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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round reaction force
components, postural stability, and vertical jump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fatigue in Taekwondo
athletes.
Method: Ten Taekwondo athletes ([n=male: 5, female: 5]mean age: 22.30±2.62 yrs, mean height:
174.21±9.20 cm, mean body weights: 67.28±12.56 kg) participated in this study. Fatigue was induced
by short period of strenuous exercise performed on motor driven treadmill. The variables analyzed
consisted of vertical jump performance, static (ML[medial-lateral] COP[center of pressure], AP[anteriorposterior] COP, ∆COPx, ∆COPy, and COP area), postural stability index (MLSI, APSI, VSI, DPSI), and GRF
components (M-L force, A-P force, PVF[peak vertical force], and loading rate). To analyze all the
variables measured in this study, PASW Ver 22.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ll the factors, and paired t-test was used to evaluate according to fatigu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lso,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was analyz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s a α=.05.
Results: Vertical jump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with the more decrease of vertical
heights at posttest than that of pretest. The AP COP, ∆COPx, COP area, APSI, VSI, and DPSI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with the higher increase at posttest than that of pretest in postural stability. The
PVF, loading rate of GRF components in posttest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ly with the higher force
than that of pretest. The postural stability variables (AP COP, ∆COPy, COP area, APSI, VSI, DPSI) showed
similar correlation with GRF components (PVF, loading rate) according to the fatigue induces (r=.600,
2
R = 37%).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atigue induces can be decreased the postural stability and
exercise performance during game and training in Taekwondo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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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태권도 겨루기는 상대방에 의한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방어 및 신속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격
기술은 높은 난이도와 연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Heller et al., 1998), 돌려차기, 옆차기, 앞차기, 그리고
반복적인 점핑 발차기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하지 근력 및 파워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bidin & Adam, 2013; Roschel et al., 2009; Noorul, Pieter, & Erie, 2008; Dizon & Grimmer-Somers,
2012; Elsawy, 2010). 파워는 선수와 선수의 속도에 적용된 힘의 결과물이며(Reiser, Rocheford, &
Armstrong, 2006; Rochel et al., 2009), 수직 점프력은 하지의 폭발적인 파워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지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운동역학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oschel et al., 2009; Noorul et al.,
2008; Dizon & Grimmer-Somers, 2012; Markovic & Jaric, 2007).
반면, 방어기술은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좌-우 다리의 성능에 의존해야 하며, 자세안정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Kim, Kim, Shin, 2011). 하지만, 겨루기 중 발차기 공격의 기술빈도가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Falcó,
C., & Estevan, 2015) 균형유지가 힘들고 하지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Serina & Kieu, 1991).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도중 피로가 유발될 수 있는데, 피로로 인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Hssin et al., 2015), 개인목적 달성에 실패하거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WojciechowskaMaszkowska, Borysiuk, Wasik, Janisiów, & Nawarecki, 2012)
부상은 신체의 구조적·기능적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에너지 전달에 의한 신체적
부적응이다(Lystad, Pollard, & Graham, 2009; Ziaee, Rahmani, & Rostami, 2010). 태권도 선수들의 부상은
36%가 훈련도중 발생되며, 54%는 시합상황에서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Kazemi, Shearer, & Choung,
2005). 부상부위는 상지가 18%, 허리 10%, 머리 3.6%였지만, 하지부위가 46.5%로 가장 높았고
(Kazemi et al., 2005), 이는 가라데, 합기도, 쿵푸, 태극권, 아이스하키, 그리고 농구보다 부상 발생률이 더
높다(Lystad et al., 2009; Zetaruk, Violan, Zurakowski, & Micheli, 2005; Pieter, 2005). 더 중요한 사실은
태권도 선수들의 부상발생 시점이 1라운드에서 7.5%, 2라운드는 43.1% 발생하였지만, 후반 부 마지막 3
라운드에서 49.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렇듯 부상은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Hssin et al.,
2015).
피로는 신경계의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Boyas et al., 2011; Boyas & Guével, 2011),
근육이 수축 시 힘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수축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Asmussen, 1979;
Gibson & Edwards, 1985). 운동선수들에게 피로는 발목관절의 외측 염좌 발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며(Gutierrez, Jackson, Dorr, Margiotta, Kaminski, 2007), 균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육과 고유수용기의
역학적 특성 및 관련 능력들도 감소시킨다(Chabran, Maton, & Foument, 2002; Forestier, Teasdale, &
Nougier, 2002; Harkins, Mattacola, Uhl, & Malone, 2005; Hiemstra, Lo, & Fowler, 2001). 이러한 결과는
운동 상황에서 협응과 자세제어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상 발생률을 더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Chabran et
al., 2002; Price, Hawkins, Hulse, & Hodson, 2004).
이와 같이 태권도 선수들에게 발생되는 피로는 순발력, 자세제어, 그리고 역학적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나,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선호하는 웜업 및 최적의 조건에서 양측 다리 간 360° 돌려차기 시 지면반력 조사
(Lee & Huang, 2013), 스탠스 위치(0°, 45°, 90°)에 따른 발차기 능력(Estevan et al., 2013), 540° 뒤후려차
기 동작의 운동역학적 분석(Kang, Kang, & Yu, 2013),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 간 태권도 발차기(Kim
& Kim, 2010) 등 특정 기술동작에 따른 지면반력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Park, Jun, Park, Ryoo, & Choi(2002)의 연구에서 남녀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 3회전 후 심박수, 혈중
젖산, 혈압, 심근산소 소비량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장시간 태권도 수련이 최대산소섭취량, 무
산소성역치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했는데(Kang, Shin, & Chung, 2009), 이는 태권도 경기시간
이 3라운드 2분 경기와 중간 1분의 휴식 방식이지만, 동일점수 상황에서 4라운드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경기특성 상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및 타격지점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발차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근력운동으로 유발된 피로는 구심성 피드백의 방해와 관절의 고유수용성, 그리고 운동감각 특성을 손상시켜
(Bizid et al., 2009; Harkins et al., 2005), 무리한 발차기와 착지동작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듯, 태권도 선수

