than any
other competition disc. As tough as Jawz discs are,
they should never be used as canine chew toys.
Jawz discs do not float in water.

Jawz Disc (8 ¾” diameter | 145
grams) Colors — Black | Blueberry |
Lemon-Lime | Pink Guava | Tangerine |
Glow-in-the-Dark
Jawz Pup Disc (7” diameter | 90
grams) Colors — Lemon-Lime | Pink
Guava | Tangerine | Glow-in-the-Dark

How good is the Hyperflite Jawz disc? It’s like a tire
company inventing a 200,000 mile tire
— Jeff Stanaway, World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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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Dogs Rock! by Peter Bloeme & Jeff Perry
Hyperflite 사의 혁신을 향한 문화는 이 산업의 첫 번째 자리를 항상 책임져 왔는데, 그에 포함되는 것들은 :
최초의 추운 날씨 대회용 원반 (“FrostBite”), 최초의 소형견 대회용 원반 (“K-10 Pup”), 최초의 부드럽고 유연한
대회용 원반 (“SofFlite”), 최초의 야광/색이 변하는 뚫는 힘에 강한 원반 (“Jawz Fuzzion”) 이었으며,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을 앓으며 5년 동안 투석을 해왔어요. 병은 저의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었죠. 저는 우울증에 빠지고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애완 동물이 어떻게 위안을 주는지에 대한 많은 글을 읽곤 했어요. 애완 동물과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 한 마리 가져서 안 될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개를 갖게 되었어요. 4파운드
몸무게의 닥스훈트를 집으로 데려와 “새미 데이비스 (Sammy Davis)” 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4 개월의
나이와 6 파운드 몸무게의 “새미 데이비스” 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파보 (parvo) 에
걸렸어요. 그 때는 제가 그 직은 녀석에게 무척 애착을 갖게 된 때였어요. 치료를 위해 일주일 내내 그
녀석과 떨어져있어야 했어요. 기나긴 한 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새미 데이비스” 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녀석은 완전히 회복을 했지요.
저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쉬곤 했지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저는 “
새미 데이비스” 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거지요. “새미 데이비스의 치료 간단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었어요. 녀석은 계속해서 장난감이나 종이, 그 밖에 녀석이 생각하기에
공중에 날리면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제 손에 놓았어요. 녀석이 저에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일어나서 인생을 즐겨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미 데이비스” 가 저에게 알려 주고 있던 것이지요.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했고, 이젠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할 시간이에요.”
“새미 데이비스”와 함께 한 놀이는 힘들었던 저의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치료 후에도 일어나 있기 시작했고, 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지요. 몇 달 동안 잡기 놀이를 한 후에, “새미 데이비스” 에게 원반 잡기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녀석이 무척 좋아하더군요! 사람들은 닥스훈트가 달리고 뛰어오르면서 디스크 독 놀이를 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새미 데이비스”는 저에게 희망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제 안에 있는 정신적인 면을 이끌어 내었으며,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었던 스포츠를
저에게 소개했지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기적인 것이지요.

— Patrick Major, Disc Doggs of the Golden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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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당신과 멍멍이에게 가장 완벽한 원반을 골랐다고 합시다. 다음은 뭘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www.hyperflite.com 에 들어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작하는데 필요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면, Hyperflite 사가 창안한 원반던지기 훈련을 위한 원투 펀치가 있습니다:
첫 째는 “디스크 독! 완벽 가이드,” (Disc Dogs! The Complete Guide) 로 500 여장의 칼라사진을 첨부한 385
페이지짜리 훈련 안내서와, 둘째는 “디스크 독 훈련 DVD” (Disc Dogs! Training DVD) 로 지금까지 나온 교육
자료 중 가장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DVD 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독! 완벽 가이드” (Disc Dogs! The Complete Guide) 와 “디스크 독 훈련 DVD” (Disc Dog Training
DVD) 는 실력을 더 늘리고 싶은 숙련자 뿐만 아니라 초보자에게도 완벽한 자료입니다. 기량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과 멍멍이는 공원에서 새로 발견한 취미를 무척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Hyperflite 는 그 문제도 도와줌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www.skyhoundz.
com 을 방문해 Skyhoundz 세계 디스크 독 챔피언십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Skyhoundz 대회는
참가비가 없고, 당신의 개를 네 발(발톱)로 하는 가장 빠른 게임에 소개하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겁니다.
흥미 돋우기
처음엔 당신 개는 원반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몇몇 개들은 날아다니는
원반에 즉각 흥미를 보이지만, 많은 수의 개들에게 (흥미)스펙트럼의 반대쪽 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개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료와 물을
당신 개의 밥그릇 대신에 원반 위에 놓고 먹이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연습을 시작할 때,

