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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이 응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
는데 있다. 본 연구에는 태권도 4단이며 10년 이상 수련한 남자 15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과제는 메트로놈
의 템포에 맞춰 제자리딛기를 하다가 불빛 자극이 제시되면 최대한 빠르게 돌려차기를 하는 것이다. 5가지
의 제자리딛기 템포(100, 120, 140, 160, 180 bpm)와 4가지의 돌려차기 유형(앞발 몸통 돌려차기, 앞발 얼
굴 돌려차기, 뒷발 몸통 돌려차기, 뒷발 얼굴 돌려차기)에서 3회씩 총 60회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효과의 대응별 비교는 Bonferroni를 실시하였다.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났
다.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이 제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돌려차기 응답시간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발 몸통 돌려차기
의 응답시간이 빨랐다. 그리고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에 따라 14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앞발 몸통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은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효과적이며, 뒷발보다는 앞발, 얼굴보다는 몸통 돌려차기가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수행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태권도 경기를 
위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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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stepping-in-place 
tempo and roundhouse kick types on response time. Fifteen male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ll 
have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and hold a forth dan(degree) black belt in taekwondo. The task is 
when the participants are doing stepping in place they respond to the light stimulus as fast as they can 
do roundhouse kick. Five different stepping in place tempos (100, 120, 140, 160, and 180 bpm) and 
four different types of roundhouse kick(front leg body roundhouse kick, front leg head roundhouse 
kick, back leg body roundhouse kick, and back leg head roundhouse kick) were used. Three 
measurements were taken for each of the different combinations of conditions for a total of 60 
measurements. For data analysis,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was used and pair-wise 
comparisons were performed using bonferroni stat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tepping in place tempo and roundhouse kick type in the response 
tim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main effect of response time in accordance with 
stepping in place tempo and roundhouse kick type. The response time of roundhouse kick was the 
fastest at 160 bpm of stepping in place tempo,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40 
and 160 bpm. Front leg body roundhouse kick was the fastest. And, the response time was the fastest 
when front leg body roundhouse kicked at 140 bpm of stepping in place tempo. Stepping in place 
tempo between 140 and 160 bpm is the most effective to optimize the response time. And, More 
effective response time was front leg roundhouse kick as compared with back leg roundhouse kick 
and, body roundhouse kick as compared with head roundhouse kick. The findings in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will help with strategy for taekwondo 
competition.

