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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electronic body protector has been officially adopted by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WTF) in 2006, no sci-

entific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 reliability of its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value of electronic body protector and the impact force of force platform. Male collegiate Taek-

wondo athletes([MCTA], n=21) and male collegiate Taekwondo students([MCTS], n=20)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Each subject performed the apchagi, dollyeochagi and dwichagi on the force platform and the electronic body protector. At the

apchagi, it showed that MCTS(about 4,700 N) generated more maximum kick force than MCTA(about 3,900 N), but it expressed

that MCTA(about 5,300  N) generated more maximum kicking force than MCTS(about 4,400 N) at the dwichagi. At the apchagi

and the dwichagi, it indicated the high coefficient of correlation(over r=.8) which supports higher explanation 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value of electronic body protector and the impact force of force platform,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at the dollyeoch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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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태권도경기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태권도연

맹(World Taekwondo Federation[WTF])에 의해 2006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전자호구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Del Vecchio,

Franchini, Del Vecchio와 Pieter, 2011). 전자호구는 심판

의 유효득점 판정에 따른 주관적 관점에 의해 주어지는 기

존의 득점인정제도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득

점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태권도경기역사의 새로운 지

평을 여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블루투스무선기술에 바탕을

둔 전자호구의 제작을 가장 먼저 시도한 회사는

LaJust(Korea)였다. 그러나 LaJust 시스템이 세계태권도연

맹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과학적인 정보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Del Vecchio et al., 2011). Moenig, Cho와 Song

(2012)은 태권도 호구의 개발이 선수들의 안정성과 경기력

향상 보다는 편의적이고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기술하면서 공인된 전자호구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들이 별

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전자호구가 태권도경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서, 대한태권도협회는 KP&P ETEC Sports(Korea)의 전

자호구 시스템을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기적

인 안정성, 정확성, 타당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충격력을

검증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서는 KP&P

ETEC Sports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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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이 상대선수의 신체득점부위에 직접 가격하는 스

포츠에 있어서는 임팩트 당하는 선수의 안정성을 최우선

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헤드기어, 몸통호구 등의 각종 보호

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임팩트 당했을 때에 충격력을 충분

히 감당할 수 있는 보호구의 강도가 요구되었다. 뿐만 아

니라 보호구를 착용한 선수의 경기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보호구의 경량성과 수월성이 요구되는 것도 당연

하다. 더욱이 오늘날의 태권도경기와 같이 태권도경기내용

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정확한 심판의 판정을 위해 도입

된 전자호구는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성별,

연령별 및 체중계급별의 충격력의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성별, 연령별, 체중계급별에 따라 충격력의 강도에 차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사용하는 태

권도기술에 따라서도 충격력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경기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했을 때, 태권도경기의 과학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

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1) 선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충격력을 감당할 수 있

어야 하고, 2) 유효타격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최소의 충

격량이 성별, 연령별, 체급계급별로 설정되어야 하며, 3) 호

구자체는 전기 및 기술적 장치 측면에서 안정성과 정확성,

일관성 및 항상성이 확보되면서, 유효득점판정에 불규칙성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태권도경기현장에서의 유효득점판정의 불규칙성 문

제는 전자호구의 사용 존폐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태권도경기 현장에서 앞차기나 뒤차기는 정상적으로 득점

이 카운트되지만 돌려차기는 유효득점이 카운트되지 않는

다는 현장 감독 코치사이에서의 불평과 태권도의 다양하

면서도 화려한 발차기 기술 보다는 단순한 밀어차기 기술

중심의 경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Kim, 2012; Seo,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호구 사용에 따른 태권도

경기 현장에서의 유효득점판정의 불규칙성에 관련되는 문

제해결의 요인을 구명하고자 포스플랫폼과 전자호구를 이

용한 충격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엘리트 태권도선수군

과 태권도학 전공학생군의 발차기 충격량을 측정하고, 포

스플랫폼의 충격량 데이터와 전자호구 충격값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피험자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측정방법)을 사전

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남자대학부 엘리트 태권도선수

21명(신장 1.79±0.06 m, 체중 76.4±11.6 kg)과 D대학교 태

권도학 전공학생 20명(신장 1.76±0.05 m, 체중 73.8±

8.2 kg)이었다.

