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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lanced performance of dominant and non-dominant leg is very important to Taekwondo spar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elite Taekwondo athletes would have balanced biomechanical performance and intra-limb coordination in

executing different types of Taekwondo kicks. Twelve athletes(more than 10 year practice experie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performed six basic kicks(i.e., the front, roundhouse, side, back, thrashing, and turning-back kick). Results indicated no statistical

difference on response time, peak kicking velocity, single limb vertical jump height, and angle-angle plot between dominant leg and

non-dominant leg(p>.05). In conclusion, elite Taekwondo athletes had equivalent ability between dominant leg and non-dominant leg in

performing Taekwondo kicks. This might be an advantage to elite athletes for Taekwondo sparring because they could use both leg

without any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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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육상의 달리기, 사이클링, 축구와 같이 하지의 움직임이 중

요한 운동에서는 좌우 다리의 균형적인 움직임이 운동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세한 다리

(dominant leg)와 비우세한 다리(non-dominant leg) 사이에 운

동역학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Barfield,

1995; Carpes, Rossato, Faria & Bolli Mota, 2007; Dorge,

Andersen, Sorensen & Simonsen, 2002; Nunome, Ikeg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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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akai, Apriantono & Sano, 2006;). 축구의 경우 선호하는 다

리 또는 우세한 다리를 사용하였을 때 비우세한 다리 또는 비

선호 다리를 이용하였을 때 보다 운동학적 변인(Barfield, 1995;

Dorge et al., 2002)과 역학적 변인(Nunome et al., 2006)이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Dorge et al.(2002)은 임팩트시 우세

한 다리의 발속도와 공의 투사속도가 통계적으로 빠르다는 것

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우세한 다리의 허벅지분절과 정

강분절의 회전각속도 차이에 기인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좌우

고르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이클링에서도 우세한 다리에

서 발생하는 크랭크 토크의 최대치가 비우세한 다리의 값보다

크며, 이것은 페달링의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보고 되었다

(Carpes et al., 2007). 즉,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스포츠종목에서 조차도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의 성능차

이가 발생하였다.

태권도의 겨루기에서 빠른 발놀림과 함께 어떠한 자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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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발차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태권

도 선수의 경우 우세한 다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비우세한 다

리의 사용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일

부 태권도 연구에서 좌우 발차기의 성능비교가 발표되었다

(Falco et al., 2009; Pedzich, Mastalerz, & Urbanik, 2006; Peng,

2006; Tang, Change, & Nien, 2007). 돌려차기의 반응시간, 최대

발끝속도, 관절 각가속도 등에서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Tang et al., 2007; Falco

et al., 2009), Peng(2006)의 경우 우세한 다리의 돌려차기 반응속

도가 통계적으로 빠름을 보였다. Pedzich et al.(2006)은 우세한

다리의 옆차기와 뒷차기가 높은 충격력을 나타내었지만, 뒷차

기의 경우 비우세한 다리가 오히여 더 큰 충격량을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의 발차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원인으로는 우수선수 또는 비우수선수와 같은 피험자의 선정이

나, 돌려차기와 같은 throw-like motion과 옆차기와 같은

push-like motion 사이의 운동제어 메커니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throw-like motion은 상위 분절과 하위 분절이 같은 회전

방향을 이루면서 순차적인 분절 회전을 통해 끝단인 손과 발끝

에서 최대 속도를 발생시키지만, push-like motion은 상위 분절

과 하위 분절이 서로 다른 회전방향으로 미는 듯한 행위를 통

해 차는 힘을 만들어 낸다(이옥진, 최지영, 김승재, 2007; 윤창

진, 채원식, 2009; 최지영, 이옥진, 김승재, 2007; Putnam, 1991,

1993). 반면 뒤돌려차기는 throw-like motion과 push-like motion의

특징이 혼합된 복합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최지영, 이옥진, 김

로빈, 김승재, 2007; Kim, Kim, & Im, 2010).