들의 경기규칙과 비교해 볼 때, 전신에 적용될 수 있는 점증적 최대운동부하를 통해 피로를 유발할 필요성
이 있으며, 이와 함께 수직 점프력의 변화 및 착지 시 자세안정성과 운동역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점증적 최대 운동부하 검사로 탈진을 유도하여 피로에 따른 수
직 점프력, 자세 안정성과 지면반력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변인들 간의 상관성
을 비교하여 유사성 및 상반되는 특징들을 파악해 태권도 선수들과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Subject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학 및 실업팀 소속의 선수들(남: 5 명, 여: 5 명)로 10 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자
들이었다(Table 1). 이들은 수직 점프, 착지, 그리고 트레드밀 달리기 수행에 이상이 없었으며,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에 한하여 실시하였
다. 또 모든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과 시합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리를 진술에 의존한 결과, 우측이 우
세다리로 조사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Section

Age (yrs)

Height (cm)

Body weights (kg)

Female (n=5)

21.80±1.92

169.90±4.92

58.38±3.68

Male (n=5)

22.80±3.34

180.52±3.34

76.18±11.98

M±SD

22.30±2.62

174.21±9.20

67.28±12.56

2. Experimental procedure
모든 대상자들에게 가벼운 소재의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시켰고, 개인별 준비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였다. 실험
순서는 사전검사에서 수직점프, 외발서기, 드롭랜딩을 실시하였고, 트레드밀 위에서 피로를 유발시킨 후 사
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피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드롭랜딩 실험위치는 트레드밀과 3
m 거리 내에 위치시켰고, 이와 같은 이유로 양발 수직 점프와 외발서기 역시 지면반력기 위해서 평가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지면반력기(AMTI-OR-7, USA) 위에서 대상자들은 시각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발서기를 약 20 sec
동안 실시하였고, 이중 무작위로 10 sec 간의 자료를 샘플링 율 1,000 Hz로 수집하였다. 드롭랜딩 역시 피
로 유·무에 따른 동일한 착지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높이(40 cm)에서 양손은 전상장골극(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 위치시킨 후 착지를 유도하였다.
피로유발은 트레드밀 위에서 Bruce protocol(Bruce, Kusumi, & Hosmer, 1973)을 적용하여(Kim et al.,
2011; So, 2007; Lee & Yoo, 2009) 생리학 전공자에 의해 점증적 최대 운동부하 검사로 all-out 상태까지
실시하였으며, 피로가 유발된 직후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순서로 1분 이내에 완료하였다
(Fagenbaum & Darling, 2003; Harkins et al., 2005; Kim & Youm, 2015). 특히, 피로가 유발된 직후 사후
검사 순서 및 측정시간을 고려하여 우세다리(우측)의 외발 착지만을 실시하였다.