Kee Woo Lee

개는 원반이 위협적이지 않고, 친근한 것으로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며칠간 개에게 원반에 물과 먹을 것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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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원반을 가지고 개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땅으로부터 낮게 날리거나 바닥에 굴려보기도
하면서, 개가 흥미를 보이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당신 개가 “이봐, 내 밥그릇 갖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짖으면, 이제 ‘추적’ 단계를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추적 (Tracking)
추적은 개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에게 추적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 본능을 발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개들은 다른 개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인간 발달과정에서 추적의 예 중 하나는 아기의 잡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손을 임의로 구부릴 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습을 통해, 아기의 추적능력이 발달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동선을
예측하기 시작하게 되어, 마침내 성공적으로 잡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아기들과 매우 흡사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강아지 머리위로 뭔가 던진다 해도, 강아지가 흥미를 보일 때까지는 그 물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마치 마법으로 사라진 것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강아지들과 개들은
훌륭한 추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가 추적 능력을 빨리 습득하길 원한다면, 개 앞에서 공이나 원반,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십시오. 강아지 위로 인형이나 먹을 것을 낮은 높이로
부드럽게 던져서 쫓아갈 수 있게 해도 됩니다. 개가 추적행동을 보여준 것에 대해 당신이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당신 강아지는 마치 열 감지 미사일처럼 매우 빠르게 표적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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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Catching)
모든 잡기 단계 연습은 때때로 가장 보람 차곤 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슷합니다. 첫
잡기 이후에 당신과 당신 개에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개가 굴러가거나 미끄러져 가는 것들을 추적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잡기를 습득할 차례입니다.
성공확률을 최대한 올리려면 가장 먼저 당신 개의 흥분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극히 중요한 “원반 잡기” 를
가르치는 훈련을 할 때는, 개가 상당히 활기차고 열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굴리거나 미끄러지게
했던 것과 같은 원반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터그 놀이, 숨기기 놀이, 굴리기, 위아래로 미끄러뜨리기를 하며 개와
놀기 시작하십시오. “극도로 흥분을 시켜서” 그 녀석이 원반을 원하게 만듭니다. 일단 관심을 끌고 흥분도를
쌓아 올렸다면, 개 앞에 무릎을 꿇고 원반을 녀석 얼굴 가까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여 개가 원반에 대한
집중을 잃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당신의 흥분으로 인해 녀석을 때리는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가 당신 손에 있는 원반을 물도록 시도합니다. 그리고 물고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몇 초 동안 입에
원반을 물고 있도록 놔둠으로써 성공적인 잡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녀석이 실제로 원반을 쥐지 않고
땅에 떨어뜨린다면, 노력은 칭찬하되 원반을 주지는 마십시오. 녀석은 오직 원반을 물고 있을 때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당신 손에서부터 원반을 빼앗으려고 하면, 개 주변에 원반을 부드럽게

Sven Van Driessche (Sequence)

던지길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개 방향으로 직접 날리면 안 됩니다. 피자 셰프가 피자를 던지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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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도를 올리면서 공중에 수평방향으로 – 원반을 던지십시오. 원반에 회전을 많이 넣어서, 개 주위 가까운
곳에서 감칠맛이 나게 맴돌도록 하십시오. “피자 식 던지기” 는 원반이 땅에 살짝 뜬 정도에서 높아도 개의
눈 위치 높이 정도까지만 가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개가 마침내 원반을 잡는 데 성공하면, 칭찬을 아끼지 말고
녀석이 몇 초간 원반을 물고 있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한 뒤, 원반을 부드럽게 회수해서 다시 던집니다.
녀석은 잡은 원반을 돌려주려 하지 않아서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놓기(release)
명령을 시행할 적기입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독 주인들은 보편적인 “떨어뜨려 (drop)” 명령을 사용합니다. 당신
개가 원반을 스스로 놔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라는 명령을 시도하십시오. 녀석이 명령을 따르면,
칭찬과 함께 “잘 떨어뜨렸어” 라고 말하고 즉각 녀석에게 원반을 던져주십시오. 녀석은 원반을 다시 던지게
하려면, 자기 입안에 있는 원반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떨어뜨려” 명령을 더 빨리
배우도록 하고 싶으면, 여러 개(최대 5개)의 원반을 조합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녀석은 종종 당신 손에 있는 두
번째 원반을 보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원반을 놓아 당신이 다음 번 원반을 던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원반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떨어뜨려” 라는 명령을 해서 물고 있던 원반을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명령에 따라 녀석이
물고 있던 원반을 놓으면, 다음 던지기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 이상의 원반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 개가
“다수” 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할 것이며, 당신이 대회에 나갈 것을 결정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kyhoundz Freestyle 종목에서는 최대 5개까지의 원반을 한 번에 사용합니다.
“피자 식 날리기” 부터 점차 먼 거리 던지기로 늘려가도 됩니다. 초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던져,
개가 원반을 따라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멋진 점프로 원반을 잡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당신이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의 스로윙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멀리 날리기는 시도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멀리
던지려는 시도는 올바른 자세를 망치며 기량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엔 “No” 라고 단호하게 말하라 – 스트레스는 성공적인 디스크 독에 방해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숨어있는 장해물입니다. 지나친 불안과 과도하게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연습장에서
지나치게 개를 혹사시키는 것은 즐거운 추적 놀이의 의도에서 벗어 나 그 재미를 빼앗아버립니다.
제가 디스크 독 애호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는, 그저 차분하게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습이 가장 잘 될 때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를 혹사했다면
절대로 최고의 연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실천보다 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열심히
연습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당신 개와의 관계에 가장 해로울 것입니다.
재미를 위한 것이든 대회 우승을 위한 것이든, 개와 함께 하는 원반 놀이는 훌륭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든 상관 없이, 당신은 느긋해지고, 특별한 순간을 음미하고,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욱 당신의 반려견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 Frank Buckland, ’05-’08 Pairs Freestyle World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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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와의 원반던지기 연습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
던지는 것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척 자연스럽게 적절한 기술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런 것처럼
노력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바람 따라 휘둘리게 됩니다.
원반을 잘 던지려면 아래 항목을 따라야만 합니다:
원반을 잡는 적절한 그립을 유지한다.
던질 때 적절한 자세를 취한다
던지는 동작에서 그저 팔과 손목 만으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사용한다.
던지는 동작에서 원반에 적절한 회전을 줘서 날아 가는 동안 안정감을 넣어준다.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각도에서 원반을 손에서 놓는다.
굴려 던지기 (Roller Throw)
굴려 던지기는 주로 초보 개나 강아지에게 원반 훈련을 할 때 사용합니다. 굴려 던지기는 개들이 추적하기에
쉽고 재미있습니다. 굴려 던지기를 하려면 백핸드 그립을 사용하십시오. 굴려 던지기에서 원반을 놓는 각도는
가파르고 거의 수직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던지는 손을 가슴 쪽으로 당기십시오. 원반이
가슴에 평평하게 놓이면 손목을 전방 하단으로 꺾으십시오. 원반이 지면과 수직일 때 놓으면, 당신의 열광적인
개가 원반을 잡을 때까지 원반의 테두리를 따라서 굴러가야 합니다.
굴려 던지기는 보기엔 단순해도 무척 흥겨우며, 고급 디스크 독 단계의 연습 과정에 활기를 불러 넣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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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굴려 던지기 방법을 실험해 보십시오. 어쩌면 발로 굴려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백스핀을 주어서 당신의 다리와 원반을 쫓는 개 다리 사이로 넣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십시오. 등에서
원반을 굴려,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개가 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굴려 던지기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대회에서는 사장이 되었지만, 우리(집필자)로 하여금 좋았던 옛 시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굴려 던지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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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술들이 재미있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기를 띠는 것을 보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백핸드 던지기 (Backhand Throw)
백핸드

