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운동역학회지, 2008, 제18권 3호, pp. 11-21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2008, Vol. 18, No. 3, pp. 11-21

태권도 반달차기 시 운동학  변인  근 도 분석

An Analysis of Kinematics and EMG for Bandal Chagi in Taekwondo

하철수*․최만호(상지 학교)

Ha, Chul-Soo
*
․Choi, Man-Ho(Sangji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받아차기 종류 에서 반달차기 동작을 운동학  변인과 

근 도  변인들에 하여 카메라와 근 도 시스템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하여 보다 효율 인 반달차기 수행능력을 제시함을 연구목 으로 하며 운동학   

근 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반달차기는 발을 차는 다리의 슬  각 변  

변화가 상 를 임팩트 하는 순간 단히 요한 요인이 되며, 고  각변 는 발을 차는 다리와 상체 젖히기 각변

 변화는 매우 요한 요인이다. 한 근 도 변인들 에서 반달차기 동작 수행 시에 차는 발의 반 쪽에 치한 

왼쪽부분의 척추기립근 근육들이 높은 근활동에 기여되고 있어 경기력 향상을 한 효율 인 반달차기 수행능력을 

해서는 왼쪽부분에 치한 척추기립근 근육들의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체간운동에 따른 오른발 

반달차기 동작 시 오른쪽 부분에 치한 복근이 높은 근활동에 기여함으로서 효과 인 반달차기 수행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 S. HA, M. H. CHOI, An Analysis of Kinematics and EMG for Bandal Chagi in Taekwondo.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8, No. 3, pp. 11-21,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st optimum way of performing the bandal chagi during Taekwondo Kyorugi competition. By analyzing the 

EMG data and the kinematic data it was hoped that scientific data would be provided to instructors and 

players about the optimization of the Bandal Chag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During 

competition while performing the Bandal Chagi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impact point are the 

range of motions of the upper body hyper extension and knee joints. Through the measurement of the muscles 

EMG activity of a well performed Bandal Chagi with the right leg it was observed that the left side erector 

spinae muscle was highly activated and so it was concluded that this muscle should be train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Bandal Chagi. Likewise it was observed that for the right side of the abdominal muscle's 

EMG there was a high activity level and thus showed that there was a large contribution of this muscle for the 

optimum performance of the Bandal Chagi.

KEYWORDS : KYORUGI PLAYERS, BANDAL CKAGI, KINEMATIC ANALYSIS, KNEE JOINT, UPPER BODY 

HYPEREXTENSION, ELECTROMYOGRAM, ERECTOR SPINAE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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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상자

연령
(yr)

신장
(cm)

체
(kg)

하지장
(cm)

경력
(yr)

우수
선수

M 21.0 177.5 76.2 105.5 11.0

SD 0.8 2.6 2.1 1.7 0.8

비우수
선수

M 21.0 176.0 75.7 103.0 11.0

SD 0.8 1.8 2.2 2.2 0.8

표 1. 연구 상자들의 신체  특성

Ⅰ. 서 론

태권도에서 발을 끌어올려 발의 사용부 로 상 의 

목표를 가격하여 제압시키는 것을 차기라고 한다.

다리와 발의 운동방법에 따라 차는 기술이 분리되며 

사용부 에 따라 타격력이 달라지는데 반달차기는 앞

차기와 돌려차기의 간을 택하여 비스듬히 원을 그리

며 앞축 는 발등으로 차는 기술이다(국기원, 2007).

짧은 시간에 양선수가 행하는 발차기는 매우 다양하

지만 수비와 공격발차기로 많이 사용되는 발차기는 손

꼽힌다. 여기에 속하는 발차기  반달차기는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간 형태로 경기  그 사용빈도수가 높

은 발차기이다.

태권도는 타 운동종목에서 찾아보기 힘든 막고, 지

르고, 차고, 르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몸을 회 시키

며 뛰어서 내려오는 동작, 공 에서 균형을 바꾸면서 

목표를 공격하는 동작, 상 의 심을 이용하여 공격과 

방어를 하는 동작, 이동하는 물체의 공격 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강도 높은 격 물을 깨어버리는 

동작 등 많은 동작은 태권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들은 운동역학 인 제 법칙에 하여 고안

되고 발 하 다(국기원, 2007).