3. Analysis & process of data
실험순서 및 상황들을 고려해 수직점프는 지면반력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에 체공시간(tflight)을 투사체 운
동방정식에 적용하여 무게중심의 수직높이(h)를 산출하였다(Bosco et al., 1983).

자세안정성의 평가는 정적 · 동적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정적 자세안정성은 압력의 중심(COP: center of
pressure) 변인들인 A-P(anterior-posterior) COP, M-L(medial-lateral) COP(Michell, Ross, Blackburn, Hirth,
& Guskiewicz, 2006), 그리고 COP 경로에 의해 생성된 최대·최소 변화량 및 COP 면적(area)을 적분하였다
(Hyun & Ryew, 2014).

이때, COP 값이 증가될수록 좌-우(COPx), 전-후(COPy) 방향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함
Wikstrom, Tillman, Smith, & Borsa(2005)는 지면반력기 위에서 동적자세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착지 이후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함수가 증가되어 안
정성지수의 값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롭랜딩 시 오른쪽 발이 지면에 접지되는 순간부터 최대수
st
직지면반력(1PVF: 1 peak vertical force)이 생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밀도를 평가하였다(Hyun & Ryew,
2014). 이때, 각 방향별 지수의 값이 증가하면 안정성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수의 값이 감소하면 안
정성은 더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Kwon GRF 2.0 program(Visol, Korea), Excel 2007(Microsoft, USA)을 이용하여 지면반력 매개변인들을 분
석하였고, 위 분석방법으로 산출된 데이터들은 PASW 22.0 program(IBM, USA)으로 기초통계량인 평균(M:
mean) 및 표준편차(SD: standard)를 산출하였다. 태권도 선수들의 피로유발 전-후에 따라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고, 분석된 변인들 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ａ=.05 로 설정하였다.

RESULTS
태권도 선수들에게 트레드밀 위에서 점증적 운동부하를 실시한 결과, 피로유발 강도는 체중당 최대산소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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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VO2max/kg)이 54.50±10.94 ㎖ · min ·kg , 환기량(VE)은 92.72±29.66 ℓ · min 로 확인되었다(Heller
et al., 1998; Toskovic, Blessing, & Williford, 2002, 2004; Jo & Kim, 2001; Kim, 1998).

1. 수직 점프력과 정적안정성의 변화
태권도 남·여 선수들의 피로유도에 따른 수직 점프력과 정적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피로가 유발된 상태에서 수직 점프력의 변화는 피로유발 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p<.001). 오른쪽 발(우세다리)을 기준으로 외발서기를 실시하여 각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A-P COP,
∆COPy, COP area는 피로유발 전 보다 피로유발 상태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된 형태를 보였고(p<.05), M-L
COP와 ∆COPx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05).

