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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호, 경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치상황에서 경호, 경비원의 장비 중 

삼단봉을 선택하여 머리치기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H대학교 경호학과 학생 

출신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숙련자 그룹에서 삼단봉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였

고, 숙련자그룹 과 비숙련자 그룹으로 연구 하였다. 구간별 소요시간은 숙련자 (e2) 0.428 

sec 비숙련자 0.435 sec, (e3) 에서는 숙련지 0.230 sec 비숙련자 0.232 sec 소요되었으

며, 비숙련자 그룹에서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중심 이동 변위는 

좌, 우 숙련자2.16±0.95cm, 3.78±1.42cm, 전체적으로 5.94±2.03cm 변화를 보였다. 

비숙련자 2.97±1.01cm, 4.56±1.57cm, 전체적으로 7.53±2.13cm 변화를 보였고, 전, 

후 이동에서는 숙련자32.48±3.86cm, 35.21±4.64cm, 전체적으로 69.36±5.72cm 변

화를 보였다. 비숙련자 34.50±6.12cm, 37.04±3.70cm, 전체적으로 71.46±7.17cm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상, 하 이동변위에서는 숙련자 5.62±2.49cm, 4.54±1.87cm, 

전체적으로 10.11±1.57cm 변화를 보였다. 비숙련자 6.33±1.78cm, 4.86±1.85cm, 

전체적으로 10.68±1.81cm 변화를 보였다. 손목관절의 각도 변화에서 손목각도이며, 숙련

자e1 , 114.62±7.13, e2 68.27±6.37, e3 131.64±6.27, 비숙련자 e1 , 

112.62±6.13, e2 66.28±7.38, e3 137.42±4.28 팔꿉치 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

자 e1 , 132.31±6.55, e2 117.92±8.42, e3 144.41±6.32, 비숙련자 e1 , 

133.58±8.56, e2 114.45±8.21, e3 139.89±4.38 어깨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자 

e1 , 13.55±3.85, e2 131.42±11.24, e3 78.32±6.28, 비숙련자 e1 , 9.45±1.23, 

e2 136.74±13.21, e3 79.75±4.24, 각 변화를 보였다.

주제어：경호원, 경계근무, 심박변이도, 자율신경, 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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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도의 시작은 사람이 약육강식의 생태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나

아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하 다. 가족 중심에서 부족으로, 형성

하면서 부족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 무도는 발전하 다. 전쟁으로 무도는 

발전하면서 상무 중심으로 교육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생기고, 교육적 가치를 

부가 시키게 되었다. 즉 무도는 군사적인 실전을 위한 실전무술 이었다가 형(본) 위

주로 발전되고 근대에 이르러 다시 실전 무술적인 성향 으로 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 ․ 분업화 되었고, 경찰과 경호 에서도 무도의 차이는 발생하

다. 경찰관은 범죄자로부터 제압 및 체포가 목적이고, 경호원은 외부의 직, 간접 위해

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

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한 필수조건 사항으로 경호무도 대한 수련을 하고 있다.

경호무도는 위해상황에서 경호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수련함으로써, 철학

적 ․ 정신적 ․ 체력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이 경호무도 수련의 목적일 것이다.

경호무도는 응용력이 뛰어나고, 실전성이 강하며, 일반무도와 비교해 보면 공격대

상이 자기 자신이고, 단수 및 공격상대를 미리 예측 할 수 있어 방어시간과 방어능력

이 효율적일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때 무게중심이 낮게 공격하며 맨손 공격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경호무도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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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위해자 제압은 경호대상자의 대피 와 동시에 

실시하지만, 대피 후 제압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발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몸을 수단으

로 하여 신변보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고도의 신변보호기법

인 것이며,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경호원의 몸을 수단으로 하여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요소가 경호무도

인 것이다(김태민, 2003: 39).

