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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success factors of techniques through kinematic analysis

including coordination of lower extremities and landing stability according to the success and failure of 540o Dwihuryeochagi

in Taekwondo. Twenty Taekwondo athletes: ten success group (S, age: 22.3±1.8 yrs, height: 172.1±5.4 cm, body mass:

64.4±4.2 kg) and ten failure group (F, age: 22.3±1.8 yrs, height: 172.1±5.4 cm, body mass: 64.4±4.2 kg)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using a system of 3 video cameras with a sampling of 60 fields/s was performed during

the competition of 540o Dwihuryeochagi. Motions were divided into five events: pivot foot landing (E1), pivot foot toe off (E2),

COM max height (E3), kick impact (E4) and landing (E5). At E1, the stride width was greater for S than for F (p<.05) while

the time was greater for S than for F during P4 (p<.05). At E4, knee angle was greater for S than for F (p<.05). At E5, hip angle

was greater for S than for F (p<.05) while kick distance was greater for S than for F (p<.05). Furthermore, at P3, the time would

be related to kicking velocity (p<.05), while at P4, the time, range of hip angle and knee angle would be related to kick distance

(p<.05). At P1, COM horizontal velocity would be related to COM vertical velocity of P1 and P2 (p<.05). Based on the findings,

success factors of 540°ý Dwihuryeochagi were COM horizontal velocity of P1, COM vertical velocity of P2, the time, kick dis-

tance, velocity, angle of lower extremities and coordination of P3-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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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태권도 품새 경기는 겨루기 경기 못지않게 비약적

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

는 스포츠가 되었다. 이렇듯 품새 경기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품새 수련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품새 선수들의 기

량이 점차 평준화되어가고 있고(Ryu, Yoo, Park, &

Yoon, 2012; Yoo & Ryu, 2012), 또한 손기술 위주로 구

성된 공인 품새 기술체계의 단조로움과 지루함 등이 단점

으로 제기되고 있다(Ahn, 2011; Jung, 2012; Kang, Kim,

Lim, & Jung, 2005; Kim & Lee, 2002; Yoon, Cho,

& Kim, 2001).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은

Corresponding Author : Suk-Hoon, Yoon

Department of Community Sport, College of Lifetime Sport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38-763, 1239, Yangjae, Songpa-gu, Seoul, Korea

Tel : +82-2-410-6850 / Fax : +82-2-410-6927

E-mail : sxy134@knsu.ac.kr



286 Si-Hyun Yoo·Ji-Seon Ryu·Sang-kyoon Park·Suk-Hoon Yoon

공인 품새의 단조로움과 품새 경기의 지루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자유 품새

종목(free style poomsae)을 신설하였다. 자유 품새는 태권

도 기술을 바탕으로 안무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품새를

말하며, 20-24품 이내, 발기술 60%, 손기술 40%로 선수

가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채점 항목 중 필수 종

목은 공중차기, 공중연속차기, 회전차기, 연속발차기, 아크

로바틱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WTF, 2012).

그 중 회전차기는 공인 품새에 없는 고난도 발기술로,

품새 선수들이 습득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작이다. 2011, 2012년 세계태권도품

새선수권대회 자유 품새 종목에서도 540o 이상 회전차기

를 시도했던 팀은 없었다. 이것은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2012)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난도 동작을 수행하면서 동작의 연결과정과 수

행 직후에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된 움직임을 표현하는 능

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성공률이 낮

은 고난도 기술 수행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Ryu et

al., 2012; Yoo & Ryu, 2012)

이렇듯 자유 품새 종목에서 540o 이상 회전차기의 성공

적인 수행은 품새 선수 경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한 품새 경기에 화려한 고난도 기술의 도입은 품새 경기

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점차 평준화되어가는 품새 선수들

의 변별력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540o 이상 회전차기 등의 고난도 기술에 대한 연구와

성공요인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540o 이상 회전차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1980년

중·후반에 처음 선보여진 540o 뒤후려차기 기술로, 당시

최고난도였던 360o 회전기술(돌개차기, 뒤후려차기)을 넘어

선 대표적인 태권도 시범 기술 중 하나이다(Jung, 2008).