따라서 최근의 태권도 발차기에 련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강성철, 1998; 이재 , 2001; 안왕식, 2004; 

문건필, 2005; 양성이, 2005; 이 림, 2007; 하철수, 

2007) 태권도 발차기 동작을 운동학  분석  운동역

학  분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고, 태

권도 발차기 동작에 한 근 도 연구들 (강성철, 1998;  

김원섭, 2001; 신성휴, 박기자, 권문석, 김태완, 2004; 김

환, 2006; 김재범, 2007)은 태권도 발차기 동작은 하

지 의 굴곡과 수축 그리고 내 과 외  되는 근육

의 기 이 근원이므로 근 도 시스템을 사용한 발차기 

주동근 활동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 태권도 발차기에 련된 선행연구에

서 발차기시 근의 활동과 주동근의 작용과 의 유연

성들에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운동학  분야에서 많

이 이루어져 왔으며, 운동역학 분야에서는 태권도 발차

기 기술에 한 동작분석과 근 도를 사용한 근활성도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기본 인 단계에 머물고 있

으며,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발차기 기술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 시에 사

용빈도가 많고, 득 력이 높은 반달차기 동작을 운동학

 변인분석과 근 도를 통한 근 동원 양상을 분석함

으로서 태권도 선수  지도자들에게 반달차기의 주동

근  효율 인 자세를 규명하여 태권도 겨루기 경기

의 질  향상과 선수들의 기량 향상  올바른 지도법

을 제시하고, 태권도 발차기 연구에 기 자료를 제공하

는데 연구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실험 연구에는 근신경학 , 정형외과  병력이 

없는 8명의 건강한 상자로써 태권도 경력이 10년 이

상으로 국 회입상경력을 가진 W시 S 학교 태권도

부 웰터 에서 우수선수 4명과 입상경력이 없는 비우

수선수 4명을 임의 선정하 으며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방법

태권도 반달차기시 운동학 변인과 근 도 분석을 

한 실험도구는 <그림 1>과 같이 배치하 고, 연구 상

자들에게 실험에 한 목 과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

고,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와 같은 반달차기 동작 수행

을 할 것을 당부한 후 10분간 비운동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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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 복근 척추기립근

그림 2. 근 도 부착부

그림 3. 랜드마크 부착부

그림 1. 실험도구 배치도

운동학  변인 동작 분석을 하여 해부학  경계

이 보이도록 실험 상자는 스포츠 타이즈를 착용하고, 

근 도 분석을 해 피부외피층의 털을 제거하는 사

비 작업을 실시하 다. 발차기 수행 시 주동근의 선

정은 <그림 2>와 같이 퇴직근, 좌,우복근과 좌,우척

추기립근으로 선행연구 (강성철, 1998; 김원섭, 2001; 

신성휴 등, 2004; 김 환, 2006; 김재범, 2007; 한제희, 

2008)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 으며, 근 도 

극들을 부착하고 반달차기 동작을 수행하 다.

태권도 반달차기 시 운동학  변인들을 비교분석하

기 하여 Vicon Motion System의 MX13 카메라

(300Hz, 7 )를 상자를 심으로 높이 3m, 거리 5m

를 유지하여 설치하 고, 카메라의 앵 을 조정하여 

Hidden Point의 발생을 최 한 감소 시켰다. 역 좌

표값과 실공간 좌표값을 분석용 컴퓨터에 입력하기 

해 반사마커가 부착된 L 임과 T-bar를 사용하여 10

간 촬  하 다. 이때 x축은 좌․우 방향을 y축은 

․후 방향, z축은 상․하 방향을 의미한다. 촬 이 

끝나고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의 범 를 설정 한 후 

상자들이 동작에 지장을 받지 않을 충분한 공간을 확

보하 다. 각 상자들의 신체자료를 측정하고, 신체 

분 의 해부학  심 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록 스포츠 타이즈를 착용 하 고, 동작의 각 분 을 정

확하게 인식하기 하여 <그림 3>과 같이 심

에 랜드마크(landmarks)를 부착하 다.