2. 실험방법

Choi (2004)와 Choi, Shin과 Seo (2004)에 따르면 포스

플랫폼을 연직방향으로 설치하고 충격력을 검증한 결과 타

격과 관련된 어떤 충격력도 그 자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hoi (2004)와 Choi et al. (2004)의

연구에 근거하여, 충격력 측정을 위한 표적의 설치는, 표

적의 중앙이 1.1 m 높이가 되도록 콘크리트건물의 내부기

둥에 포스플랫폼(Kistler co., 9281B, 0.4×0.6 m, Switzer-

land)을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포스플랫폼 상단

에 0.1 m 두께의 완충제(한국스포츠사, 태권도매트)를 부착

하고, 그 위에 전자호구(KP&P, ETAC Sports Co., Korea)를

덮어 씌워 <Figure 1>과 같은 표적을 장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으로 설치된 표적에 대해 피험자가

앞차기, 돌려차기 그리고 뒤차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때

포스플랫폼의 전기적인 데이터는 증폭기와 A/D변환기를

거쳐 1 ms 간격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었으며, 전자호구의

충격측정치는 무선으로 연결된 전용의 컴퓨터시스템에 표

출되는 전기적인 디지털수치에 의해 충격값이 기록되었

다. 컴퓨터에 저장된 충격값 데이터는 데이터의 선형성 검

증에서 표출된 회귀방정식(y=a+bx, a=0.1244471, b=

0.1437832, r=.9999)을 이용하여 충격력으로 환산되었다.

각 피험자는 각 발차기 기술에 대해 2회 측정을 실시하

였으며, 최대값이 큰 값을 나타낸 시기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Figure 1. Force platform covered with the electronic body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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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분석은 포스플랫폼 데이터로부터 임팩트 시간, 최대충격

력, 평균충격력, 역적을 산출하였으며, 전자호구로부터는

표출된 충격값을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또한 발휘된 충격

력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체중에 대한 최대충격력, 평균충

격력 및 전자호구 충격값을 산출하였다.

4. 통계처리

얻어진 각 역학량의 기초통계량을 피험자군 별로 산출하

고, 피험자군 간에 t검정, 발차기 기술 간에 일원배치분산분

석과 다중비교검정(Bonferroni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을 5%로 하였다. 그리고 각 발차기 기술별로 포스플랫폼에

의해 측정된 충격력데이터와 전자호구에 의해 측정된 전기

적 충격값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 과

1. 엘리트 태권도선수와 태권도학 전공학생의 충격력 비교

 <Table 1>은 앞차기, 돌려차기 그리고 뒤차기의 임팩트

요소 (임팩트 시간, 역적, 전자호구 충격값, 평균충격력, 최

대충격력)에 대한 엘리트 태권도선수군(21명)과 태권도학

전공 학생군(20명)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차기에서는 전자호구 충격값, 평균충격력과

최대충격력에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p<.05)한 차

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뒤차기에서도 역적과 최대충격력에

서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p<.05)한 차이가 나타

났다. 그러나 돌려차기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발차기 기술 간의

최대충격력의 크기에서는 엘리트 태권도선수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F=7.98, p<.01)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태권도

학전공 학생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호구의 충격값에서 엘리트 태권도선수

군과 태권도학전공 학생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각각

F=12.20, 18.30, p<.001)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 충격력데이터와의 

관련성

<Figure 2>는 앞차기에서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

폼 충격력데이터 (ⓐ평균충격력, ⓑ최대충격력, ⓒ평균충격

력/체중, ⓓ최대충격력/체중)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 나타난 것처럼 최대충격력(r=.82, p<.001)과

체중당 최대충격력(r=.8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Figure 3>은 돌려차기에서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

랫폼 충격력데이터 (ⓐ평균충격력, ⓑ최대충격력, ⓒ평균충

격력/체중, ⓓ최대충격력/체중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 나타난 것처럼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

폼의 충격력데이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

<Figure 4>는 뒤차기에서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

폼 충격력데이터 (ⓐ평균충격력, ⓑ최대충격력, ⓒ평균충격

력/체중, ⓓ최대충격력/체중)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4>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충격력(r=.69, p<.001),

최대충격력(r=.89, p<.001), 체중당 평균충격력(r=.68,

p<.001)과 체중당 최대충격력(r=.88, 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impact facts(Time, Impulse, Protector Force, Average Force, Maximum Force) in Apchagi, Dollyeochagi 
and Dwichagi.