Figure 1. Scatter plot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2. 지면반력 성분과 동적자세안정성지수의 변화
(Table 3)과 같이 드롭랜딩을 실시하여 지면반력 성분과 동적자세안정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M-L force, AP force, MLSI는 측정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p>.05), PVF, loading rate, APSI, VSI, 그

리고 DPSI는 피로유발 후 통계적으로 더 큰 값을 나타냈다(p<.01).
Table 2. Vertical jump performance and static stability index
Section

Pre M±SD

Post M±SD

∆%

t

p

Vertical Jump(m)

0.54±0.06

0.50±0.07

-7.40

4.511

.001***

Medial lateral COP

0.29±0.09

0.22±0.07

-24.13

.715

.492

Anterior posterior COP

0.21±0.11

0.40±0.20

90.47

2.490

.034*

∆COPx(cm)

2.39±1.75

2.97±0.83

24.26

.867

.408

∆COPy(cm)

2.37±0.85

4.84±1.91

104.21

3.607

.006**

5.81±4.72

14.09±6.45

142.51

3.558

.006**

2

COP area(cm )

NOTE: ***p<.001, **p<.01, *p<.05

Table 3. Ground reaction force parameter and dynamic postural stability index
Pre M±SD

Post M±SD

∆%

t

p

0.36±0.36

0.50±0.25

36.93

1.163

.275

0.06±0.27

0.09±0.32

50.18

.223

.828

4.43±1.27

5.25±1.31

18.14

7.611

.000***

Loading rate(N/BW·sec )

89.86±32.11

122.93±33.72

36.80

4.434

.002**

MLSI

1.36±0.52

1.60±0.47

16.95

1.526

.161

APSI

3.39±0.70

4.79±1.31

41.61

3.678

.005**

VSI

24.37±5.63

30.67±4.96

25.85

4.411

.002**

DPSI

29.12±6.54

37.06±5.82

27.27

4.877

.001***

Section
Medial lateral
force(N/BW)
Anterior posterior
force(N/BW)
Peak vertical force(N/BW)
-1

NOTE: ***p<.001

3. 각 변인들 간 상관성 조사
수직 점프력과 정적·동적 자세안정성지수, 그리고 지면반력 성분 간 상관성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고, %
감소·증가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r=.600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들을 기술하였다.
2

2

M-L COP와 COPx 간 r=.695(R =0.483, p<.05), COP area와 COPx 간 r=.639(R =0.408, p<.05), COPy
2
2
간 r=.614(R =0.377, p<.05)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1 PVF와 loading rate 간 r=.718(R =0.515, p<.05),
2

2

VSI 간 r=.658(R =0.432, p<.05), DPSI 간 r=.649(R =0.421, p<.05) 높은 설명력 및 정적상관을 보였다.
2

2

또 loading rate와 VSI 간 r=.899(R =0.807, p<.001), DPSI 간 r=.898(R =0.805, p<.001), VSI와 DPSI 간
r=.976(R2=0.952, p<.001)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hip relative to vertical jump performance and GRF components (unit: r)
Section

Vertical
jump

M-

A-

LCOP PCOP

.034

M-L COP
A-P COP

∆COPy

COParea

.015

.207

.695*(A) -.020
-.142

∆COPx

-.238 .191
.240

∆COPx

M-L

A-P

Loading

MLSI

APSI

.502 .459 -.020 -.266

.001

-.096 -.197

-.198

.539

.352 .443 -.539 -.226

.165

.099 -.455

-.386

.589

.362

-.163 -.102 -.239 -.090

-.239 -.419 -.242

-.326

-.149

.639*(B) .415 .056 -.491 -.111

-.276 .224 -.325

-.264

.614*(C) -.596 .041 -.093 -.253

-.030 -.592 -.284

-.429

.029 .165 -.440 -.254

-.356 -.484 -.437

-.524

-.332 .389 -.036

.017

.494

.026 -.057

-.022

.189 .658*(E)

.649*(F)

∆COPy
COP area

force force

1 PVF

rate

M-L force

.308 -.103 .056

A-P force

.255 .043

1 PVF
Loading
rate
MLSI
APSI
VSI

.718*(D) .125

VSI

DPSI

-.190 .435 .899***(G).898***(H)
.063 -.112
.349

-.017
.532
.976***(I)