상자들은 실험을 실시할 태권도 반달차기에 해 

실험 30분 부터 응연습을 실시하 고, 응연습은 

편안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 다.

최 한 동작과 장비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고 동작

은 충분히 연습을 한 후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을 5회 

실시하 으며, 상분석을 이용하여 가장 정확하게 수

행한 동작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1) 운동학  변인분석

본 연구의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 기술의 운동학  

변인들에 한 상데이터분석을 해 (강성철, 2000;  

이재 , 2001; 안왕식, 2004; 양성이, 2005; 이 림, 2007)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동작수행시간, 족  각변 , 슬

 각변 , 신체 심이동 그리고 상체젖히기 등의 변

인들을 선정하 다. Vicon Motion System의 MX13 카

메라(300Hz, 7 )를 통하여 상을 수집 하 다. 수집된 

상은 인체해부학  경계  38개 을 좌표화 하 다. 

좌표인식 오차 1/1000의 정확한 치좌표를 얻었고, 좌

표값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Vicon Motion System의 분

석용 소 트웨어 Work Station과 Body Builder를 통하

여 간단한 언어로 로그램 하 다. 최종 으로 

Polygon Viewer에서 각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하여 각 연구 상자들의 반달차기 동작을 이벤트와 국

면별로 비교 하 으며 다음 <그림 4>와 같다.



14  하철수ㆍ최만호

E1 E2 E3 E4

         국면1    국면2    국면3

그림 4. 반달차기 동작 시 4개의 이벤트

이벤트 1: 비자세

이벤트 2: 차는발 족 이 최  신  되는 순간

이벤트 3: 차는발 슬 이 최  굴곡 되는 순간

이벤트 4: 차는발이 목표물에 임팩트 되는 순간

국면1: E1에서 E2까지 동작수행구간

국면2.: E2에서 E3까지 동작수행구간

국면3: E3에서 E4까지 동작수행구간

각 변  정의

․족  : 하퇴와 발등이 이루는 각으로 동작을 수

행하는 동안 각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심

이 족 부분에 제5 수골로 정상가동범 는 0~20

도, 하퇴골 축에 수직이 0도, 굴 하 을 때 20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슬  : 퇴와 하퇴가 이루는 내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각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

상가동 범 의 굴곡은 0도에서 130도, 신 은 0도

로 신체 계측  에서 자 과 외과 을 이루

는 심선이 계측  에서 기본 축이여야 한다.

․신체 심이동 : 신체운동에서 신체 심의 치변

화는 신체균형과 한 계를 갖고 있고, 운동

역학 학문에서 신체 심을 측정,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 인 요인이다.

․상체기울기 : 몸통을 수직축으로 좌표계의 x, y, z

의 각 변  변화를 의미하며 x은 (+)내 과 (-)외

, y축은 (+)굴곡과 (-)신 , z축의 (+)내측회 과 

(-)외측회 으로 나타내고, 체간 운동  흉요부는 

굴, 후굴, 회선, 측굴의 운동방향을 가지며, 정상

가동 범 에서 굴은 0도에서 45도, 후굴은 0도

에서 30도, 회선은 0도에서 40도, 그리고 측굴은 0

도에서 50도이다.

2) 근 도 분석

근 도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성  분석법 

(qualitative analysis)과 정량  방법(qantitative 

analysis)으로 구분된다. 정성  분석법은 EMG신호의 

형을 유형별로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정량  분석법

은 amplitude 분석, Frequency 분석, IEMG 분석 등이 

있다. 근 도 측정은 Noraxon 사의 근 도계 Telemyo 

2400T(Noraxon, USA)을 사용하여 5개 channels을 사

용하 고, 5군데의 근육에 Bipolar 표면 극을 부착하

으며, 지 극은 복부에 부착하 다. 매 수축 운동

시 근 도 측정 로그램 (MyoResearch XP)을 사용하

여 MVC를 기록 Daniels and Worthingham(1995)의 

muscle testing에 기 하여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

하 다. 여기서 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사용

하 으며, 그 이유는  정류된 신호를 역통과 필

터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하면 이때의 선형포락선(linear 

envelope)은 근육의 힘(tension)을 나타내는 그래 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Winter, 1990).