이 기술은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 번 도약으로

540o 회전과 발차기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다(Kang, D. K., Kang, S. J., & Yu, 2013).

540o 뒤후려차기 기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ang, 2012; Kang, D. K., Kang, S. J., et al., 2013; Lee,

2013; Ma, 2007; Son, Cho, & Lee, 2007), 소수의 대상자

로 진행되었거나 현상적인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나타

났다. 또한 우수·비 우수선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성공·실패에 대한 비교와 기술 성공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자유 품새 종목에 적용시키기 위

한 품새 평가기준(동작의 정확성, 크기, 속도, 균형 등)에

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또한 성공·실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회전차기 기술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 품새의 기

술 발전과 회전차기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

여 540o 뒤후려차기 격파의 성공·실패를 기준으로 기술

의 성패를 비교하고 성공요인을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은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던지는 유

형(throw-like motion)과 옆차기와 뒤차기의 미는 유형

(push-like motion)이 혼합된 복합운동의 특성을 지닌 기술

이며, 성공적인 발차기 수행을 위해서는 차는 다리의 관절

간 협응(coordination)이 중요하다(Choi, Lee, Kim, R. B.,

& Kim, S. J., 2009; Kim, Jin, & Shin, 1995; Kim, Y. K.

& Kim, Y. H., 2010; Kim, Y. K., Kim, Y. H., & Im,

2011; Putnam, 1991, 1993). 이러한 협응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보행이나 달리기 시 하지 분절과 관절의 상호작용

을 운동능력, 피로, 상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데 많이 활

용되고 있다(Buzzi, Stergiou, Kurz, Hageman, & Heidel,

2003; Hamill & Haddad, 2002; Ryu, 2004, 2006a,

2006b). 따라서 공중에서 회전과 발차기가 모두 이루어지

는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

여 차는 다리의 관절 간 협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기술 수행 직후, 균형을 잃지 않고 다

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착지 순간의 발끝

(landing toe)과 신체중심(center of mass [COM]) 사이

수평거리, 지면에 대한 각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Lee

& Chou, 2006; Lugade, Lin, & Chou, 2011; Ryu et

al., 2012; Yoo & Ryu, 2012).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태권도 격파왕 대회 기술종목

회전부문 중 540o 뒤후려차기 격파의 성공·실패집단 간

에 운동학적 요인과 차는 다리 관절각의 협응, 착지순간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

계를 통하여 기술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자유 품새 종

목의 회전차기 기술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2년 태권도 격파왕 대회 기술종

목 중 회전부문에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540o 뒤후려차

기의 성공·실패에 따라 성공 집단 10명(나이 평균:

23.1±1.6 yrs, 신장 평균: 171.0±3.5 cm, 체중 평균: 66.4±

7.1 kg)과 실패 집단 10명(나이 평균: 22.3±1.8 yrs, 신장

평균: 172.1±5.4 cm, 체중 평균: 64.4±4.2 kg)으로 선정하

였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는 540o 뒤후려차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태권도 격파왕 대회 기술종목 중 회전부문 경기를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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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HXR-MC 2000, Sony, Japan) 3대로 촬영하였으며,

이때 촬영속도와 셔터스피드는 60 Hz, 1/250 sec로 설정하

였다. 또한 경기 시작 전에 4×4×2 m의 통제점틀을 설치하

였다(Figure 1).

3. 자료 분석

540o 뒤후려차기의 영상자료 분석을 위하여 Kwon 3D

3.1 software (Visol, Korea)와 Matlab R2009b software

(The Mathworks, USA)를 사용하였다. 촬영된 통제점틀을

이용하여 DLT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방법을 적용

한 공간좌표를 설정하고 인체 분절과 관절점 12개(7th

cervical vertebrae, left acromion, right acromion, sacrum,

left greater trochanter, right greater trochanter, left femoral

condyles, right femoral condyles, left malleolus, right malleolus,

left 1st phalanges and right 1st phalanges)를 좌표화하였

다. 분석자료는 Butterworth 4th low-pass filter를 이용하

여 smoothing하였으며, 차단주파수는 12 Hz로 설정하였다.