Keywords : taekwondo, response time, roundhouse kick, stepping in place, tempo

1. 서 론

  
  태권도 경기 규칙의 개정과 보호 장비의 개발
은 태권도 기술을 변화, 발달시켰다. 먼저 득점 
부위에 따른 차등 점수로 인하여 점수가 낮은 몸
통보다는 점수가 높은 머리의 공격 빈도가 높아
졌다. 그리고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개발된 전자
호구의 사용은 앞에 위치한 발의 공격 빈도를 높
였다.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돌려차기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돌려차기의 비교 연
구는 태권도 경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태권도 경기와 같이 상대방과 겨루는 종목에서
는 운동 수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태권도 
경기에서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빠르다는 것은 
상대방이 피하거나 막기 전에 공격을 할 수 있다
는 것이고, 상대방의 공격은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 수행의 속도는 태권
도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수행의 속도는 수행 과제에 소
요되는 시간으로 측정한다. 시간(time/unit)의 개
념은 속도(unit/time)와 그 측정 값이 상호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1].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서 측정
하는 시간은 응답시간(response time)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시간은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부터 
실제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 시간인 반응시간
(reaction time)과 실제 움직임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인 운동시간(movement time)의 
합이기 때문이다[2].
  제자리딛기는 두 발을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동작으로[3] 신체의 리듬과 템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4], 신체의 이동이나 차기의 사전 동
작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7]. 대부
분의 움직임에는 주 동작 이전에 목표로 하는 운
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동
(countermovement)이라는 사전 동작이 나타나며
[8,9], 파워풀한 활동은 반동을 이용한다[10]. 사
전 반동을 하는 동안 근육은 강압적으로 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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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치(pre-stretch) 되었다가 구심성 수축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Stretch-Shortening Cycle 
(SSC) 기전이 단순히 구심성 수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행을 향상시킨다
[8,11.12]. 다시 말해, SSC에서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동안 직렬탄성조직에는 탄성에너지가 저장
되는데 이를 재사용함으로써 구심성 수축 국면에
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며, 결과
적으로 이러한 에너지에 의해 힘, 파워, 일량 등
이 증가한다는 것이다[13]. 근 기능의 SSC는 신
체 부위가 주기적으로 충격력 또는 신장력
(stretch force)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
며, 달리기, 걷기, 뛰기(hopping)는 외력(예: 중
력)이 어떻게 근육을 늘리는지에 대한 인간 이동 
움직임에서의 전형적인 예이다[14]. 따라서 태권
도에서 신체의 중심을 앞발과 뒷발의 중앙에 두
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제자리딛기는 SSC를 
포함한 사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수행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전-
근활동(pre-activation)의 시간적 조절,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전-스트레치, 원심성 
국면에서 구심성 국면으로의 빠른 전환 등이 있
다[15]. 이에 SSC를 포함한 사전 동작이더라도 
동작의 유형에 따라 수행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8,13,16,17,18,19], 동일한 사전 동작의 유형이더
라도 점프 조건에 따라 수행의 차이가 나타났다
[9,20,21]. 그리고 사전 동작으로 제자리딛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행을 비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자리딛기를 사용했을 
때 타이밍이 더 정확했으며[22,23], 발차기 속도
가 더 빨랐다[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자리딛기
의 속도 조건에 따라 수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템포의 표기는 bpm(beats per minute)으로 1
분에 몇 개의 비트로 구성되는지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환경
에서는 40∼300 bpm까지 지원하며, 대중음악은 
대체로 60∼200 bpm 범위 내에 존재한다
[24,25].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템포는 약 
100 bpm으로 보고되고 있다[26,27]. 하지만 넓
은 범위의 템포 또한 수년에 걸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25,26,27,] 최적의 돌려차기 타이밍을 위
한 제자리딛기 템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템포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돌려차기는 발을 안쪽으로 돌리며 목표물을 가
격하는 기술로 축이 되는 발을 틀며 엉덩이를 완

전히 넣어 주어 앞축 또는 발등으로 상대방의 얼
굴이나 몸통 등을 가격하는 기술이다[28]. 돌려차
기는 다른 기술에 비해 간결하여 수행하기 쉬우
며 정확하고 응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빠르고 강
하기 때문에 태권도 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며,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기술이다[29,30,31, 
32,33]. 따라서 돌려차기 관련 연구는 경기력 향
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태권도 4단이며 10년 이상 수련한 
남자 15명이 참여하였다(나이: 19.20±0.94 
years, 키: 173±5.32 cm, 몸무게: 66.60±7.49 
kg, 태권도 경력: 12.73±2.25 years, 태권도 단 
수: 4단). 실험에 들어가기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험 과제, 실험 과정, 실험에 대
한 유의사항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
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한 동의서(IRB No. 1809/001-012)에 서명하였
다.

2.2. 실험도구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시
간측정기를 사용하였다. 반응시간측정기는 자극
(불빛 색깔, 소리 주파수)을 제시해주는 디스플레
이 박스, 자극 선택과 측정 시작 버튼, 응답시간 
등을 보여주는 컨트롤 박스 그리고 반응을 하기 
위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돌려차기의 동작을 감지하기 위해 스위치 
대신 예측반응시간측정기의 적외선 센서를 연결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자리딛기 템포를 일정
하게 제시해주기 위해서 메트로놈(삼익 SMT801)
을 사용하였다. 템포의 범위는 30∼252 bpm까지 
나타낼 수 있으며, 박자의 정확도 오차는 ±0.1%
이다.