Apchagi Dollyeochagi Dwichagi

T
(s)

IMP
(Ns)

PF
AF
(N)

MF
(N)

T
(s)

IMP
(Ns)

PF
AF
(N)

MF
(N)

T
(s)

IMP
(Ns)

PF
AF
(N)

MF
(N)

Skilled
M±SD
(n=21)

0.19 191.61 55.86 1015.18 3927.00 0.12 72.13 89.57 617.90 4167.49 0.13 130.03 78.14 1164.14 5331.07

0.03 48.33 13.90 291.54 970.90 0.02 25.21 16.70 285.75 2086.39 0.04 28.57 21.24 373.70 1358.76

Unskilled
M±SD
(n=20)

0.18 206.84 71.80 1194.32 4711.80 0.13 78.60 92.85 651.55 3949.28 0.12 110.76 69.76 1026.32 4393.63

0.03 51.92 14.93 235.59 952.49 0.02 25.85 20.28 265.35 1837.12 0.05 27.37 22.04 385.29 1182.70

t 1.04 0.97 3.53*** 2.17* 2.61** 0.55 0.81 0.56 0.39 -0.36 -0.16 -2.21** -1.29 -1.16 -2.36**

p .15 .34 .00 .04 .01 .59 .42 .58 .70 .72 .87 .03 .21 .25 .02

Note 1. T(Time), IMP(Impulse), PF(Protector Force), AF(Average Force), MF(Maximum Force), Apc(Apchagi), Doc(Dollyeochagi), Dwc(Dwichagi)

2. significant difference(over F=7.98, p<.01) at IMP(Apc>Dwc>Doc) of Skilled, PF(Doc, Dwc>Apc), AF(Apc, Dwc>Doc), and MF(Dwc>Doc>Apc)

3. significant difference(over F=12.20, p<.001) at IMP(Apc>Doc, Dwc) of Unskilled, PF(Doc>Apc, Dwc), and AF(Apc>Doc, Dwc)

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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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impact factors and protector force at Apchagi. (ⓐ average force, ⓑ maximum force, ⓒ average force/
body weight, ⓓ maximum force/body weight)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impact factors and protector force at Dwichagi. (ⓐ average force, ⓑ maximum force, ⓒ average
force/body weight, ⓓ maximum force/body weight)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impact factors and protector force at Dwichagi. (ⓐ average force, ⓑ maximum force, ⓒ average
forc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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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 의

1. 엘리트 태권도선수와 태권도학 전공학생의 충격력 

태권도 발차기에 대해 충격력을 측정한 연구는 Bae,

Shibukawa와 Ishijima (1989), Pieter, F.와 Pieter, W.

(1995), Bae와 Lee (2006), Pedzich, Mastalertz와 Urbanik

(2006), O'Sullivan 등 (2009)의 보고가 있으며, 발차기기술

에 대한 연구보다 발차기 충격력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년 국기

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한마당대회의 격파왕 선발대회에

는 많은 참가자들이 격파왕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도전

하는 등 태권도의 위력이라고 말한다면 격파의 위력을 지

칭할 정도로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충격력에 관련된

연구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충격력 측정에 참가하는 피험자가 부상을

우려하여 참가를 기피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포스플랫폼

등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갖춘 장비라고 하더라도 표면이

철판이기 때문에 직접 충격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표적면에 완충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때의 충격력 값은 측정조건에 따라 상대값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실험방법

에서 제시한 충격력의 산출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확보하

였기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

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도로

많은 피험자를 동원하고자 엘리트태권도선수군 21명과 태

권도학 전공학생군 20명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숙달된 태권도 수련군이지만 수련군별 특성

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질집단으로 간주해

도 좋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엘리트태권도선수

군과 태권도학 전공학생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었다.

<Table 1>에서 보면 앞차기와 뒤차기의 최대충격력에서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바, 발

차기 기술에 따라 엘리트 태권도선수군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기술(뒤차기)과 태권도학전공 학생군이 우수한 능

력을 발휘한 기술(앞차기)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

된다. 즉 돌려차기에서는 두 그룹 간에 비슷한 충격력(약

4,000 N)의 크기를 나타냈으나, 앞차기는 태권도학전공 학

생들이 큰 충격력(약 4,700 N)을, 뒤차기는 엘리트 태권도

선수군이 큰 충격력(약 5,300 N)을 발휘하였다. 이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자 세 가지 발차기 기술의 최대충격력

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대충격력의 크기는 엘리트 태권도선수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p<.01)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다중비교검정

에서 뒤차기, 돌려차기, 앞차기 순으로 유의한 최대충격력

의 크기(약 4,000 N)를 나타났다. 그러나 태권도학 전공

학생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것을 미루어 볼 때 태권도에서 발차기 빈도가 가