던지기는

여러

기술로

변형이

가능하며 가장 배우기 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익히면, 정확도와 거리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Modified Berkeley Power Grip”
으로 불리는 인기 있는 그립을 추천합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는 방향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히치하이킹하는

모양으로

펴십시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서 원반이
미끄러질 수 있는 정도로 손가락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그립의 위쪽 원반 표면에
위치시킵니다. 이제, 나머지 손을 들어 잠시
원반의 반대쪽을 잡으십시오. 그립을 쥐고

Sven Van Driessche (Sequence)

있는 쪽의 손가락이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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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안쪽 테두리까지 최대한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짧은 거리를 던질 때는
두 중지 끝을 원반 표면에서 그립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검지를 원판 테두리 바깥쪽을 따라 놓으면, 정확성과 힘 그리고 제어에 좋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손바닥과 나머지 두 손가락(약지와 소지)로 원반을 단단하게 쥐는 그립을 유지합니다. 던질 때 회전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원반 날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발을 앞에 놓고 목표를 옆으로 본 자세로 서십시오. 원반을 몸을 가로질러서
왼편 뒤쪽으로 당겨 팔이 왼쪽 어깨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합니다. 팔은 살짝 구부려야 하며, 손목이 안
쪽으로 향하게 하여 원반이 평평하게 놓이도록 합니다.
던지는 동작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드럽고 평평하게, 놓을 때 좋은 회전을 넣어야 합니다. 손목은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만, 마치 덤벨로 손목운동을 할 때처럼 회전을 넣습니다. 던질 때 누군가와 악수 할
때 손을 뻗치는 것처럼 오른손을 목표를 향해 뻗고, 그 손을 따라 팔을 쭉 뻗습니다. 던지는 동안 원하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만약 목표물 왼쪽으로 원반이 날아간다면, 당신이 원반을 너무 빨리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반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너무 늦게 놓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은
늦게 놓는 경향이 있어서 원반이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만약 원반이 날아가는 동안 흔들린다면, 원반을
놓을 때 손목스냅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에 집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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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 관해…
디스크 독 대회:
개에 관한 모든 것!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원반던지기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이유는 그들의 개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와 놀아주고 같이 즐거워한다면, 당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당신 개의 영웅입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은
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회의 기획자와 스탭들은 사람과 개 모두에게 즐겁고 도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회는 자신의 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개 관련 행사와 달리, 디스크 독 놀이는 사람과 개 둘 다 참여해야만 하며, 기술과 노력도 둘 모두에게
비슷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력이 어떻든 간에, 당신 개는 당신이 원반을 완벽하게 던지지 못해도,
그리고 당신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 하지 못해도,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 디스크 독 연맹 대회는 세계 전역의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들의 종합입니다. Hyperflite Skyhoundz World
Canine Disc Championship Series 는-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전 세계에 걸쳐 150개가 넘는 디스크 독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Skyhoundz Canine Disc
Competition Series 개요
Hyperflite Skyhoundz 세계대회는 지역 챔피언십, 미국 지역
예선, 오픈 예선, 계속 커지고 있는 국제 예선, 유럽 챔피언십,
세계 챔피언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yperflite 사가 Skyhoundz Series 를 후원하기 때문에,
전세계 참가자들의 경기를 위한 흥겨운 장소가 확보됩니다.
Local Championships (지역 챔피언십) Hyperflite Skyhoundz
지역 챔피언십은 무료이며,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역 대회에 참가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U.S. Regional Qualifiers (미국 지역예선) Hyperflite Skyhoundz 지역 예선으로 최상위 팀들은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Open Qualifiers (오픈 예선) Hyperflite Skyhoundz 오픈 예선에서 최상위 팀들이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European and International Qualifiers (유럽과 국제 예선) Hyperflite Skyhoundz 세계 챔피언십은 유럽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국제 예선이 열립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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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ampionship (세계 챔피언십) Hyperflite Skyhoundz 세계 디스크 독 챔피언십은 개 관련 스포츠 중
최고의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이나 오픈, 국제 예선을 통해 지원합니다. 매 해, 세계챔피언십은 미국 내
호스트로 정해진 도시에서 열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Skyhoundz 대회 타이틀
Skyhoundz 디스크 독 대회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상은 물론이고, 이제 참가자들은 여러 대회에서도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Hyperflite Skyhoundz 디스크 독 대회 시리즈는 이제 Skyhoundz 대회 타이틀 시상을 모든
Skyhoundz 행사 때 줄 것이며, 나열해 보면 지역
챔피언십, 주 챔피언십, 디스크 도가쏜 (DiscDogathon-

20 Yards

Bullseye, Freestyle, Spot Landing, Pairs Distance/Accuracy

10 Yards
50 Yards

그리고 TimeTrial) 예선, 디스크 도가쏜 세계 챔피언십,
엑스트림 디스턴스 예선, 엑스트림 디스턴스 세계

End Zone
(5-5.5 Points)

챔피언십, 지역 예선, 오픈 예선, 국제 예선. 유럽 예선,
그리고 세계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Skyhoundz 대회 타이틀 시상에 관한 정보를 더 얻고

40 Yards

싶다면 http://skyhoundz.com/titling.html 을 방문하면

Zone 3
(3-3.5 Points)

됩니다.
Skyhoundz 대회 규칙
Distance/Accuracy (거리/정확도 종목)

30 Yards

Distance/Accuracy 종목은 빠른 속도로

Zone 2
(2-2.5 Points)