2.3. 실험절차

  본 실험의 과제는 메트로놈의 템포에 맞춰 제
자리딛기를 하다가 불빛 자극이 제시되면 최대한 
빠르게 적외선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는 위치에 
돌려차기를 하는 것이다. 제자리딛기 템포를 설정
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선호하는 제자리딛기 
템포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참여자가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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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한 속도의 제자리딛기를 하게 하고 20초 정
도 촬영을 하여 처음 5초 이후 메트로놈의 템포
와 제자리딛기가 동기화(synchronize)된 10초 동
안의 영상을 분석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10초 동
안 제자리딛기를 수행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23.6±1.59회였으며, bpm으로 환산하면 141.6 
bpm이었다. 이에 제자리딛기 템포는 140 bpm을 
기준으로 ±20, ±40으로 하여 100, 120, 140, 
160, 180 bpm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돌려차기 
유형은 돌려차기를 하는 발의 위치와 공격하는 
부위에 따라 앞발 몸통 돌려차기, 앞발 얼굴 돌
려차기, 뒷발 몸통 돌려차기, 뒷발 얼굴 돌려차기
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참여자에게 준비 운동과 
실험 과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
공하였으며, 참여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장비를 
조절하였다. 몸통과 얼굴의 높이는 참여자의 신체
에 따라 조절하였으며, 참여자와 적외선 센서의 
동작을 감지하는 위치와의 거리는 돌려차기를 했
을 때 스위트 스폿(sweet spot)으로 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 겨룸새(왼발
이 앞에 있는 겨루기 준비 자세)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5개의 템포에서 4가지의 돌려차기를 3회
씩 총 60회를 실시하였다. 이때 반복적인 측정으
로 나타나는 순서효과(order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counter-balance design을 적용하였다. 그리
고 각 시행마다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다.

2.4. 통계처리

  제자리딛기 템포(5)와 돌려차기 유형(4)을 독립
변인으로 응답시간을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였으며, 주효과의 대응별 비교는 Bonferroni
를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3을 사용
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
하였다.

3. 결 과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F(11.314, 663.772)=2.636, p<.01, 
=.043]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제자리딛기 템포

[F(3.771, 663.772)=31.722, p<.001, 
=.153]와 

돌려차기 유형[F(3, 176)=27.575, p<.001, 


=.320]의 주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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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time which depends on 
stepping in place tempo and 
roundhouse kick types.

  제자리딛기 템포의 대응별 비교 결과 100과 
140, 100과 160, 120과 140, 120과 160, 140과 
180, 160과 180 bpm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지만 100과 120, 100과 180, 120과 180, 140
과 160 bpm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리고 제자리딛기 템포에 따라 응답시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160, 140, 180, 120, 100 
bpm의 순으로 응답시간이 빨랐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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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Response time which depends 
            on stepping in place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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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유형의 대응별 비교 결과 앞발 몸통 
돌려차기와 뒷발 몸통 돌려차기, 앞발 몸통 돌려
차기와 앞발 얼굴 돌려차기, 앞발 몸통 돌려차기
와 뒷발 얼굴 돌려차기, 뒷발 몸통 돌려차기와 
앞발 얼굴 돌려차기, 앞발 얼굴 돌려차기와 뒷발 
얼굴 돌려차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뒷발 몸통 돌려차기와 뒷발 얼굴 돌려차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돌려차기 
유형에 따라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앞발 몸통 돌려
차기, 앞발 얼굴 돌려차기, 뒷발 몸통 돌려차기, 
뒷발 얼굴 돌려차기 순으로 응답시간이 빨랐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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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Response time which depends on 
          roundhouse kick types. 

4. 논 의

  본 연구는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에 
따른 응답시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제자리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형은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리딛기 템포에 따라 160, 140, 180, 120, 
100 bpm 순으로 응답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참여자의 제자리딛기 템포의 평균인 140 
bpm에서보다 빠른 템포인 160 bpm에서 응답시
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느린 템
포의 제자리딛기에서의 돌려차기 응답시간보다는 
빠른 템포의 제자리딛기에서의 돌려차기 응답시
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리딛기를 하게 