본 연구에서는 우수 태권도선수들이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

한 다리를 사용하여 6개의 발차기(앞차기, front kick; 돌려차기,

roundhouse kick; 옆차기, side kick; 뒤차기, back kick; 후려차기,

thrashing kick; 뒤돌려차기, turning-back kick)를 각각 수행하였을

때 운동학적 변인과 관절협응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운동학적 변인으로는 응답시간, 발차기속도, 외

발높이뛰기 등이 측정되었고, 관절협응 변인으로는 차는 다리

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각도-각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수

선수들의 경우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 사이에 성능 차이

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이 제시되었고,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토록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로 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특기생들

로, 전국대회입상 경험이 있고, 4단 이상으로 수련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는 태권도선수 12명을 선정하였다. 우세한 다리의 선

정은 피험자의 진술에 의존하였고, 12명 중 8명이 오른다리, 4

명이 왼다리를 우세한 다리로 각각 표현하였다. 피검자의 신체

상황은 실험 당시에 발차기의 불편함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

다. 피험자의 신장은 179.9±4.2 cm, 체중은 71.9±8.4 kg, 나이는

20.4±1.1 yrs였다.

2.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광학식 동작분석시스템(HawkⓇ Digital

Real Time System, Motion Analysis System, Santa Rosa, CA,

USA)을 이용하여 추출율 200 Hz의 동작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

고, 원활한 운동학적 변인 획득을 위한 15개의 분절 모델

(DeLeva, 1996)을 구축하였다. 34개의 반사표시마커 부착은 지

역좌표 모델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Wu et al.(2002)의

제안을 따랐다<Figure 1>. 발차기 목표물로 태권도 수련에서 사

용되는 미트(All-StarⓇ, 태화산업사, 서울)를 사용하였으며, 하

나의 반사표시마커를 목표물 위에 설치하여 타격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보조자는 한손으로 미트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특수 제작된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를 잡고 있어서 피험자가 발차기 명령으로 LED를쉽게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발차기의 종류에 따라 앞차기, 돌려차기, 옆

차기, 뒤차기시에는 목표물의 위치를 복부 근처에, 후려차기와

뒤돌려차기시에는 목표물의 위치를 얼굴 근처에 각각 고정하였

다. 외발높이뛰기 실험에서의 최대 높이는 지면반력기(MP4060,

Bertec Corportation, Columbus, OH, USA)에서 나온 수직지면반

력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Figure 1. Body model and marker system for experiment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실

험하기 전에 6가지 발차기의 순서와 좌우발의 순서를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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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한 발차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준비운동을 마친

후 겨루기 자세에서 발구름 없이 대기하며 목표물 위에 위치한

LED를 주시하였다. LED에 불빛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정확

하게 지정된 발차기로 목표물을 가격하였다. 실험 진행자는 임

의로 LED 신호를 주어 피험자가 예측된 LED 신호로 발차기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3회 반복 측정

을 실시하였고, 중앙값을 계산에 이용하였다.

외발높이뛰기 실험에서, 피험자는 준비신호에 한쪽 발을 접

어 한발로만 몸을 지탱하고, 양손을 허리 위에 위치시켜 팔움

직임 효과를 배제하였다. 반동(counter-movement)을 이용한 높

이뛰기를 실시하여 최대 높이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좌우 발을

번갈아 가면서 3회 반복 측정하였고, 측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험자가 공중에서 무릎을 굽힌 채로 착지하는 것을 금하

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처리와 분석은 MatlabⓇ(The MathWorks™, Natick, MA,

USA)을 이용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측

정된 자료들은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eter)를 통해 차단주파수

(cutoff frequency) 8Hz로 평활화된 후 운동학적 변인과 협응 변인

계산에 사용되었다. 다음과 같이 변인들이 정의되고 분석되었다.

1) 응답시간(response time) : 응답시간은 외부신호인 LED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부터 발이 목표물에 타격하는 순간까

지 걸린 시간이다.

2) 발차기속도 : 발차기속도는 발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끝

의 최대 합성직선 속도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 외발높이뛰기 높이 : 지면반력 자료를 통해 나온 체공시간

(tflight)을 투사체 자유낙하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하였다. 본 공식은 이륙시와 착륙시 무게중심의 높이가 같

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에 피험자들은 착지시 무릎관절

과 엉덩관절의 신전이 요구되었다.

  


 



4) 각도-각도 그래프 차는 다리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협응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엉덩관절의 굴곡/신전 각도와 무

릎관절의 굴곡/신전 각도를 이차원 도면에 표현하였다.