이때, 분석한 영상의 성공·실패 기준은 태권도 격파왕 대

회 회전종목 공중회전 3단차기(540o 뒤후려차기) 기술을 실

시한 선수 중 3개의 격파물을 모두 격파한 선수를 성공집

단, 1, 2번째 격파물을 격파하고 3번째 격파물을 실패한

선수를 실패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품새 경기는

허공에 정확한 기술을 발휘하는 동시에 속도와 힘을 표현

해야 하는 종목이다. 또한, 품새 경기 중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성공여부는 1, 2번째 발차기보다 마지막 뒤후려차

기의 정확하고 강한 표현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집

단의 구분을 3번째 격파물의 성공·실패로 제한하였다. 이

외의 나머지 경우(모두 실패, 1번만 성공, 2번만 성공, 3번

만, 성공, 1, 3번 성공, 2, 3번 성공)는 분석에서 제외되었

으며, 보조자의 움직임에 의한 격파나 실패도 배제되었다.

4. 분석 구간

본 연구에서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을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Figure 2>와 같이 지상회전, 공중회전, 차기, 착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Kang, D. K., Kang, S. J.,

et al., 2013).

5. 분석 변인

1) 소요시간 : 구간별 걸린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2) 몸통 기울임 각 : 몸통의 지면에 대한 기울임 각으로

몸통의 기울기와 수직축 사이 각도를 산출하였다.

3) 몸통 비틀림 각속도 : 몸통의 비틀림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며, 몸통 분절을 상

부와 하부로 구분하여 각 분절에 3개의 좌표값을

Cardan의 Xyz 회전 방법으로 몸통 분절 하부에 대한

상부의 분절각을 z축에 대한 비틀림(tosion) 각속도로

산출하였다. 이때, 수평면에서 몸통 분절 하부를 기준

으로 상부가 반시계방향으로 비틀어지는 각도를 +로

정의하였다(Cole, Nigg, Ronsky, & Yeadon, 1993;

Hamill & Ryu, 2003).

4) 보폭 : 회전축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E1) 양발 분절

중심 사이의 거리로 산출하였으며, 신장으로 표준화

하였다.

5) 발차기 거리와 속도 : 발차는 발끝 좌표를 이용하여

Figure 1. Setting the control objects and cameras

Figure 2. Event (E1: pivot foot landing, E2: pivot foot toe off, E3: COM max height, E4: kick impact, E5: landing) and phase (P1: E1-
E2, P2: E2-E3, P3: E3-E4, P4: E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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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구간(P3)과 착지구간(P4)의 발차기 거리와 속도를

산출하였으며, 이것은 품새 경기의 평가 기준인 동작

의 크기와 속도에 해당한다.

6) 신체중심의 변위와 속도 : 인체 각 관절과 분절의 좌

표값을 이용하여 신체중심을 계산하였으며, 구간별 신

체중심의 변위와 속도를 산출하였다(Winter, Patla,

Prince, Ishac, & Gielo-Perczak, 1998; Lugade et al.,

2011; Ryu, et al., 2012; Yoo & Ryu, 2012).

7) 하지관절각과 하지 커플링각 : 발차기 거리와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엉덩, 무릎관절 사이각을 산

출하여 신체중심 최고 높이 순간(E3), 임팩트순간(E4),

착지순간(E5)에서 살펴보았다. 엉덩관절각과 무릎관절

각의 커플링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으며(Ryu,

2004, 2006a, 2006b),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x = 근위관절각(엉덩관절각)

y = 원위관절각(무릎관절각)

8) 착지 안정성 : 착지순간(E5) 신체중심과 발끝 좌표

사이의 수평거리와 수직축과의 각도를 산출하여 품새

경기의 평가 기준인 균형능력을 살펴보았다(Lee &

Chou, 2006; Lugade et al., 2011; Ryu et al.,

2012; Yoo & Ryu, 2012).