MVC 측정 후 각 피험자들은 반달차기동작 실험을 진

행하 으며, EMG 측정은 각 시기 당 5 씩 측정하 으

며, 이 때 자료 샘 링 주 수는 1500Hz로 설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비디오 상과 근 도 자료의 동조를 

해서 비디오카메라에 기록된 상과 이와 동시에 근

도 측정 로그램 (MyoResearch XP)에 기록되어 이 

두 신호가 발생된 순간을 기 으로 비디오 상과 근

도 자료를 동조 시켰다.

5  동안 측정된 자료는 상분석을 통하여 차는 발

이 이지되는 순간부터 임팩트 순간까지로 구간을 정하

여 근 도 값을 산출하 으며, 측정된 EMG raw data

는 잡음(noise)을 제거하기 해 정류(full wave 

rectification)를 실시하 다.

EMG 자료는 50ms의 평균(mean)을 이용하여 평활

화(smoothing) 한 후 발견된 최 값을 해당 근육의 최

근 도(EMGmax


)값으로 결정하 다. 그리고 정류된 

자료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자필터(FIR filter, 1

0～500Hz band pass)를 이용하여 필터링하 다. 

NorEMGm은 각 근육의 표 화된 근 도 값을 말하고 

단 는 %MV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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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m은 실제 시기 시 측정된 2번의 필터링 작업

을 거친 각 근육의 근 도 값이고 EMGmax


는 MVC 

측정 시 발견된 각 근육의 최  근 도 값을 말한다.

본 측정에서는 표 화된 값들을 이용하여 각 상자

들의 평균값과 peak값을 분석하여 비교 하 다.

3. 통계처리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반달차기시 동작을 우수선

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운동학 변인과 근 도 

분석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응표본 t-test를 이용하

고, 모든 자료들은 통계 로그램 Window SPSS 12.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모든 통계치의 임계치는 5%

유의수 으로 설정하 다.

Ⅲ. 연구결과

태권도 경기 선수들의 반달차기 동작 수행 시 운동

학  변인과 근 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작수행시간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반달차기 동작

수행시간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 

시 두 집단별 평균 국면별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우수선

수집단은 국면1, 2, 3에서 0.120±0.018sec, 0.135±0.019sec, 

0.070±0.000sec.로 나타났고, 비우수선수집단이 

0.150±0.031sec, 0.137±0.009sec, 0.062±0.009sec.로 나타났

다. 총 소요시간은 우수선수집단이 0.332±0.041sec로 비

우수선수집단은 0.350±0.039sec로 나타났다.

2. 족  각 변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족  각 변

에 한 유의성검정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는 다리 이벤트 1, 

2, 3, 4에서 우수선수집단은 1.38±10.61˚, -45.78±6.29˚, 

-43.71±6.96˚, -42.36±5.26˚로 나타났고, 비우수선수집단

이 8.17±7.17˚, -48.75±4.56˚, -47.46±5.67˚, -44.38±3.35˚를 

나타냈다. 지지하는 다리 이벤트 1, 2, 3, 4에서 우수선

수집단은 5.45±10.61˚, -6.37±6.29˚, -9.59±3.35˚, 4.30±8.02

˚ 로 나타났고, 비우수선수집단이 16.34±7.17˚, 1.37±4.56

˚, -2.93±6.96˚, 6.65±5.26˚ 로 나타났으며, 우수선수집단

과 비우수선수집단간에 이벤트1～4까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슬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슬  각 변

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는 다리 이벤트 1, 2, 

3, 4에서 우수선수집단은 30.33±7.25 ,̊ 40.20±8.00 ,̊ 

94.31±6.68 ,̊ 31.34±4.00˚로 나타났고, 비우수선수집단이 각

각 21.47±9.94 ,̊ 30.83±11.30 ,̊ 93.01±5.07 ,̊ 19.45±4.33˚로 나

타났다. 지지하는 다리에서는 우수선수집단이 49.9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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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2.74 ,̊ 27.41±16.20 ,̊ 26.61±13.05˚로 나타났고, 비우수