진행되는 경기로, 팀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점수 공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원반을 잡아 점수를 합산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20 Yards

Distance/Accuracy 종목 필드는 던지는 라인으로부터
각각 10, 20, 30, 40 야드 거리에 점수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Distance/Accuracy 종목은 한 개의 원반이 주어지고

25 Yards

Zone 1
(1-1.5 Points)
10 Yards

60 초 동안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가 원반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깨졌거나 크게 찢어지는 등),
심판에게 손을 들어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Points

Field
Markers

참가자가 미리 별도의 원반을 제공한 경우). 원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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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동안 시간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합니다: 30초, 10 초,
그리고 마지막 5초 동안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Distance/Accuracy 종목 심판은 참가자 개개인에게 어느 쪽 방향으로 던질 것인지 권한을 주지만,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던질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필드의 규모와 던질 방향의 권한은 경기 임원에 의해 주어지는데,
안전을 고려하거나 전반적인 필드의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참가자와 개는 경기시간 시작 전에 던지는 라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의 준비가 끝나면, 라인의 심판이
진행자에게 손을 들어 신호를 줄 것입니다. 곧 바로 경기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진행자의 큐 신호가
나갑니다. 라인 심판이 판단하기에 개가 경기 시작 전에 던지는 라인을 지나갔다면, 시간은 초기화가 되고 재
시작이 개시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시작 신호가 울리면 개를 필드 쪽으로 보내거나, 원반을 던집니다.
참가자는 항상 던지는 라인 뒤에서 라인 양 끝에 있는 콘 사이에서 던져야 하며, 다른 시간에는 필드 주위
어디서나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원반을 던지기 전이나 던지는 도중에 라인 쪽으로 걷거나
건너가면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foot fault). 종료 신호가 울리기 전에 원반이 참가자 손을 떠나고 개가

Sven Van Driessche

득점 지역 안에서 잡는다면, 그 점수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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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얻으려면 공식 득점 지역 중 한 곳에 참가견의 모든 발이 들어간 채 잡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개가 득점 지역의 경계에 걸쳐서 원반을 잡았다면, 득점은 더 낮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개가 원반을 건드려서 튄 후 이어서 잡는다면, 그 잡기가 마무리된 장소에서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득점은 아래 점수표를 따릅니다. 10야드 이하에서 잡은 것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Zone 1 (10~20 야드)

1점

Zone 2 (20~30 야드)

2점

Zone 3 (30~40 야드)

3점

End Zone (40~50 야드)

5점

0.5점 추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개가 점프하려는 확실한 시도를 통해 모든 발이 깔끔하게 공중에 뜬 채
원반을 잡은 뒤, 다시 모든 발이 득점 지역 안에 착지하면 주어집니다.
Freestyle (프리스타일 종목)
Freestyle 은 자유형식이며, 안무로 짜여진 루틴 (routine) 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점수를 얻으며,
이 때 참가견의 역동성 및 참가자와의 팀웍을 보여주는 탁월한 기술과, 스로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Freestyle 을 하는 팀은 경기당 최대 90 초까지 주어집니다(세계 챔피언십은 120 초). 안무는 최소한 60초
동안 이어져야만(세계 챔피언십은 90초) 점수를 얻습니다. Freestyle 참가자는 원반을 최대 5개까지 사용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시작하는 시점은 원반이 날기 시작할 때, 또는 개가 땅에 있는 원반을 잡거나 들어 올릴 때,
혹은 참가자나 참가견의 몸에 있는 원반을 잡을 때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 60 초, 30 초, 10 초, 그리고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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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음악을 갖고 온 참가자들은 대회 스탭이 있는 부스에서 부를 때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음악은 CD 에
담겨 있어야 하고 참가자의 이름과 원하는 트랙 번호를 써놓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CD 케이스 바깥 쪽에
표시해놓아야 합니다. CD 에 원하는 트랙만 들어 있으면, 경기시간을 늦출 수 있는 실수를 막게 되므로 더욱
좋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 단위 청중들도 들을 만한 음악을 골라야만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굴려 던지는 기술을 제외하고는 시작과 끝에 원반이 공중이 떠 있지 않은 동작은 기술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이크 – 원반을 개에게 건네주는 동작 – 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반은
반드시 공중에 떠있어야 한다는 뜻)
PAWS Freestyle 득점 규칙
참가 팀들은 다음 네 가지 항목에서 1~1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며, 0.5 점씩 단위로 심사가
됩니다.
Presentation (공연 항목)
재미있는 안무,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원활한 원반 다루기, 그리고 유연한 연속성을 통해 관객들이 좋아하는

Sven Van Driessche

루틴을 보여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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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ticism (역동성 항목)
시합 중, 개의 스피드, 민첩함, 개의 크기와 몸집의 통제에 비례한 점프력과 함께 원반 잡기와 다양한 트릭, 또는
기술적인 동작에 관한 강도와 역동성을 보는 항목.
Wow!Factor (와우!요소 항목)
여러 가지 회전과 릴리스를 이용해서 던진 원반을 성공적으로 잡는 등, 어려운 기술이나 움직임을 잘 완료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위의 공연적인 요소에서 새로운 동작을 완벽하게 보여주거나, 이미 존재하는 동작을
참신하거나 독특하게 보여줄 때, 이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내게 됩니다.
Success (성공 항목)
참가자가 던지기, 잡기 그리고 트릭의 난이도를 세부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으로
보여주는지를 심사합니다.
PAWS 득점 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각 팀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안무를 깔끔하게 성공하는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비록 실행도
(성공 항목)와 난이도(와우!요소 항목)에 집중된 명확한 부문은 있지만,
이 두 부문에서 득점을 못하면, PAWS 네 가지 합산 득점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은 그 날 경쟁하는 참가자들의 안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채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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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두 경쟁자들이 한 경기를 완벽하게 해내더라도 무조건 성공 (Success) 항목에서
10점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더 어려운 안무가 쉬운 안무보다 성공 (Success)
항목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비슷한 경우에서 두 경쟁자들이 똑같이 어려운
경기를 펼친다면, 아마 실수를 더 적게 한 쪽이 와우!요소 (Wow!Factor)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의 몸을 도약 발판처럼 쓰는 볼팅은 최소화 하거나 안무에서 전부 배제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하고자 한다면, 통제된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과도한 높이,
또는 계속 연달아 시도하는 볼팅은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Hyperflite
Skyhoundz 대회에서는 성공 항목에 볼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볼팅은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기술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평가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볼팅 기술이 없거나 거의
최소화 했음에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곤 했습니다.
Pairs Freestyle (복식 프리스타일 종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식 프리스타일은 두 명의 참가자와 한 마리의 참가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Freestyle 입니다.