6.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운동

학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

성공요인은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관련정도를 산출하여 살

펴보았다.

III. 결  과

앞에 서술한 방법으로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

단 간 운동학적 요인과 하지관절의 협응, 착지 안정성과

기술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위하여 소요시간, 몸통 기울임

각, 비틀림 각속도, 보폭, 발차기 거리와 속도, 신체중심의

변위와 속도, 하지관절각과 커플링각, 착지순간 신체중심

과 발끝 사이의 수평거리 및 각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1. 소요시간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구간별 소요시간

을 살펴보면(Table 1), 1구간에서 0.38±0.07초, 0.37±0.06

초, 2구간에서 0.26±0.03초, 0.24±0.02초, 4구간에서 0.08±

0.03초, 0.03±0.03초로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소요시

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3구간에서는 0.25±0.02초, 0.29±

0.07초로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특

히, 착지구간(P4)에서 두 집단 간에 p=.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몸통 기울임 각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구간별 몸통 기

울임 각은 <Table 2>와 같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몸통 비틀림 각속도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각 순간의 몸통

비틀림 각속도와 구간별 최대 몸통 비틀림 각속도는

<Table 3>과 같으며,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하여 몸통

비틀림 각속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보폭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회전축 발이 지

면에 닿는 순간(E1)의 보폭은 성공집단이 0.54±0.06 m, 실

패집단이 0.41±0.13 m로 p=.01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θ
i

tan
−1

y
i 1+

−y
i
/x

i 1+
−x

i
( )=

Table 1. Differences in time between two groups     (unit: sec)

Phase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P1 0.38±0.07 0.37±0.06 -.516 .612

P2 0.26±0.03 0.24±0.02 -1.515 .147

P3 0.25±0.02 0.29±0.07 1.724 .102

P4 0.08±0.03 0.03±0.03 -4.302 .001**

*means p<.05, **means p<.001 between groups

Table 2. Differences in trunk incline angle between two groups
(unit: deg)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E1 15.37±8.73 16.33±7.61 -.262 .796

E2 33.47±5.44 31.70±5.99 .692 .498

E3 43.70±5.85 44.33±11.19 -.159 .876

E4 74.06±9.11 73.89±8.31 .044 .966

E5 76.53±10.99 75.64±10.23 .187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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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차기 거리와 속도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차기구간(P3)과

착지구간(P4)의 발차기 거리와 속도는 <Figure 3>과 같다.

착지구간(P4)의 발차기 거리에서는 성공집단이 114.89±

36.88 cm, 49.51±22.79 cm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차기 속도에서는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6. 신체중심의 변위와 속도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구간별 신체중심

의 변위와 속도는 <Table 5>와 같으며, 신체중심 수평 변

위와 속도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중심 수평 변위는 1, 2, 3구간

에서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4구간

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특히, 2, 3, 4구간에서는 p=.013,

p=.02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또한 신체중심 수직 속도는 2, 3구간에서 성공집단

이 실패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4구간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특히, 2구간에서 p=.024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7. 하지관절각과 하지 커플링각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에 신체중심 최고

높이 순간(E3), 임팩트순간(E4), 착지순간(E5)의 차는 다리

관절 사이각은 <Table 6>과 같다. 엉덩관절 사이각은 착지

순간(E5)에 성공집단이 142.21±20.06o, 실패집단이 115.44±

27.71o로 p=.02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무릎관절 사이각은 임팩트순간(E4)에 성공·실패

집단이 각각 162.51±8.59o, 146.68±13.49o로 p=.006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540o 뒤후려차기의 성공·실패집단 간 차기구간

Table 4. Differences in stride wide between two groups (unit: m)

Event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E1 0.54±0.06 0.41±0.13 -2.819 .011*

Table 3. Differences in trunk torsion angular velocity between
two groups                                (unit: deg/sec)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E1 139.39±298.05 137.38±215.40 -.017 .986