선수집단은 39.66±9.31 ,̊ 21.63±14.20 ,̊ 26.31±12.09 ,̊ 

18.66±4.83˚로 나타났다. 차는 다리 이벤트 1, 2, 3과 지지

하는 다리 이벤트 1, 2, 3, 4에서는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는 다리의 

이벤트 4 에서는 통계  유의수  p<.05로 매우 유의한 

수 을 보 으며, 통계 값은 t=-4.03, p=.007 이었다.

4. 신체 심이동

반달차기 시 우수선수 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신

체 심이동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권도 반달차기 동

작 시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에 신체 심이

동에 한 x축이동, y축이동, z축이동에 있어서 이벤트 

1에서 이벤트 4까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상체 젖히기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상체 젖히기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 

시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상체 젖히기에 

있어서는 x축의 이벤트 3(t=2.45, p=.05), 4(t=2.80, 

p=.03)와 y축의 이벤트 3(t=2.68, p=.03), 4(t=2.96, p=.02) 

그리고 z축의 이벤트 1(t=-3.16, p=.02), 2(t=-3.19, 

p=.019), 3(t=-3.20, p=.018), 4(t=-3.37, p=.015),에서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퇴직근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퇴직근의 평균

값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차는 

다리의 주동근인 퇴직근에서는 두 집단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1.85%MVC, 이벤트 2는 -76.12%MVC, 

이벤트 3은 -35.80%MVC, 이벤트 4는 98.75%MVC로 

퇴직근 평균값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퇴직근 peak 

평균값의 차이에 한 검정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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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차는 

다리의 주동근인 퇴직근 peak평균값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16.12%MVC, 이벤트 2는 

-105.50%MVC, 이벤트 3은 -76.50%MVC, 이벤트 4는  

111.50%MVC로 퇴직근 peak평균값에서도 통계  유

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척추 기립근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척추기립근 평균

값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오른쪽 

척추기립근 값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

가 11.22%MVC, 이벤트 2는 18.02%MVC, 이벤트 3은 

-15.63%MVC, 이벤트 4는 -29.25%MVC로 오른쪽 척추

기립근 평균값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달차기 시 왼쪽 척추기립근 값에서는 두집단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21.45%MVC, 이벤트 2는  

20.77%MVC, 이벤트 3은 -52.25%MVC, 이벤트 4는 

3.45%MVC로 왼쪽 척추기립근에서도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척추기립근 

peak 평균값의 차이에 한 비교분석의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오른쪽 

척추기립근 peak평균값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

은 평균차가 46.00%MVC, 이벤트 2는 -14.15%MVC, 이

벤트 3은 -22.50%MVC, 이벤트 4는 -15.00%MVC로 오

른쪽 척추 기립근 peak평균값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왼쪽 

척추기립근 peak평균값에서는 두 집단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92.13%MVC, 이벤트 2는 -11.80%MVC, 이벤

트 3은 -117.55%MVC, 이벤트 4는 38.00%MVC로 이벤

트 3에서만 통계  유의수  p<.01로 매우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통계 값은 t=3.73, p=.01이었다.

8. 복근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복근 평균값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오른쪽 

복근의 평균값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163.45%MVC, 이벤트 3은 26.75%MVC, 이벤트 4는 

62.65%MVC로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이벤트 2에서는 평균차가 65.00%MVC

로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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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값은 t=-2.72, p=.03이었다. 왼쪽 복근 평균값에서는 두 

집단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135.27%MVC, 이벤트 2

는 68.72%MVC, 이벤트 3은 -11.17%MVC, 이벤트 4는 

33.50%MVC로 왼쪽 복근 평균값은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의 복근 peak 평균값

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달차기 시 오른쪽 

복근의 peak평균값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은 평

균차가 -191.25%MVC, 이벤트 2는 68.75%MVC, 이벤트 

3은 42.88%MVC, 이벤트 4는 86.03%MVC로 오른쪽 복

근의 peak평균값에서는 통계  유의수  p>.05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왼쪽 복근의 peak평균값