K-10 Competition Discs
®

(Not Puncture-Resistant — For Dogs With “Softer Bites”)
The Competition Standard™ is the official competition flying disc for the largest canine disc
competition series in the world. Competition Standard discs are sold unpackaged.
Competition Standard (8 ¾" diameter | 110 grams,
Color — Black | Neon Orange | Neon Pink | Neon Yellow | White)
Competition Standard Pup (7" diameter | 70 grams, Color — Neon Orange |
Neon Pink | Neon Yellow | White)
The FrostBite™ flying disc remains soft and flexible in below-freezing temperatures and is
colored brightly to stand out in the snow.
FrostBite (8 ¾” diameter | 110 grams, Color — Fluorescent Orange)
FrostBite Pup (7” diameter | 70 grams, Color — Fluorescent Orange)
The Midnight Sun™ flying disc is the brightest and longest-lasting glow-in-the-dark disc
ever made. (8 ¾" diameter | 110 grams, Color — Base White)
The SofFlite™ flying disc is ultra-soft for canines with sensitive mouths. Use the SofFlite disc
to train your puppy or to introduce your adult canine to the pleasures of canine disc play.
SofFlite (8 ¾" diameter | 110 grams, Color — Yellow)
SofFlite Pup (7" diameter | 70 grams, Color — Yellow)
The UV™ photo-chromatic (color-changing) disc appears opaque white in color until
exposed to sunlight, or a black light.
(8 ¾” diameter | 110 grams, Colors — Blue |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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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Pairs Freestyle 팀은 두 명이 차례로 재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거나, 개에게
두 명이 동시에 던지기, cross-feeding 으로 던지기, 등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항상 흥미진진한 볼 거리가 되는
복식 프리스타일은 혁신과 팀웍, 그리고 참가견을 위해 두 배의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복식 프리스타일은 프리스타일과 모든 규칙이 같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10 개까지 원반
사용이 허락되고, 팀웍 부문(1~10 점)이라는 득점요소가 PAWS 프리스타일 득점 항목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Teamwork (팀웍 항목)
팀웍 항목은 팀 간의 연계성, 안무, 필드 사용, 동작의 유려함 등을 고려합니다.
참가자 자격
지역 챔피언십 Hyperflite Skyhoundz 지역 챔피언십 대회에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 지역 예선 Hyperflite Skyhoundz 미국 지역 예선은 다음 아래에 나열한 지리적인 위치 내에 거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북쪽 중앙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북미 중앙 지역 예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인디아나 주, 아이오와 주, 캔사스 주, 켄터키 주, 미시간 주, 미네소타 주, 미주리 주, 네브라스카 주, 노스
다코타 주, 오하이오 주, 사우스 다코타 주, 위스콘신 주
동북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북동 지역 예선에 자격이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 델라웨어 주,
콜롬비아지구, 메인 주, 메릴랜드 주, 메사추세츠 주, 뉴 햄프셔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펜실베니아 주, 로드
아일랜드 주, 버몬트 주, 버지니아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서북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북서 지역 예선에 자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콜로라도 주,
아이다호 주, 몬타나 주, 오레곤 주, 유타 주, 워싱턴 주, 와이오밍 주.