위해자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호원은 우발상황에 

대하여 체위확장의 원칙 및 희생정신으로 경호원은 방어 와 공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격상대가 복수일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위해자의 무기 소지에 대하여 경호원의 대응 방법으로 공경호 에서는 권총을 휴

대하지만 사경호에서는 가스총 및 삼단봉 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호장비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

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제한되고,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0조 경비원이 휴대

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 ․ 경봉 ․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두석, 2011).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

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가 대표적이다. 민간경비업체

에서 근무 하는 경호원 및 경비원은 우발상황에 대처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무도 및 

경봉(삼단봉) 대응 훈련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서 체포술, 호신술 과목으로 3시

간 교육 받는다. 신임교육 으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하며,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

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

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한다. 위 경비원, 경호원 들이 총기류를 휴

대하지 않고, 근무 하면서 우발상황에서 대처방법으로 무도 및 분사기 ․ 경봉 ․ 삼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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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것이다.

그 중 삼단봉은 경호원들이 우발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삼단봉은 1대1 대치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협소한 공간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는 경호원의 우발상황에서의 삼단봉 대처능력 통하여 삼단봉 머리치

기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을 통하여 경호원의 우발상황 에서의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

적 머리치기 동작을 규명하고 경호원 및 경호관련학과 학생 과 교수에게 과학적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변보호업 경호원으로서 H대학교 경호학과 학생 출신10명

을 대상으로 하 으며, 이들 중 3개월간 훈련한 숙련자 그룹 5명과 비숙련자 그룹 

5명으로 선정 하 다. 신체적 특성은 표 1. 와 같다. 실험 전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 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M±SD

숙련자
Age

(세)

height

(cm)

Weight

(kg)

5
19.9

±1.58

179.6

±4.89

73.26

±10.85

비숙련자
Age

(세)

height

(cm)

Weight

(kg)

5
20.8

±1.89

177.8

±5.68

81.26

±9.9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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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학적 분석을 위한 실험장비는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장비

장비 기기명 모델 회사

촬영장비

비디오카메라(2대) Photron Fastcam USA

통제점 틀 3m×2m×2m V・TEK

조명기(3대) 575spot Kong-il.co

조도계 Spotmeter Asahi Pentax

동조타이머 SYNC-TIMER

분석장비

VCR AG-7350 Panasonic

컴퓨터 samsung Notebook Samsung

모니터 CDP155 Samsung

3. 실험방법 및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좌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통제점이 표시된 통제점틀

(3m×2m×2m)을 설치하고 2대의 고속카메라(Photron Fastcam-Pci)를 각각 피험자의 

전방에 위치시키고 두 고속카메라간의 간격은 90°로 설정하여 카메라의 초점이 피험

자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도록 고정하 다. 카메라의 촬 속도는 60 field/sec 속도로 

설정하 으며, 피험자들은 인체분절의 해부학적 경계점을 표시하기 위해 총20개의 

반사마커를 설정하 다. 실험시 피험자의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는 검정색 반타이즈

를 착용시켰으며, 실험 시작 전 15분간의 준비운동을 실시하 다. 실공간 좌표의 기

준점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운동방향인 좌우방향은 X축 ,전후방향을 Y축, 수직방향은 

Z축으로 설정 하 다. 피험자들은 머리치기 동작 자세에서 3회의 성공적인 머리치

기 동작으로 선별하여 분석 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KWON3D Ver. 3.1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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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배치도

4. 이벤트 및 구간 설정

e1, 준비자세

e2, 삼단봉 백스윙된 시점

e3, 머리치기 동작의 임팩트 시점

<그림 2> 이벤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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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결 과

1. 소요시간

본 연구의 소용시간은 숙련자 와 비숙련자 그룹의 반응시간과 동작시간의 결과며, 

준비동작 e1 에서 백스윙(top) e2, 백스윙(top)에서 머리치기 임팩트 e3 까지, 총 소요 

시간을 분석하 으며, 상체의 굴곡 과 신전을 통하여 위해자를 타격하는 소요시간을 

측정 분석한 결과를 동작 수행 소요시간으로 나타내었다.