E2 257.95±341.64 166.80±299.08 -.635 .533

E3 -53.06±239.91 -145.13±267.95 -.810 .429

E4 -59.89±344.18 -210.07±373.63 -.935 .362

E5 -15.13±302.62 -182.92±442.07 -.990 .335

P1 510.76±182.41 456.63±177.79 -.672 .510

P2 522.29±328.18 360.21±222.68 -1.292 .213

P3 435.07±179.38 377.10±297.12 -.528 .604

P4 163.87±277.93 -89.11±403.73 -1.632 .120

Figure 3. Differences in kick distance and velocity between two
groups

Table 5. Differences in COM displacement and velocity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Phase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Variables Phase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COM
horizontal

displacement
(cm)

P1 29.56±18.14 22.40±15.32 -.954 .353
COM

horizontal
velocity
(cm/sec)

P1 139.83±14.97 139.35±28.79 -.047 .963

P2 4.15±9.15 3.44±7.32 -.191 .851 P2 62.06±23.53 73.40±24.46 1.056 .305

P3 5.59±7.10 6.80±7.55 .369 .716 P3 53.50±17.06 65.05±22.90 1.279 .217

P4 1.65±2.60 0.44±1.01 -1.367 .189 P4 53.87±16.84 70.59±36.60 1.312 .206

COM
vetical

displacement
(cm)

P1 29.36±6.83 27.29±4.06 -.822 .422
COM
vetical

velocity
(cm/sec)

P1 78.56±12.59 78.74±23.52 .022 .983

P2 36.78±7.27 29.35±4.39 -2.766 .013* P2 137.51±16.10 120.33±14.94 -2.473 .024*

P3 -29.10±5.31 -36.86±8.71 -2.407 .027* P3 -118.44±14.41 -129.59±11.53 -1.911 .072

P4 -22.00±7.26 -8.50±5.73 4.617 .001** P4 -275.54±14.95 -247.07±86.33 1.02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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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과 착지구간(P4)에서 엉덩, 무릎관절의 커플링각과 각

도-각도 패턴은 <Table 7, Figure 4>와 같다. 커플링각에

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각도-각도 패

턴을 살펴보면,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큰 움직임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8. 착지 안정성

540o 뒤후려차기의 착지순간(E5) 착지 발끝과 신체중심

사이 거리와 각도는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작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8).

9. 상관관계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요시간과 하지관절각의 범위는 품새 경기의 평가요인

중 동작의 크기, 속도에 해당하는 발차기 거리, 속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신체중심 수평속도는 신

체중심 수직속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9-

10, Appendix 1-2). 차기구간(P3) 소요시간과 발차기

속도 간의 상관계수는 −.532(p=.016)로 부적상관을 나

타냈으며, 착지구간(P4) 소요시간과 발차기 거리 간의

상관계수는 .663(p=.001)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착

지구간(P4) 엉덩관절각의 범위와 발차기 거리 간의 상

관계수는 .733(p=.001)으로 정적상관, 무릎관절각의 범

위와 발차기 거리 간의 상관계수는 −.780(p=.001)으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지상회전구간(P1)의 신체중

심 수평속도와 지상회전구간(P1), 공중회전구간(P2)의

신체중심 수직속도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475(p=.034),

.464(p=.039)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성공·실패집단 간

운동학적 요인과 하지관절의 협응, 착지 안정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Table 8. Differences in horizontal distance of COM_toe and
angle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Event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Distance (cm) E5 12.59±8.32 14.21±5.98 .501 .622

Angle (deg) E5 78.10±18.01 81.65±3.40 .613 .547

Table 6. Differences in hip and knee angle between two groups
(unit: deg)

Variables Event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Hip 
angle

E3 127.16±13.37 131.40±19.75 .562 .581

E4 103.91±16.54 103.70±21.51 -.025 .980

E5 142.21±20.06 115.44±27.71 -2.474 .024*

Knee 
angle

E3 110.27±13.43 109.79±22.30 -.058 .954

E4 162.51±8.59 146.68±13.49 -3.129 .006*

E5 126.52±10.36 135.78±16.30 1.516 .147

Table 7. Differences in coupling angle of hip and knee angle
between two groups                          (unit: deg)