Northwest
North Central

Northeast

Southeast

Southwest

South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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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중앙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남쪽 중앙 지역 예선에 자격이 있습니다. 아칸소 주,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뉴멕시코 주, 오클라호마 주, 텍사스 주.
남동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남동 지역 예선에 자격이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남서 지역 다음에 열거한 주의 참가자들은 남서 지역 예선에 자격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오픈 예선 매년 Hyperflite 주관 Skyhoundz 대회는 몇 개의 오픈 예선을 엽니다. (동쪽, 서쪽,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전에 “마지막 기회” 로 한번 더.) 누구나 오픈 예선에 참여할 수 있고 지리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국제 예선 Hyperflite 주관 Skyhoundz 대회 세계 챔피언십의 국제 예선은 여러 나라에서 열립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예선에는 캐나다인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예선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예선에도 아시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민들은 국제 예선을 통해서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은 없지만, 단순히 상을 타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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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챔피언십 Hyperflite Skyhoundz 지역, 오픈, 국제 예선에서 입상한 사람은 Hyperflite Skyhoundz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 형식
지역 챔피언십 모든 지역 챔피언십은 다음 형식 중에서 하나입니다
A) 60 초씩, 2번의 Distance/Accuracy (거리/정확도) 종목에서 승자는 두 경기에서 득점한 점수의 합으로
정합니다; 또는
B) Freestyle (프리스타일)과 Distance/Accuracy (거리/정확도) 종목 조합: 한번의 90 초 Freestyle 과 60 초의
Distance/Accuracy 종목 경기를 치릅니다. Freestyle 종목 점수는 2배로 가중치를 줘서 Distance/Accuracy 종목
점수와 합해 승자를 정합니다.
경기 형식은 대회 지역의 운영진과 연락을 취해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만약 25팀 이상이 지원했을 경우,
운영진은 두 번째 경기 참가 자격을 첫 번째 경기에서 6-10 등을 한 참가자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오픈, 국제 예선 Hyperflite 사 주관 Skyhoundz 의 지역, 오픈, 국제 예선은 똑같이 5 개의 챔피언십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오픈 부문, 스포츠 부문, 소형견 부문, 청소년 부문, 그리고 복식 프리스타일 부문입니다.
이 5 개의 부문 내에서, 참가자는 다른 class 를 골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그룹 중 상대적으로 비슷한
실력을 가진 그룹들과 평가를 받아 점수를 얻습니다. 상은 각 그룹에서 3위까지 받습니다. 부문마다 그룹의
개수는 다릅니다.
중요 알림 : 오직 전문가 (Expert) 그룹 참가자만이 세계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려면, 당신의 등록 양식을 작성할 때 지원 가능한 부문의 전문가 그룹에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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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고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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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팀에서 특정 부문의 여러 개의 그룹에 지원한다면, 참가자는 그 부문에서 마지막 경기 때 단
한번만 경기를 하면 되는데, 이는 그 부문 내 각 그룹에서 팀의 우승자를 결정하려는 목적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Open Division (Freestyle 과 Distance/Accuracy 종목 조합)
오픈 부문은 전문가 (Expert), 숙련가 (Masters), 초보 (Novice) 그룹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계 챔피언십 대회에는 전문가 (Expert) 그룹의 상위 3팀만 참가 가능합니다.
1 라운드 – Freestyle 종목으로 예선 경기가 치러지고, 각 그룹의 6 팀만이 2 라운드 (Distance/Accuracy 종목)
와 3 라운드 (Freestyle 종목) 에 출전 가능합니다. 1 라운드의 점수는 예선을 위해 쓰이고 삭제됩니다. 팀의
최종 점수는 3 라운드 Freestyle 점수의 2 배에 2 라운드의 Distance/Accuracy 종목 점수를 합해서 정해집니다.
오픈 부문 타이매치 : 만약 3 위까지 점수가 같다면, 다음 필요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1) Freestyle 경기 때 역동성 (Athleticism) 과 와우!요소 (Wow! Factor) 항목 합계가 가장 높은 팀.
2) Distance/Accuracy 종목 점수가 가장 높은 팀.
3) 단 한 번만 던지는 Distance/Accuracy 종목 대결을 통해 나온 승자 팀.
이 한 경기에서 더 높은 점수의 잡기를 성공시키는 참가견이 이기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같은 점수를 기록하면,
계속해서 우열이 가려질 때까지 대결을 진행합니다. 진행자는 참가자의 개가 휴식이 필요 할 때,
허락할 것입니다.

Disc Dogs! The Complete Guide

™

For more than two decades World Champions Peter
Bloeme and Jeff Perry have taught disc-dog aficionados all over the world how to get started in the fastest growing and most exciting sport on four paws.
Disc Dogs! The Complete Guide, gives disc dog
enthusiasts a proper foundation in the fundamentals and then demonstrates how to excel in
competition or at the local park.

• Expert Instruction

Readers will learn to throw longer, straighter, and more
consistently than previously thought possible. In addition,
with a style that is entertaining and informative, Bloeme
and Perry trac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port and highlight the many competitive opportunities available for modern canine athletes.
Disc Dogs! is available as a standalone book or packaged with a black Hyperflite Competition Standard Disc.

• 358 (6˝ x 9˝) Pages
• 500+ Color Photos
• Canine Basic Training
• Advanced Tricks
• Competition Overview
• Throwing Pointers
• Pro Tips and Web Links