<표 3> 신체 동작 소요시간
(단위 :sec)

숙련자 e2 e3 Total

M 0.428 0.230 0.658

SD 0.04 0.01 0.04

비숙련자 e2 e3 Total

M 0.435 0.232 0.677

SD 0.03 0.03 0.04

p<.05

<표 3>에서 숙련자 (e2) 0.428 sec 비숙련자 0.435 sec, (e3) 에서는 숙련지 0.230 

sec 비숙련자 0.232 sec 소요되었으며, 비숙련자 그룹에서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중심변위

삼단봉 머리치기 동작 시 신체중심의 변위는 진향방향 기준으로 좌, 우(x), 전, 후

(y), 상, 하(z) 방향으로 설정하여 나타났다.

<표 4> 좌, 우 신체 중심 변위
(단위 : cm)

숙련자 e2 e3 Total

M 2.16 3.78 5.94

SD 0.95 1.4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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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자 e2 e3 Total

M 2.97 4.56 7.53

SD 1.01 1.57 2.13

p<.05

<표 4> 는 신체중심의 좌, 우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숙련자2.16±0.95cm, 3.78± 

1.42cm, 전체적으로 5.94±2.03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2.97±1.01cm, 4.56±1.57cm, 

전체적으로 7.53±2.13cm 변화를 보 다.

<표 5> 전, 후 신체 중심 변위
(단위 : cm)

숙련자 e2 e3 Total

M 32.48 35.21 69.36

SD 3.86 4.64 5.72

비숙련자 e2 e3 Total

M 34.50 37.04 71.46

SD 6.12 3.70 7.17

p<.05

<표 5>는 신체중심의 전, 후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숙련자32.48±3.86cm, 35.21± 

4.64cm, 전체적으로 69.36±5.72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34.50±6.12cm, 

37.04±3.70cm, 전체적으로 71.46±7.17cm 변화를 보 다.

<표 6> 상, 하 신체 중심 변위
(단위 : cm)

숙련자 e2 e3 Total

M 5.62 4.54 10.11

SD 2.49 1.87 1.57

비숙련자 e2 e3 Total

M 6.33 4.86 10.68

SD 1.78 1.85 1.81

p<.05

<표 6>은 신체중심의 상, 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숙련자 5.62±2.49cm,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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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cm, 전체적으로 10.11±1.57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6.33±1.78cm, 4.86±1.85cm, 

전체적으로 10.68±1.81cm 변화를 보 다.

3. 관절의 각도 변화

관절의 각도 변화는 신체동작의 자세변화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삼단본 

머리치기 동작에서의 손목각도, 팔꿉치각도, 어깨각도 를 살펴보았다. 손목, 팔꿉치, 

어깨 각도에서는 오른쪽 삼단봉 공격 팔 동작으로 한정하 다.

<표 7> 손목관절각도
(단위 : deg)

숙련자 e1 e2 e3

M 114.62 68.27 131.64

SD 7.13 6.37 6.27

비숙련자 e1 e2 e3

M 112.62 66.28 137.42

SD 6.13 7.38 4.28

<표 7>은 손목관절의 각도 변화에서 손목각도이며, 숙련자e1 , 114.62±7.13, e2 

68.27±6.37, e3 131.64±6.27, 비숙련자 e1 , 112.62±6.13, e2 66.28±7.38, e3 137.42±4.28, 

준비자세에서 e2 손목각도에서 굴곡시키고 e3 신전 되면서 타격상태가 이루어진다.

<표 8> 팔꿉치각도
(단위 : deg)

숙련자 e1 e2 e3

M 132.31 117.92 144.41

SD 6.55 8.42 6.32

비숙련자 e1 e2 e3

M 133.58 114.45 139.89

SD 8.56 8.21 4.38

p<.05

<표 8>은 팔꿉치 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자 e1 , 132.31±6.55, e2 117.92±8.42, 

e3 144.41±6.32, 비숙련자 e1 , 133.58±8.56, e2 114.45±8.21, e3 139.89±4.38, 팔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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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에서 전완과 상완이 이루는 사이각도를 의미한다.