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벤트 1은 평균차가 

-159.00%MVC, 이벤트 2는 -2.75%MVC, 이벤트 3은 

-9.28%MVC, 이벤트 4는 60.22%MVC로 수치 으로 차

이는 보 으나 왼쪽 복근 peak평균값에서도 통계  유

의수 p>.05로 통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태권도 반달차기 동작 시 운동학  변인

들과 근 도 변인들을 우수선수집단과 비우수선수집단

간의 비교분석함으로서 반달차기 동작에 한 올바른 

수행방법을 규명하여 태권도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에게 

기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경기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할 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 반달차기 시 동작수행시간이 비우수선수집단

에 비해 우수선수집단이 빠르게 나타난 것은 이종갑

(2004)이 실시한 태권도 우수선수의 안면돌려차기 동작

의 운동학  분석에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양창

수(200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태권도 우수선수들의 

돌려차기 시 사용된 총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태

권도 발차기 경기력 향상에 향을 다는 것을 본 연

구 결과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차기 자세도 요

하지만 차는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서 최 굴

곡 되는 순간까지 가속도가 발차기 동작 소요시간인 

속도에 가장 큰 향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슬  각 변 에서는 우수선수집

단과 비우수선수집단간에 이벤트 3과 이벤트 4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림(2007)의 태

권도 뛰어 앞차기의 역학  분석에서는 슬과 과 고

 각 변 에서 두 다리가 모두 최  굴곡 되는 시

에서 임팩트 되는 경우에 비우수선수집단의 임팩트 시 

최  신  동작에 한 슬  각 변  변화가 필요하

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되는 연구 결과를 보 다. 

본 연구 결과의 신체 심이동에서는 하철수(2006)의 

태권도 앞돌려차기 운동역학  분석에서와 상반된 연

구결과가 나타났고, 이동진, 박찬호와 김헌수(2006)의 

태권도 숙련자와 미숙련자의 공격 뒤차기 동작에 한 

운동역학  분석에서는 타격 동작 시 심 치 변화가 

숙련자와 미숙련자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우 (1974)의 태권도서기 자

세 변화에 따른 기술에 한 연구결과와 같이 발차기 

비자세가 비우수선수집단에 비해 우수선수집단이 평

균 으로 넓은 보폭의 비 자세를 갖추어 발차기 강

도를 높이기 해 목표물 방향으로 신체 심을 더 빠

르게 이동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반달차기 동작 시 상체 젖히기 동작은 x축, y축 그

리고 z축에서 이벤트 3 과 이벤트 4에서 우수선수집단

과 비우수선수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서 태권도 경기 시 많이 사용되는 받아차기 발차

기 동작 에서 상체 젖히기 동작은 우수선수집단이 

비우수선수집단에 비해 반달차기 동작 시에 상체를 과

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 경기 시 받아차기의 일종인 반달차기 

시에 체간만을 이용하여 회선 회 을 할 시에는 척추

기립근의 활동이 다른 근육에 비해 늦게 활동을 나타



태권도 반달차기 시 운동학  변인  근 도 분석  19

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체간의 회  동작 시 근육의 

동원 능력과 기 자극의 방출이 가장 활발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정구 , 1997).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우수선수집단들의 오른쪽 발

을 사용해서 반달차기 동작을 수행 한 결과 척추기립근 

왼쪽부분의 peak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서 반달차기시 체간의 회 운동이 근육의 동원능력과 

기  자극 방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여 체간에서의 

척추기립근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척추기립근 왼쪽 peak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것은 우수선수집단들의 반달차기 시 차는 발

이 오른쪽으로 반 쪽 방향인 척추기립근 왼쪽부분의 

peak값이 차는 발의 반 쪽 좌측 근육들이 고정되면서 

높은 근 활동을 보인 것으로 발차기가 진행될수록 몸통

은 왼쪽으로 회 함으로써 오른쪽 척추기립근의 평균

분근 도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몸통의 회 과 

척추기립근이 아주 한 련이 있어 몸통의 회  반

방향의 척추기립근의 평균 분근 도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성휴 등, 2004).