NOTE: ***p<.001, **p<.01

DISCUSSION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 동안 혈중젖산농도(blood lactate concentration)와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데(Herror et al., 1998), 1, 2라운드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3라운드에서는 최대에 도달한다(Butios & Tasika,
2007).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 경기규칙인 2분 3라운드 1분 휴식의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전신의 피로
상황을 고려해, 트레드밀 위에서 점증적 운동부하를 실시한 후 수직 점프력과 자세 안정성 및 지면반력 성
분변화들을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수직 점프력을 분석한 결과, 사후검사에서 0.50±0.07 m로 사전검사의 0.54±0.06 m 보다 수직 높이
가 더 감소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ark, Youm, & Kim(2015)이 20대 건강한 성인 남성
21명과 여성 21명을 피로수준 별 수직 점프력을 분석한 결과, 남성들은 사전 44.8 cm, 사후 50%는 40.8
cm, 사후 30%는 38 cm이며, 여성들은 각각 32.9 cm, 31.6 cm, 31.4 cm로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은 남·여 실업팀 태권도 선수들로 구성하였는데, 일반인들의 수직 점프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였으나, 피로유발에 따라 수직 점프높이가 더 감소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Gastin(2001)
은 태권도 선수들의 호기성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신체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간에 상호관련이 있으며 수직
점프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 태권도 공격기술들은 발차기 점핑, 자세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하
지의 근력이 매우 중요하다(Fong & Ng, 2011). 따라서 피로유발은 남·여 태권도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겨루기
시 공격·방어 기술에 필요한 순발력, 점프력, 그리고 점프 발차기 등의 운동수행능력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고 판단된다(Chiodo et al., 2011).
정적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M-L COP와 ∆COPx, 그리고 동적 안정성의 MLSI는 피로유발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A-P COP와 ∆COPy, COP area, APSI, VSI, 그리고 DPSI는 사후검사에서 안정성 값들이 더 크게
감소되었다. 태권도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기술에 따라 순간적인 신체중심위치의 전-후 이동 및 체간의 기울
기와 함께 발차기 동작은 엉덩, 무릎, 발목관절의 굴신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Chiodo et al., 2011;
Ha, Yoon, & Kim, 2011; Ha & Kim, 2012). 또 굴신 움직임이 많은 운동에서는 COP의 ML방향보다 AP의
방향의 움직임조절이 주된 역할을 하며(Winter, Prince, Frank, Power, & Zabjda, 1996), 피로의 누적은 동

적 안정성과 균형 제어 능력 및 운동 제어 능력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Johnston, Howard, Cawley, &
Loss, 1998). 특히, Gribble & Hertel(2004)이 성인 여성 9명과 남성 4명에게 피로를 유발시킨 결과, ML
COP에 차이는 없었지만, AP COP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남·여 태권도 선
수들은 피로유발에 따라 좌-우 방향보다 전-후 방향에 대한 운동수행능력이 더 크게 작용되어 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좌-우 방향의 COPy와 MLSI 간(Figure 1: A) r=.659 및 설명력은 48%로 유사한 정적 상관을 보이
고 있지만, 피로에 따라 자세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Song, Young(2000)은
발목 염좌로 인한 외측 인대의 손상을 입는 초기기간을 급성기로 정의하였으며, 과훈련, 과사용, 그리고 과
거에 부상이 재활되지 않을 경우 만성기로 정의하였고, 이중 74% 까지 만성 발목 불안정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Anandacoomarasamy & Barnsley, 2005; Beynnon, Renström, Alosa, Baumhauer, &
Vacda, 200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피로유발과 함께 과거 염좌로 인한 외측 인대 손상
또는 훈련유형 등의 변인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여 각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COP area는 ∆COPx와 ∆COPy의 적분결과로 AP 방향에 대한 COP 움직임이 더 증가되어 면적 역시 증가
2
되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Figure 1: C, r=.614, R =37%). 이는 피로유발이 자세안정성 유지를 위
해 COP 진동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Kim, Shin, Jung, & Lee(2012)가 태권도 선수들의 정적안정성 변인
간 AP와 area 간 상관이 높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Kim et al. (2012)의 연구에서 태권도 선수들의
피로유발에 따라 ML 방향과 area 간 높은 상관성을 보고했었는데, 본 연구에서 COPx는 통계적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COP area와 COPx 간(Figure 1: B) r=.639와 40%의 설명력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
렇듯, 운동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축발의 자세유지는 선수들마다 차이가 있으며(Kim et al., 2012), AP 방
향에 대한 COP가 area 확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ML 방향의 COP 움직임 역시 자세안정성 유지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태권도 선수들은 겨루기 시 점핑높이와 발차기 기술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면반력 성분들의 변화는
일정한 높이에서 드롭랜딩으로 평가하였다. 피로유발에 따라 ML GRF, AP GRF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1