<표 9> 어깨각도
(단위 : deg)

숙련자 e1 e2 e3

M 13.55 131.42 78.32

SD 3.85 11.24 6.28

비숙련자 e1 e2 e3

M 9.45 136.74 79.75

SD 1.23 13.21 4.24

p<.05

<표 9>는 어깨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자 e1 , 13.55±3.85, e2 131.42±11.24, e3 

78.32±6.28, 비숙련자 e1 , 9.45±1.23, e2 136.74±13.21, e3 79.75±4.24, 각 변화를 보

다. 어깨각도는 몸통과 전완이 이루는 사이각도를 의미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삼단봉 머리치기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통하여 숙련자 와 비숙련자 

그룹을 비교 분석하 다. 비숙련자 그룹에서 구간별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 경비 관련업 종사자는 항상 경호무도 및 삼단봉 수련 프로그램으로 

단련하여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삼단봉 머리치기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구간별 소요시간은 숙련자 (e2) 0.428 sec 비숙련자 0.435 sec, (e3) 에서는 

숙련지 0.230 sec 비숙련자 0.232 sec 소요되었으며, 비숙련자 그룹에서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단봉 머리치기 동작에서 수행동작의 소요시간이 짧

을수록 빠른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호원의 삼단봉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체중심 이동 변위는 좌, 우 숙련자2.16±0.95cm, 3.78±1.42cm, 전체적으로 

5.94±2.03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2.97±1.01cm, 4.56±1.57cm, 전체적으로 

7.53±2.13cm 변화를 보 고, 전, 후 이동에서는 숙련자32.48±3.86cm, 35.21±4.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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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69.36±5.72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34.50±6.12cm, 37.04±3.70cm, 전

체적으로 71.46±7.17cm 변화를 보 다. 그리고 상, 하 이동변위에서는 숙련자 

5.62±2.49cm, 4.54±1.87cm, 전체적으로 10.11±1.57cm 변화를 보 다. 비숙련자 

6.33±1.78cm, 4.86±1.85cm, 전체적으로 10.68±1.81cm 변화를 보 다. 신체중심 에서 

숙련자 와 비숙련자 그룹에서 비숙련자 그룹 쪽에 좌, 우 방향으로 크게 흔들리고, 

흔들림이 커져 균형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 후 에서는 비숙

련자 그룹이 크게 나타났으며, 빠른 공격의 필요성 때문에 비숙련자 그룹이 크게 나

타났다. 상, 하 움직임 변위에서는 안전적 타격을 위해 숙련자 그룹이 짧게 나타났다. 

셋째, 손목관절의 각도 변화에서 손목각도이며, 숙련자e1 , 114.62±7.13, e2 

68.27±6.37, e3 131.64±6.27, 비숙련자 e1 , 112.62±6.13, e2 66.28±7.38, e3 137.42±4.28 

팔꿉치 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자 e1 , 132.31±6.55, e2 117.92±8.42, e3 

144.41±6.32, 비숙련자 e1 , 133.58±8.56, e2 114.45±8.21, e3 139.89±4.38 어깨관절의 

각도 변화이며, 숙련자 e1 , 13.55±3.85, e2 131.42±11.24, e3 78.32±6.28, 비숙련자 e1 

, 9.45±1.23, e2 136.74±13.21, e3 79.75±4.24, 각 변화를 보 다. 팔꿉치 각 에서는 숙

련자 그룹이 크게 나타났으며, 팔꿉치 각의 신전운동이 작으며, 어깨 각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숙련자 그룹에서 크게 나타났다.