Hyperfl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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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Division (Distance/Accuracy 종목)
스포츠 부문은 전문가 (Expert), 숙련가 (Masters), 초보자 (Novice), 그리고 팀 그룹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가 그룹의 상위 3개 팀만이 세계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1 라운드 – Distance/Accuracy 종목 예선으로 한 그룹에서 상위 6개 팀이 다음 경기를 치룰 수 있습니다. 2
라운드 – Distance/Accuracy 종목. 마지막 점수들은 누적됩니다.
스포츠 부문 타이매치 : 만약 3위까지 점수가 같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1) 가장 인원이 적은 팀부터 각 경기를 진행하며, 2) 마지막 대결로 각 팀은 Distance/Accuracy 종목에서 한
번씩 던질 기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참가견이 승자가 됩니다. 만약 팀들이 다시 동점을 얻었다면,
우열이 가려질 때까지 경기를 진행합니다. 진행자는 참가자의 개가 휴식이 필요 할 때, 허락할 것입니다.
MicroDog Division (Freestyle 과 Distance/Accuracy 종목 조합)
소형견 종목은 전문가 (Expert) 그룹만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 오직 상위 2개 팀만 세계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소형견은 Skyhoundz 스탭이 측정하여 몸무게가 25 파운드 이하거나, 어깨선과 엉덩이 중앙이 지면에서 16
인치 높이 이하여야 합니다.
소형견 대회 참가자들은 K-10 Pup 원반 (Competition Standard Pup, FrostBite Pup, Jawz Pup, SofFlite Pup 등) 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크기의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원반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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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은 얼마나 하는 것이 지나친 연습일까요? –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개 훈련을 얼마나 시키지요?”
입니다. 많은 디스크 독 초보자들은 매일 개와 함께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 주,
3-4회 정도 강도 높은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입니다.
다른 날에는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로 운동을 시키십시오. 물론 당신도 던지기 연습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최고의 실력자들은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며, 자신의 개 없이도 혼자 경기 안무를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개가 좋은 훈련으로 잘 던진 원반- 잘못 던진 원반을 쫓는 게 아니라-을 잡길
원합니다. 어쨌든 행사장이나 경기장에 녀석이 과로로 인해 지친 모습보다는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Jeff Stanaway, 2003 Hyperflite Skyhoundz
Open Division World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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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운드 (Freestyle 종목) 에 출전 가능합니다. 첫 경기의 점수는 예선을 위해 쓰이고 삭제됩니다. 팀의 최종
점수는 3 라운드 Freestyle 점수의 2배에 2 라운드의 Distance/Accuracy 종목 점수를 합칩니다.
일부 소형견 부문의 팀들은 오픈 부문에도 출전하길 희망하며, 이 두 종목이 지역, 오픈, 국제 예선에서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점수를 매긴다 해도 참가 팀들은 한번만 경기를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소형견 종목에서도 점수를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견 팀은 위에 제시한 작은 원반을 가지고
모든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오픈 종목에는 원반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형견 부문 타이매치 : 만약 3위까지 점수가 같다면, 다음 필요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1) Freestyle 경기의 역동성 (Athleticism) 과 와우!요소 (Wow! Factor) 항목 합계가 가장 높은 팀,
2) Distance/Accuracy 종목 점수가 가장 높은 팀, 3) 단 한 번만 던지는 Distance/Accuracy 종목 대결을 통해
나온 승자 팀.
Pairs Freestyle Division (Freestyle 종목)
복식 스타일 대회는 전문가 (Expert) 그룹에게만 출전 자격을 줍니다. 팀들은 한 번씩 경기를 펼치고 (세계
챔피언십은 두 번) 상위 2개 팀만 세계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복식 프리스타일 부문 타이매치 : 만약 2위까지 점수가 똑같다면 다음의 기준에 의해 순위를 가립니다. 1)
Freestyle 경기 때 역동성 (Athleticism) 과 와우!요소 (Wow! Factor) 항목 합계가 가장 높은 팀, 2) 각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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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매우 짧은 시간)을 돌아가면서 받고 10 초 동안 가장 역동적인 기술이나 여러 기술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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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동전을 던져서 정합니다. 각 참가자들에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으면, 시간을 재는 사람이
스냅샷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스냅샷 퍼포먼스의 전체적인 수준의 평가를 토대로
우승자를 선언할 것입니다. 진행자는 참가자의 개가 휴식이 필요할 때, 이를 허락할 것입니다.
Youth Division (Freestyle Distance/Accuracy 종목 조합)
청소년 부문은 대회가 열리는 해의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만 15 살 이하의 청소년들만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문은 전문가 (Expert) 그룹에만 출전을 할 자격을 줍니다. Skyhoundz 예선 청소년 부문에서 두 팀만
챔피언십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부문 타이매치 : 만약 3위까지 점수가 같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가립니다.
1) Freestyle 경기 때 역동성 (Athleticism) 과 와우!요소 (Wow! Factor) 항목 합계가 가장 높은 팀,
2) 각 팀은 10초 동안 스냅샷(매우 짧은 시간) 중, 가장 역동적인 기술이나 다른 기술을 선보입니다. 순서는
동전을 던져서 정합니다. 각 참가자들에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으면, 시간을 재는 사람이
스냅샷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스냅샷 퍼포먼스의 전체적인 수준의 평가를 토대로
우승자를 선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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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oundz 대회
Class (그룹) 설명
대회 그룹 (Class) 은 부문 (Division) 마다 다양하며, Hyperflite Skyhoundz 의 지역, 오픈, 국제 예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pert (전문가)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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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숙련자)
(대회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9살 이상인 개. 숙련가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개는 전문가 그룹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Novice (초보자)
모든 Hyperflite Skyhoundz 대회의 지역, 오픈, 국제 예선의 다음 종목 – Open Division, Sport Division, MicroDog
Division, Pairs Freestyle Division -의 전문가 (Expert) 그룹에서 단 한 차례도 4등 이상의 높은 성적을 획득하지
못한 개와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팀은 초보자 그룹입니다.
대회 일정
Skyhoundz 대회의 전체 일정을 보고 싶다면, 이 곳을 방문 하십시오:
http://www.skyhoundz.com/competition_listing_us.html

경기는 멋진 일이지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왜 원반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 잡혀서, 내 반려견 “Bowditch” 와 저는 예전만큼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없었어요.
경쟁심은 우리의 움직임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때로는 줄자와, 콘, 그리고 스톱워치를 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반을 쥐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필드로 가서 그냥 즐기세요. 경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Bowditch” 에게 던진 원반은 대단한 돌풍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녀석이 공중에서
원반을 낚아챌 때마다 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Sven Van Driessche (Sequence)

— Larry Beatty and “Bowditch,” 2004 Hyperflite Skyhoundz Sport Division World Champ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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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심사
당신이 Hyperflite 사가 후원하는 디스크 독 행사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대회에 참가할 때는,
대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경기에 성공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 고유의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해서 경기하기에 익숙한 태도로 임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방식이 다른 경기의 규칙이나 규정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 전에 경험했던 정도의 성공을 거둘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7개의 원반을 사용해서 한달 동안 프리스타일 안무를 연습해 왔는데, 경기장에 가서야
비로서 5개만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척 충격적일 것입니다. 대회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대회 규정에 맞추느라 머리를 아파 가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대회들 사이의 차이와
특성을 즐겨보십시오. 당신이 경쟁자들보다 유리하고 싶으면, 규칙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이용하십시오.
대부분의 대회에서는 시작 전에 간단하게 규칙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에 참가해서
잘 경청하십시오. 만약 질문이 있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심사위원은 자신이 말해야 하는 상황을 무척
좋아합니다!
™

Disc Dog Training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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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Dog Training DVD is an action-packed one-hour DVD
featuring tips and techniques developed by internationally
renowned canine disc World Champions Peter Bloeme and Jeff
Perry. Whether your canine is a puppy or an older dog, a novice or
a proficient disc grabber, you will learn the training techniques used by the experts. Available in
regular or Pup sizes.