없었지만, PVF는 각각 4.43 N/BW에서 5.25 N/BW로, loading rate는 88.86 N/BW · sec 에서 122.93
-1

N/BW · sec 로 피로유발 후 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두 변인 간 상관성은 r=.719, 설
명력은 51%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Figure 1: D). 이에 태권도 겨루기에서 공격빈도와 부상위험이 높
은 기술동작의 PVF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목표에 따른 돌려차기 동작이 1.62-2.44 N/BW(Yang, 2001), 받
아치기 시 돌려차기에서 우수집단은 1.09 N/BW, 비우수 집단은 1.29 N/BW(Ha et al., 2011), 540° 몸돌려
후려치기 시 3.14 N/BW(Lee, Kim, & Lee, 2014), 그리고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돌개차기 동작에서 왼발은
5.63 N/BW, 오른발은 1.78 N/BW으로 보고하였다(Park, 2012).
최대수직 지면반력 생성 시점에서 인체는 가장 큰 외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착지하는 동안 관절과 근육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지면반력이 발생되면 부상이 발생될 수 있다(Cerulli, Benoit, Lamontagne, Caraffa, &
Liti, 2003; Hootman, Dick, & Agel, 2007; Miyama & Nosaka, 2004).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여 태
권도 선수들에게 피로가 유발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지동작이 발생되면 단위시간 당 신체가 받아들이는 충격
력이 더 커지고 지면반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부상의 위험이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DPSI의 계산은 각 방향별 지면반력을 동일한 샘플 수로 적용되었다는 관점에서 피로유발에
따라 증가되는 PVF, loading rate의 증가형태와 VSI, 그리고 DPSI 간 r=.600과 43% 설명력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1: E, F, G, H, I). 특히 VSI는 수직 힘 성분을 적용한 안정성지수의 결과
물로 본 연구에서 PVF와 loading rate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kstrom et al. (2005)
에 의하면 착지 단계에서 균형유지는 충격흡수가 반영되며, DPSI는 MLSI, APSI, VSI와 합이라는 계산을 고려
할 때, VSI가 자세안정성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태권도 선수들에게 점증적 운동부하 방식을 통해 유발된 피로는 수직 점프력, AP 방향에 대한 정적·
동적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신체가 받아들이는 충격유형은 더 증가되는 비례적인 관계로 분석되었으
며, 선수들의 장시간 훈련 및 기술훈련 시 부상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량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피로가 수직 점프력, 자세안정성, 그리고 지면반력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정적안정성은 오른쪽 외발 서기를 실시하여 압력중심(COP)의 전-후(AP), 좌-우(ML) 방
향에 대한 지수 값, 면적(area)을 분석하였고, 일정한 높이에서 드롭랜딩을 실시하여 3방향의 힘 성분(ML
force, AP force, PVF)과 부하율, 그리고 동적자세안정성지수(MLSI, APSI, VSI, DPSI)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수직 점프력은 사후검사에서 더 감소되어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 안정성은 전-후 방향에 대한
AP COP, ∆COPy, COP area, APSI, VSI, DPSI에서 사전과 비교해 사후검사에서 더 크게 증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PVF와 부하율 역시 사후검사에서 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
관분석은 자세 안정성의 감소 및 지면반력 성분이 증가되는 형태 간 r=.600 이상의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로유발에 따른 운동수행력 관련 데이터들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로유발 관련 다양한 변이들 간의 관계가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남성과 여성 별 대상자들
을 추가적으로 더 모집하여 성별에 따른 운동역학적 변인들의 변화를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또 태권도가 체급경기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이 체중감량을 경험하고 있는데, 피로유발과
체중감량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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