장 많은 돌려차기 기술(Bae, 1992)은 두 그룹 모두 평소

의 수련에서 많은 반복연습을 실시하는 관계로 거의 동일

한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차

기 기술의 경우는 태권도경기의 특성상 앞차기 기술로 발

차기를 한다는 것은 차기가 아닌 밀어내기가 되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Bae, 1992) 대부분의 선수들은 앞차기 기술에

대한 수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뒤차기 기술은 앞차기나 돌려차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뒤차기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숙달을 위한 훈련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차

기 수련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반 태권도학전공학생이

엘리트 태권도선수군 수준의 뒤차기 위력을 발휘하는데 한

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 충격력데이터와의 관

련성

태권도경기에 전자호구가 도입되면서 판정의 객관성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통적으

로 인정되지 않았던 밀어차기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된다

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태권도 현장지도자가 많

다(Kim, 2012; Seo, 2012).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되는 발차기 기술은 다양하지만 가

장 기본적인 발차기는 앞차기와 돌려차기 그리고 뒤차기

이다.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 기술은 대부분 이들 세 가

지 기본발차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발차기 기술인 것

이다. 이 세 가지 발차기 기술을 발차기 유형으로 보면 앞

차기와 뒤차기는 지르기형의 발차기이며, 돌려차기는 치기

형 발차기 기술이다. 또한 앞차기와 뒤차기는 동일한 지르

기형의 발차기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앞차기는

밀어차기형의 발차기 기술이다. 즉 앞차기는 밀어차기형,

돌려차기는 치기형, 뒤차기는 지르기로 분류할 수 있다

(Kaneko & Fukunaga, 2006). 이상과 같은 발차기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호구의 충격값과 포스플랫폼의 충격

력데이터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돌려차기의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의 충격력데이

터의 관련성은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격력의

모든 요소에서 양자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차기<Figure 2>에서는 최대충격력

(p<.01), 체중당 최대충격력(p<.01), 그리고 평균충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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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뒤차기

<Figure 4>에서는 최대충격력(p<.001), 체중당 최대충격력

(p<.001), 체중당 평균충격력(p<.01), 그리고 평균충격력

(p<.05) 등 모든 충격력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본다면 지르기형인 뒤차기, 밀어차

기형인 앞차기에서는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의 충

격력데이터가 높은 상관을 나타낸 반면, 치기형인 돌려차

기에서는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발차기 기술이 표적에

임팩트 되는 순간을 본다면 돌려차기는 보다 비스듬하게

(사선) 진입하는데 비해(Bae et al., 1989) 앞차기와 뒤차기

는 보다 수직으로 표적에 진입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즉 표적면에 대해 보다 수직으로 임팩트하는 뒤차기와 앞

차기는 전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 충격력값이 통계적

으로 관련성이 높은 반면, 표적면에 대해 비스듬히 진입하

는 돌려차기는 양자 간에 통계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권도경기현장에 태권도지도자들이 전자호구 도

입에 따라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Kim, 2012; Seo, 2012)

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전자호구의 충격력인식

센서가 표적면에 대해 수직방향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즉 충격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 좌우방향, 상하방향, 그리고 수직방향을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경기 현장지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점을 해결하고 보다 객관적인 경기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자호구의 충격력인식 시스템을 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전자호구 사용에 따른 태권도경기 현장에서의 유효득점

판정의 불규칙성에 관련되는 문제해결의 요인을 구명하고

자 포스플랫폼과 전자호구를 이용한 충격력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발차기 충격량을 측정하고, 포스플랫폼의 충격

량 데이터와 전자호구 충격값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돌려차기에서는 두 그룹 간에 비슷한 충격력의 크기

를 나타냈으나, 앞차기는 태권도학전공학생들이 큰 충격력

을, 뒤차기는 엘리트 태권도선수군이 큰 충격력을 발휘하

였다.

2) 발차기 기술 별 최대충격력의 크기는 엘리트 선수군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뒤차기, 돌

려차기 그리고 앞차기 순으로 최대충격력 값을 나타내었다.

3) 지르기형인 뒤차기와 밀어차기형인 앞차기에서는 전

자호구 충격값과 포스플랫폼의 충격력데이터가 높은 상관

을 나타냈으나, 치기형인 돌려차기에서는 양자 간에 통계

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태권도경기 현장지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호구의 충격력인식센서가 표적면

에 대해 수직방향, 좌우방향, 상하방향에서는 어떻게 나타

나는지 인식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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