Disc
Dog Training DVD includes free Hyperflite
Jawz Disc (8 ¾” diameter | 145 grams) or Hyperflite
Jawz Pup Disc (7” diameter | 90 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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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경기를 했음에도, 기대한
것만큼 점수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회에서는 종종
심사위원들의 경험 수준이 많이 차이 나고, 그것은 그 구역이나
스탭들에 의해 평가되며, 지역 예선의 수준은 경험 있는 디스크 독
심사위원에 의해 정해집니다. 세계 대회에 우승한 챔피언이, 그가
우승을 한 그 해의 지역 예선에서 11등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경기를 즐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험 있는 참가자라면, 지역 챔피언십 정도는, 제대로 된
심사위원에게 평가 받을 정규 시즌 예선에 대비한 봄 훈련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디스크 독 놀이는 원반을 무는 순간 사랑에 빠진다! (Love at first bite)
거의 20 년 전, 디스크 독 스포츠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는 “Frisbee
Dogs: How to Raise Train and Compete” 라는 책의 출판과 함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은 왜
개에게 원반을 가르치려 합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독 스포츠 참가자 수만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많습니다. 디스크 독 스포츠를 열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실로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들이 원반 놀이를
절대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크 독 놀이는 개들에게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전을 하게 해서, 개로 하여금 활기차고 생산력 있는
삶을 산다는 기분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와 함께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는 것은 우정과 상호 존중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개와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도울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디스크 독 마니아들은 우울하고 광폭했던 개들이
디스크 독 놀이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외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따분하고 목적 없이 살던 개들은 정신적으로는 동기부여를
하고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지칠 때까지 놀 수 있는 규칙적인
활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에너지가 펄펄 넘치던 개들이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은 뒤뜰이나 가까운 공원에서 10분
간의 디스크 독 놀이가 1시간 넘게 걷는 것보다 개에게 더 재미있고

Jay Moldow

그들 주인 가까이서 만족스럽게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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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스크 독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혜택을 얻게 된 곳은 동물 보호소와 구조 기관입니다. 보호소
개들은 훌륭한 애완견으로 뿐만 아니라, 탁월한 디스크 독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활동적인 디스크 독 마니아들은 보통 사람들은 입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성향의
힘과 흥분하기 쉬운 성격을 가진 개들을 보호소에서 찾아냅니다. 실제로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개들
중 상당수가 보호소와 구조 기관에서 그들의 자랑스런 주인들 손으로 입양된 믹스견입니다. 다른 개와 관련된
행사와는 달리, 디스크 독 대회는 혈통과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들에게 열려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과 호흡을 맞추는 잘 훈련된 개의 우아함과 유려함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하프타임에 공연했던 최 정상급 디스크 독 팀을 본 어느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디스크 독은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독은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열렬한 디스크 독 마니아들의 크고 활기찬 동호회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스크 독 클럽이라 불리는 이러한 사회 집단은 디스크
독 놀이가 단순히 좋은 운동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애견인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디스크 독이 중심입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디스크 독 가족 뿐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는 여느 스포츠들과는 달리, 디스크 독 경기팀들 간의 승부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에서 우승하길
원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 발견한 열정을 가지고 도움을 찾고 있는 디스크 독
초보자라면, 디스크 독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 정신이 실제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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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참가자들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마치 당신을 수 년 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도와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 많은 참가자들이나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펼칠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는 개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관중들로 인하여 개의
우수함에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이 스포츠는 시간이 지나며 확실히 변해왔지만, 그 고유의 매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디스크 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을 위해 이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에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디스크 독 참가자들은 금전적 시상이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를 위해
좋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와의 특별한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은 그 어떤 것도 피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디스크 독 놀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개들과 함께 활기찬 삶을 즐기고, 반려견이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디스크 독
스포츠의 인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며, 당신과 당신 최고의 친구는 분명히 인생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첫눈에 디스크 독에 반할 것입니다!
Semper Fido!
Peter Bloeme and Jeff Perry, Co-Founders, Hyperflit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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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섬나라 일본의 초창기 디스크 독
주재원이었던 우리는, 후지 텔레비전에서 비중
있게 방영되는 “올 해의 개”라는 시상식을 통해,
일본 대중에게 디스크 독 스포츠를 소개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어느
날, 순례를 위해 대단히 효율적인 체계를 갖춘
일본의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 역에 갔습니다.
시부야 역 입구으로부터 몇 발작 가지 않아,
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커다란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치코(Hachiko)”
의 감동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는 개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Chu-ken Hachiko”(충성스러운 개 “Hachiko”)
의 반려인 Isaburo Uyeno 는 1924 년, 그 근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Uyeno 는 ‘Hachiko”
를 데리고 매일 직장으로 출발하는 시부야
전철역까지 갔습니다. ‘Hachiko” 는 Uyeno 가
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역에서
참을성있게 기다렸습니다.
1925 년, Uyeno 는 대학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병이 나,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Uyeno 가
사망했을 당시에 “Hachiko” 는 겨우 두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애정의 끈은 “Hachiki”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끔 집에 다녀올 뿐, “Hachiko” 는 친구가 대학에서 돌아오길 며칠이고
역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Hachiko” 는 11 년 동안 그렇게 밤낮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Uyeno 의
마지막 살아있던 모습으로 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Hachiko” 의 충성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1934 년, 이 특별한 개와 함께 “Hachiki”의 헌신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의
충성심과 사랑을 가르쳐준 것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Hachiko” 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디스크 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킬 방법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마침내
라틴어의 한 문구가 이러한 감정을 가장 간결하고 훌륭하게 표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문구는
“Fidelis Caninus Amiculus” 로, “충실한 친구 견공이여!”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2007 년 디스크 독
대회부터 시상 메달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 Peter Bloeme and Jeff P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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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anine Disc Champonship
AT&T Field • Chattanooga, Tennessee
September 22-23, 2012, 10 am-6 pm

Disc Dogs Rock!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독스포츠의 소개

저자 : 월드 챔피언 피터 블룸, 제프 페리
날아가 는 디스크를 잡는 것은 어떤
개도 배울 수 있으며, 에너지가

담은 칼라 사진들로 가 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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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개들의 활동 모습 을

월드 챔피언 피터 블룸과 제프 페리는 독 디스크 스포츠를 30 년
넘게 해 왔으며, 개를 사랑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 스포츠, 그리고 중독적이며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이 가족 활동을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이 듀오는 Hyperflite
Flying Discs 를 창립하였으며, 독 스포츠 경기만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사상 최초의 디스크이며 혁신적인 K-10
디스크에 대한 특허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