Success group Failure group t p

E3 -56.26±124.85 -121.75±31.22 -1.609 .125

E4 -38.86±12.06 -39.85±14.34 -.167 .869

E5 -52.74±11.26 -47.87±12.27 .924 .368

P3 7.04±19.23 -12.03±24.90 -1.917 .071

P4 -6.71±53.11 -11.79±80.13 -.167 .869

Figure 4. Diagram of hip and knee angle between two groups

Table 9.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ime, range of
hip angle, knee angle and kick distance, kick velocity

 Variables Phase Kick distance Kick velocity

Time
P3 -.329(p=.157) -.532(p=.016*)

P4 .663(p=.001**) .123(p=.605)

Range 

of hip angle

P3 .307(p=.188) .380(p=.099)

P4 .733(p=.001**) .247(p=.293)

Range 

of knee angle

P3 .226(p=.338) .116(p=.626)

P4 -.780(p=.001**) -.266(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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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기구간(P3)에서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짧

은 시간을 소요하고 착지구간(P4)에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

는 것은 신체중심이 최고점에 이른 순간(E3)부터 임팩트순

간(E4)까지 회전을 빠르게 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뒤후

려차기를 용이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판단되며

(Ma, 2007; Lee, 2013), 발차기 거리, 속도와의 상관관계

에서도 차기구간(P3)의 소요시간이 감소할수록 발차기 속

도는 증가하고(r=-.532) 착지구간(P4)의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록 발차기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663).

따라서 차기구간(P3)에서는 회전반경을 줄이고 관성모멘트

를 최소화하여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요구되며

(Kang & Youn, 1999; Lee, 2013; Ma, 2007), 공중동작

에서 임팩트순간(E4)까지의 빠른 회전은 품새 경기의 평가

요인 중 동작의 크기와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전축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E1)의 보폭은 성공

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지상회전구간

(P1)에서 신체중심의 수평속도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공중동작(P2-P4)에서 성공

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신체중심의 수직 변위가 크게 나

타났고(Ma, 2007) 수직 속도도 공중회전구간(P2)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공중회전과

뒤후려차기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

보하는 전략이다. 또한 지상회전구간(P1)의 신체중심 수평

속도와 지상회전구간(P1), 공중회전구간(P2)의 신체중심 수

직속도 간에 나타난 정적인 상관관계(r=.475, r=.464)는

지면에서 발구름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take on)의 수평

속도가 클수록 발이 지면에서 이지하는 순간(take off)의

수직속도가 크게 나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종목에 대한 연구(Kim, Bae, et al., 2011; Bae

et al., 201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지상회전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신체중심의 수평속도를

최대화하고 공중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의 수직속도를 극대

화하는 것이 신체중심의 수직변위를 결정하고 540o 뒤후

려차기의 성공·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그리고 하지관절각을 살펴보면,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임팩트순간(E4)의 무릎관절각이 크게 나타났으며, 착

지순간(E5) 엉덩관절각이 크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뒤후려

차기 기술 수행을 위해 회전동작에서 최대한 굴곡 되었던

엉덩·무릎관절을 임팩트 시 최대한 신전시켜야 하며(Gang

& Lim, 2009; Ha & Kim, 2009), 임팩트 직후 엉덩관절

각을 넓힘으로써 타격력을 크게 해야 한다(Park, Oh, &

Shin, 2011). 또한 착지구간(P4) 엉덩관절각의 범위와 발차

기 거리 간의 상관계수(r=.733), 무릎관절각의 범위와 발

차기 거리 간의 상관계수(r=−.780)를 살펴보면, 엉덩관절

각의 범위는 크게, 무릎관절각의 범위는 작게 할수록 발차

기 거리가 크게 나타났으며(Park et al., 2011), 엉덩·무릎

관절의 신전 움직임이 발차기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Y. K. & Kim, Y. H., 2010; Kim, Y.