Figure 2. Joint coordinate system of the hip and local coordinate
system on pelvis and thigh segments (Wu et al., 2002)

지역좌표 정의는 Wu et al.(2002)을 따랐으며<Figure 2> 각도 계

산은 Grood와 Suntay(1983)의 관절좌표계(joint coordinate system) 정

의에 따랐다.

5.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였고 귀무가설 검증

을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이때의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우세다리와 비우세다리

의 상관도도 함께 분석하여 서로 간의 밀접성도 파악하였다.

Ⅲ. 결 과

1. 응답시간

우세다리와 비우세다리 사이의 응답시간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6가지 태권도 발차기에서 우세다리 차

기의 응답시간과 비우세다리 차기 응답시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변량사이의 상관관계는 앞차기를 제

외한 모든 발차기에 걸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즉, 우세

다리가 빠른 반응일 경우 비우세다리도 빠른 반응을 보여 주었

고, 우세다리가 느린 반응일 경우 비우세다리도 느린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발차기 종류별 응답시간 비교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Throw-like motion의 발차기인 앞차기, 돌려

차기는 push-like motion인 옆차기, 뒤차기, 그리고 복합적인 관

절운동을 필요로 하는 후려차기와 뒤돌려차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있게 짧은 응답시간을 보여 주었다[F(5,55)=34.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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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leg Non-dominant leg t - test Correlation

M SD M SD t p r p

Front kik 0.70 0.07 0.69 0.07 .17 .87 .55 .06

Roundhouse kick 0.71 0.08 0.69 0.09 1.36 .20 .76 <.01*

Side kick 0.77 0.10 0.77 0.10 -.04 .97 .73 .01*

Back kick 0.75 0.08 0.77 0.07 -1.77 .10 .85 <.01*

Thrashing kick 0.90 0.12 0.89 0.12 .73 .48 .89 <.01
*

Turning-back kick 0.84 0.11 0.85 0.10 -.36 .73 .69 .01
*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Comparison of response time (dominant leg vs. non-dominant leg) (unit: sec)

Dominant leg Non-dominant leg t - test Correlation

M SD M SD t p r p

Front kick 14.1 1.3 14.1 1.3 -.18 .86 .85 <.01*

Roundhouse kick 14.7 1.3 14.7 1.5 .20 .84 .83 <.01*

Side kick 9.1 1.2 8.8 1.2 .84 .42 .66 .02
*

Back kick 11.5 1.0 11.6 1.2 -.56 .59 .79 <.01
*

Thrashing kick 9.9 1.3 10.2 1.1 -1.04 .32 .78 <.01
*

Turning-back kick 11.4 1.2 11.3 0.9 .27 .79 .64 .02
*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kicking velocity (dominant leg vs. non-dominant leg) (unit: m/s)

Figure 3. Angle-angle plot of six Taekwondo kicks (dominant leg vs. non-dominant leg)



Unilateral Performance Comparison for Taekwondo Kicks between Dominant Leg and Non-Dominant Leg 187

2. 발차기속도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차기속도 결과에 있어서 6가

지 발차기 모두 우세다리 차기와 비우세다리 차기의 차이가 없

었고, 두 변량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그 값들

은 양(+)의 높은 상관계수(0.64에서 0.85)를 나타내었다. 발차기

종류별 발차기속도는 throw-like motion 형태인 앞차기(우세다리

와 비우세다리 모두 평균 14.1 m/s)와 돌려차기(우세다리와 비우

세다리 모두 평균 14.7 m/s)가 다른 발차기들(옆차기, 뒤차기, 후

려차기, 뒤돌려차기)에 비해유의하게빨랐다[F(5,55)=94.1, p<.01].

3. 외발높이뛰기

수직높이뛰기는 근력측정 뿐만 아니라 하체분절의 협응을

대표하는 중요 수치로서 프로미식축구(NFL) 선수선발 지표로도

활용된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우세다리 뛰기와 비우세다리

뛰기의 성능 비교를 수행한 결과, 우세다리 뛰기의 높이는

0.184±0.02 m로 비우세다리 뛰기의 높이(0.177±0.02 m)보다 약

간 우세하지만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각도-각도 도표

<Figure 3>은 6가지 발차기에서 차는 다리의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의 협응을 정성적으로 보여 준다.