경호무도 및 경봉, 삼단봉 교육 프로그램 통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필요하며, 경호원 및 경호 관련 학과 , 기관에서 

위해상황별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 경비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호, 경비원들의 장비 중 삼단봉

을 선택하고, H대학교 경호학과 학생 출신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 다. 숙

련자 그룹에서 삼단봉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 고, 숙련자 그룹은 교육 프로그램 대

한 만족도 가 높았다. 경호원 및 경비원들은 경호무도 와 경호무도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위해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련을 반복적

으로 함으로써 몸에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경호무도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행과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중요성이 커지는 경호대상자의 

치안을 확보시켜줄 뿐만 아니라 위해대상자들을 제압하는데 효과적이다. 

경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해상황 에서의 대처기술의 과학적 분

석이 필요하다. 경호 관련 학과나 관련업체 혹은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경호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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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증을 정립하고 수립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경호환경에 적합한 

경호무도를 경호원이 충분한 수련을 통하여 기본과 응용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경호

무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호원들의 탁월한 경호수행을 위하

여 관리자나 관련자들의 협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

되어야 하겠다.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경호무도를 위해 개개인의 정신적인 자신감과 육체적인 체

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전문산업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다양해져가고 날로 발전해가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자

리 잡은 경호무도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지대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무도정신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과 자질을 갖춘 경호무도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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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emetic analysis of a thumping security 
motion with an expandable barton

Kim, Yong-Hak
Kim, Sin-Hye

Jung, Sung-Bae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 due to seek 

different outcomes whena certain security motion with a paticular gear is 

applied in a plausible confrontational situ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 Expandable Baton,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security 

equipments, was chosen to be applied in a situation of hitting a person's head. 

Alsothe results will be studied in the view of Kinematic theory. To demonstrate, 

10 students who were majeored in Escort Crane studies at 'H' university 

werechosen as testees. The participants were grouped into two-one is practiced 

with the'expanadable baton use program' and the other is pre-practiced. In 

this report two groups abovewill be reffered as 'group A' and 'group B' for 

conveniency. There were a number of differences and changes between two 

groups. Group B took more timethan the other group did. Group A spent about 

0.428sec in section 'e2' and 0.230sec in section'e3' while Group B took 0.435sec, 

0.232sec in each sections.To add on, more distinctive results were out when 

it was more focused on physical movements.Two gropus presented considerable 

changes- in an 'left-right' moving displacement-Group A;2.16±0.9cm (left 

side), 3.78±1.42cm (right side), total 5.94±2.03cm. Group B; 2.97±1.01 

cm(left side),4.56±1.57cm (right side), total 7.53±2.13cm.Continuously, 

different outcomeswere shown between two groups in a 'back and forth' moving 

displacement-Group A;32.48±3.86cm, 35.21±4.64cm, total 69.36±5.72. 

Group B; 34.50±6.12cm, 37.04±3.70cm, total71.46±7.17cm. Furthermore, 

changes in an 'up and down' moving displacement were - Gro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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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41cm, 4.54±1.87cm, total 10.11±1.57cm. Group B; 6.33±1.78cm, 

4.86±1.85cm,total 10.68±1.81 cm.To continue, there were few modifications 

of degree on participants' joints, espcially on 'Wristjoint','Elbow joint' and 

'Shoulder joint',depend on different sections -Wrist joint;Group A; 

e1114.62±7.13, e2 68.27±6.37, e3 131.64±6.27. Group B; e1 112.62±6.13, 

e2 66.28±7.38, e3137.42±4.28 and Elbow joint ; Group A e1 132.31±6.55, 

e2 117.92±8.42, e3 144.41±6.32 .Group B; e1 133.58±8.56, e2 114.45±8.21, 

e3 139.89±4.38. Lastly, degree changes ofshoulder joint were; Group A; e1 

13.55±3.85, e2 131.42±11.24, e3 78.32±6.28. Group B; e19.45±1.23, e2 

136.74±13.21, e3 79.75±4.24.

Key words：Bodyguards, Boundary working, Heart rate variability,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HR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