K., Kim, Y. H., et al., 2011).

게다가 차기구간(P3)과 착지구간(P4)의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의 각도-각도 패턴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무릎관

절과 엉덩관절의 신전-굴곡은 넓은 타원 형태를 나타냈으

며(Choi et al., 2007),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은 던져 미는

유형(throw & push-like motion)인 복합운동의 특성을 지

닌 것으로 판단된다(Kim, Jin, et al., 1995; Kim, Y. K.

& Kim, Y. H., 2010; Kim, Y. K., Kim, Y. H., et al.,

2011). 또한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큰 움직임을 보

이며, 마지막 뒤후려차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품새 평가기준인 동작의 크기와 속도에 부합하는 결

과이며(KTA, 2012), 품새 경기에서 표현되는 발차기는 관

절의 가동범위를 극대화하여 동작의 크기를 크게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동작 수행 직후의 안정된 동작 연결

능력을 착지순간(E5) 착지 발끝과 신체중심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두 집단 간에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목적이 격파였으며, 기술 수행 직후, 연결동작은 없

었기 때문에 품새 경기에 적용 가능한 착지 안정성을 살

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품새 선

수들을 대상으로 고난도 기술의 안정성과 균형능력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성공요

인은 지상회전이 시작되는 순간(E1)까지 수평속도를 증가

시키고, 회전축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E2)에 수직

속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신체중심의 수직변위와 공중 소

요시간이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신체중심 최대 높이 순

간(E3)부터 임팩트순간(E4)까지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소요

시간을 줄임으로써 뒤후려차기 기술을 빠른 속도로 수행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팩트순간(E4)에 하지관절을 최대한

신전하고 착지순간(E5)까지 엉덩관절각의 범위를 크게 하

Table 10.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M
horizontal velocity and vertical velocity

 COM vertical velocity

Phase P1 P2 P3 P4

COM

horizontal

velocity

P1
.475

(p=.034*)

.464

(p=.039*)
- -

P2 -
.035

(p=.882)

-.065

(p=.785)
-

P3 - -
-.267

(p=.255)

.002

(p=.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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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뒤후려차기 기술을 크고 넓은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라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의 성공·실패에 따라

10명씩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동학적 요인과 하지관절

의 협응, 착지 안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540o 뒤후려차기 기술을 5개의 순간과 4개의 구간으로 나

누어 소요시간, 몸통의 비틀림 각속도, 보폭, 발차기 거리

와 속도, 신체중심의 수평·수직 변위와 속도, 착지순간

발끝과 신체중심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산출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성공집단은 실패집단에 비해 회전축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E1) 보폭이 크게 나타났고 착지구간(P4)의 소요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신체중심 수직 변위와 속도가 크

게 나타났다.

둘째, 성공집단은 실패집단에 비해 임팩트순간(E4) 무릎

관절각과 착지순간(E5)의 엉덩관절각이 크게 나타났으며,

발차기 거리가 길게 나타났다.

셋째, 차기구간(P3)의 소요시간은 발차기 속도와 부적상

관이 나타났으며, 착지구간(P4)의 소요시간, 엉덩관절각은

발차기 거리와 정적상관, 무릎관절각은 발차기 거리와 부

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지상회전구간(P1)의 신체중심 수

평속도는 지상회전구간(P1), 공중회전구간(P2)의 신체중심

수직속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상회전구간의 수평속도, 공중동작의 수직변위

와 속도, 공중회전 속도와 소요시간, 발차기 거리와 속도,

하지관절의 가동범위와 협응 등이 540o 뒤후려차기 기술

의 성공요인이라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와 관련하여 품새 선수들의 회전차기에 대

한 연구와 회전 수 증가에 따른 720o, 900o 이상 회전차

기 기술의 운동역학적 분석과 성공요인 분석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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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ime, range of hip angle, knee angle and kick distance, kick velocity

Appendix 2 :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M horizontal velocity and COM vertical velo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