되면 두 발이 이지되거나 종아리와 발목의 근육
이 수축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느린 템포
의 제자리딛기에서는 그 시간이 빠른 템포의 제
자리딛기에서 보다 길기 때문에 느리게 반응했을 
것이며, 아주 빠른 템포에서는 반응에 대한 돌려
차기를 할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다시 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느린 템포보다 빨리 돌아오
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응답시간이 160 bpm의 제자리
딛기 템포에서는 평균 699.38 ms, 14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는 평균 703.26 ms으로 차
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발 몸통 돌려차
기만 봤을 때는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평균 654.36 ms, 14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
서 평균 642.42 ms으로 14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응답시간이 빨랐다. 따라서 140에서 
160 bpm 사이가 돌려차기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제자리딛기 템포의 범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리딛기 템포에 따른 응답시간의 차이는 점
프 조건에 따라 수행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
와 같이 조건에 따라 수행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20,21]. 연구 결과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응답시
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가 돌려차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은 태권도 경기에서 돌려차기의 사
전 동작으로 140에서 160 bpm의 템포로 제자리
딛기를 하는 것이 돌려차기 수행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 120, 
140, 160, 18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만 돌
려차기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제자리딛기 템포 사이에 최적의 템포가 존
재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제자리딛기 템포는 신체
적 조건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개인차가 분명 존
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최상 수행
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최적의 템포
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
는 개방운동기술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제자
리딛기 템포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
정한 제자리딛기 템포는 상대방에게 공격 타이밍
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체력의 소모가 크다. 선
수가 최적의 수행을 위한 제자리딛기 템포를 인
지하고 상대방의 움직임과 체력을 고려한다면 경
기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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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유형에 따른 응답시간을 살펴보면 앞
발 몸통 돌려차기, 앞발 얼굴 돌려차기, 뒷발 몸
통 돌려차기, 뒷발 얼굴 돌려차기 순으로 빨랐다. 
돌려차기의 유형은 돌려차기를 하는 발의 위치와 
공격하는 부위의 높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따라서 
차는 발의 위치와 차는 부위의 높이에 따른 거리
가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Park & 
Jung[34]의 연구에서는 몸통 돌려차기 동작 시 
차는 발의 위치에 따른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앞발 몸통 돌려차기의 소요시간이 더 빨
랐다. 그리고 Kim et al.[35]의 연구에서는 뒷발 
돌려차기의 높이에 따른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는
데 몸통과 얼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국면별로 분석했을 때 굴곡국면에서 뒷발 몸
통 돌려차기가 뒷발 얼굴 돌려차기보다 빨랐다. 
돌려차기 유형에 따른 동작을 살펴볼 때 돌려차
기 하는 발이 공격하는 부위와 가까우면서 몸통
을 회전하지 않고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앞발 돌
려차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통 돌려차기
가 얼굴 돌려차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Kang & Kang[36]의 태권도 발차기 
유형별 동작 수행 시간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위
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에 
돌려차기 유형에 따라 차는 발의 위치와 공격 부
위의 높이가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 경기에서는 공격 부위에 따
른 차등 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뒷발 얼굴 돌려차기보다 앞발 얼
굴 돌려차기가 응답시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는 오른발이 우성인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성인 쪽이 열성인 쪽보
다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 따라서 오른발로 돌려
차기를 수행한 뒷발 몸통 돌려차기와 뒷발 얼굴 
돌려차기가 왼발로 돌려차기를 수행한 앞발 몸통 
돌려차기와 앞발 얼굴 돌려차기보다 응답시간이 
빨라야 한다. 하지만 왼발로 수행한 앞발 몸통 
돌려차기와 앞발 얼굴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이 더 
빨랐다. 따라서 우성과 열성이 돌려차기 유형에 
따른 응답시간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돌려차기 유형에 따라 차는 발의 위치와 공격 부
위의 높이가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태권도 경기에서 돌려차기의 유형에 
따른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겨루기 자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경기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차기 유
형에 따른 응답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이 제일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
기 템포에서 돌려차기 응답시간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앞발 몸통 돌려차기의 응
답시간이 빨랐다. 셋째, 제자리딛기 템포와 돌려
차기 유형에 따라 14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
서 앞발 몸통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돌려차기의 응답시
간이 140과 16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 효
과적이며, 뒷발보다는 앞발, 얼굴보다는 몸통 돌
려차기의 유형이 응답시간의 측면에서는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00, 120, 140, 160, 180 bpm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만 돌려차기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돌려차기 응답시간을 
위한 제자리딛기 템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외
의 제자리딛기 템포에서도 돌려차기의 응답시간
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권도 경기에서는 
다양한 차기를 이용해 공격이 이루어진다. 차기의 
종류에 따라 메커니즘이 다르다. 따라서 제자리딛
기 템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기를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차기의 수행을 측정 또는 평가하
는데 응답시간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있다. 제자리
딛기 템포가 차기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기의 다양한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태권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기술 학
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태권도 경기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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