오른쪽 복근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

은 최희수, 권오윤, 이충휘, 혜선  오재섭(2005)은 

운동 축에서 손의 치가 멀어질수록 자세를 유지하고

자 척추굴곡에 여하는 복부 쪽의 근육들이 많이 작용

한다는 것이나 하철수(2002)의 신체운동에서나 체육·스

포츠 장에 있어서 척추는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분

담하고 역학 으로 유효한 각도와 방향을 부여 한다고 

하여 반달차기 동작 시 오른발 차기를 함으로써 척추를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오른쪽 복근이 체간을 회 에 

여하면서 근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 시 받아차기의 일종인 반달차기 

수행에 있어서 운동학 변인들 에서 발을 차는 다리

의 슬  각 변  변화가 임팩트 시 단히 요하며,  

차는 발의 반 쪽에 치한 척추기립근 왼쪽부분의 근

육들이 고정되면서 동작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 척추기

립근 왼쪽부분 근육의 강화 훈련이 필요하며, “척추기

립근은 척추를 지지하고 신 시켜서 자세를 정상 으로 

유지하는데 주동 으로 여하며, 늑골을 하방으로 당

기는 역할” (노민희, 용 환, 이용덕, 박미 , 2001)과 

“몸통의 측방굴곡과 회선을 시키는 기능”(김상수, 박태

, 박윤기, 박홍기, 세태수, 이용덕, 1987)도 한다고 하

여 체간 회 운동에 따른 오른발 반달차기 동작 시 오

른쪽 복근이 높은 근 활동에 기여함으로서 가장 효과

인 반달차기 수행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수우수집단의 태

권도 겨루기 시 효율 인 반달차기 동작수행을 해 

운동학  변인에서는 임팩트시 차는 발의 슬  최  

굴곡 변화에 한 훈련과 상 선수의 공격에 빠른 속

도로 반응하기 한 상체젖히기 각 변  변화에 한 

훈련이 필요하며, 근 도 분석에서는 반달차기시 반

방향에서 상체를 지지하여 주는 왼쪽부분의 척추기립

근과 체간 회  운동 시 같은 방향으로 높은 근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반달차기시 오른쪽 복근의 강화훈련이 

효율 인 경기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받아차기 종류 에서 반달차기 동작을 운동학

변인과 근 도 분석을 해 카메라와 근 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규명함으로써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과 지도

자들에게 보다 효율 인 반달차기 수행 능력을 한 

연구 목 이 있었으며, 운동학 변인과 근 도 변인들

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운동학  변인들 에서 반달차기 동작 소요시간, 

족  각 변 와 신체 심이동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고, 슬  각 변 는 차는 다리

가 이벤트 4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

 각 변 는 차는 다리와 지지하는 다리가 이벤트 3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체 젖히기는 x축에서 이벤트 3과 이벤트 4는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가 나타났고, y축에서 이벤트 3과 이벤트 

4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z축에서 이벤

트 1, 2, 3, 4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근 도 변인들 에서 퇴직근, 퇴직근 peak 

값, 척추기립근 오른쪽과 왼쪽, 척추기립근 peak 값 오

르쪽 그리고 복근 peak값 등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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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차이가 나타났고, 척추기립근 peak값 왼쪽과 오

른쪽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보면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받아차기의 일종인 반달차기의 효율 인 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운동변인 에서 발을 차는다리의 슬

 각 변  변화가 상 를 임팩트 하는 동작에서 단

히 요한 요인이 되며, 고  각변 는 발을 차는 다리

와 고  각변  변화가 매우 요한 요인이 되어 진다.

한 근 도 변인 에서 반달차기 동작 수행 시에 

차는 발의 반 쪽에 한 왼쪽부분의 척추기립근 근육들

이 높은 근활동에 기여되고 있어 효율 인 반달차기 수

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왼쪽부분의 척추기립근 

근육들의 강화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달차

기시 체간 회 운동에 따른 오른발 반달차기 동작 시 오

른쪽 부분의 복근이 높은 근활동에 기여함으로서 가장 

효과 인 반달차기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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