우세다리 차기의 곡선 형태와 비우세다리 차기의 곡선 형태가

6개의 모든발차기에 걸쳐서 서로 매우 흡사하게 이루어졌다. 이

는 우수 선수의 경우 우세다리의 관절협응과 비우세다리의 관절

협응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

한 발차기 속도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발차기속도의 차이가 없

는 것은 관절협응의 차이가 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hrow-like motion 발차기인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특징은

발이 지면에서 이륙한 후 엉덩관절은 굴곡 국면만 보여 주었지

만, push-like motion 발차기들(옆차기와 뒤차기)과 복합운동의

발차기들(후려차기와 뒤돌려차기)에서는 굴곡 국면과 신전 국

면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throw-like motion 발

차기들이 push-like motion 발차기들과 복합운동 발차기들보다

간단한 차기 메커니즘을 지녀 더 짧은 응답시간과 더 빠른 발

차기 속도가 나오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Ⅳ. 논 의

본 논문에서는 throw-like motion 발차기로 대표되는 앞차기

와 돌려차기, 그리고 push-like motion 발차기인 옆차기, 뒤차기,

복합운동 발차기인 후려차기와 뒤돌려차기 등을 대상으로 우세

다리 차기와 비우세다리 차기 사이의 운동성능을 비교하였다.

겨루기 발차기의 주요 목적인 응답시간과 발차기 속도에서는

두 다리 차기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

구의 돌려차기 응답시간(우세다리 차기 0.71 sec와 비우세다리

차기 0.69 sec)은 다른 연구들의 결과인 0.6 sec(Tang et al.,

2007), 0.65 sec(Sung, Lee, Park, & Joo, 1987), 0.66 sec(이재봉,

2001), 0.68 sec(Pieter & Heijmans, 2003)와 비슷한 결과가 나와

측정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려차

기의 결과값이 기존 연구결과인 17.3 m/s(배영상, 1992)와 17.7

m/s(O'Sullivan et al., 2009)에 비해 작은 값(14.7 m/s)으로 나왔

다. 줄어든 돌려차기 속도 결과는 이 실험에서 우수 태권도선

수를 선발하여 실험하였지만 피험자의 대상과 측정시스템의 차

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운동학적 변인에 있어서 우세다리 차기와 비우세다리 차기

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은 하체 관절력 협

응을 대표하는 외발수직뛰기 결과와 발차기시 관절 사이의 각도-

각도 도표의 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가 균형있게 발달되었

고 차는 동작에 있어서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가 같은 협

응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양쪽 하지를 사용하는 축

구(Barfield, 1995; Dorge et al., 2002; Nunome et al., 2006)나 사이

클(Carpes et al., 2007)에서 발표되었던 비대칭적 운동 성능과 다

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에, 오랜기간의 태권도 수련이 신체의

좌우 대칭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겨루기 경기력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우세다리와 비우세다

리 능력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6가지 발차기 비교를 통해 우세다리 차기와 비우세다리 차기

의 운동성능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않았지만, 발차기 운동

형태에 따른 차이점은 볼 수 있었다. throw-like motion 형태의 발

차기들은 간단한 관절협응을 보여주었고, push-like motion과 복합

운동 형태의 발차기들은 복잡한 관절협응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 throw-like motion 발차기들이 응답속도와 발차기속도

측면에서 다른 발차기 형태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Kim et al., 2010).

Ⅴ. 결 론

12명의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의 발차기 비교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6가지의 발치기 형태에 상관없이 우수 선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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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응답시간, 발차기속도, 외발높이뛰기, 차는 다리의 각도-각도

협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수 태권도선수인

경우 양쪽 다리의 사용에 제약이 없음을 의미하며 겨루기의 경

기력을 향상시키는 인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수 태권도선수의 좌우 균형적인 성능이 오랜 시간 수련을

통한 운동학습의 결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비숙련자를 대상으

로 같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숙련자에서는 우세다

리 차기와 비우세다리 차기 사이에 유의한 운동역학적 성능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태권도 수련의 우수성이 입증될 수 있는 자

료가 될 것이다. 이는 태권도의 수련이 하지의 좌우 대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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