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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국제스포츠연맹 회원국수 10위를 자랑하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스포츠 종목이지

만 영상분석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법을 활

용하여, 태권도의 새로운 품새 동작을 창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각각의 결과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새로운 태권도 품새 개발과 표준화된 동작 모델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시뮬레이션(simulation), 태권도 품새(taekwondo poomsae)

I. 서론

태권도는 1971년에 국기(國技)로 지정된 후 1986년 서울아시

안게임의 정식 종목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시범 종목, 그리고 

2000년에는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인의 스

포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발전이 예고되고 있지

만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무도 스포츠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

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 또한 올림픽 정식종목으

로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이다. 이런 점에 따

라, 다양한 품새 개발로 태권도의 올바른 가치를 발전시키고 새로

운 가치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엔  데이터 압축 기술 및 이미지 처리 등 영상기술이 빠르

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영상정보 처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미지로 획득된 사람의 동작을 분석하여 활용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

에서는 영상 이미지로 획득된 태권도의 품새 동작들을 이미지 파

일로 분류 저장하여, 품새의 정확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패턴의 태

권도 품새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새

로운 태권도 품새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배경

1.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술적 배경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연속적

인 이미지로 독창적인 창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

했다. 다음은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적인 과정이다.

1.1 범위난수(Random Range Number) 발생함수

사용자 입력에 의한 최솟값과 최댓값의 범위에서 임의의 난수

를 발생시키는 함수로 이 논문에서는 DB에 저장된 이미지를 난수

에 의해서 로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사용한다. 그림 1은 제시

한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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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범위난수 발생함수를 사용한 이미지 로드의 예

Fig 1. Example of Image Load using by Random Range 

Number

사용자가 입력한 최솟값과 최댓값을 범위로 하여 임의의 난수

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이 난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1.2 특정조건(Conditions)

특정 조건 없이 범위난수 발생함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동일동

작의 반복, 예를 들어 ‘왼쪽 방향 - 양손날 막기’ 동작이후 다시 

‘왼쪽 방향 - 양손날 막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

시한 알고리즘에서는 이 특정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 째, 입력값이 0( NULL)과 같이 등록될 수 없다. 
둘 째, 시작 동작은 ‘서기동작’으로 한다.
셋 째, 서기 동작의 다음 동작 이후는 다시 서기 동작이어야 한다.

III. 시스템 구현 및 실험1)

1. 시스템 환경

표 1. 시뮬레이션 실험을 위한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s for Simulation Testing

구분 환경

CPU Intel Pentium4 2.0Ghz

RAM 512MB

OS Windows XP SP3

CAM Webcam

Database Local File Server

Test Tools Microsoft Internet Explorer 8.0

Development

Tools
Notepad

Development

Language
HTML 4.01/JavaScript

이 논문은 (사)컴퓨터정보학회 2011동계학술대회의 논문을 확장한 

결과임[2]

2. 시스템 구현을 위한 데이터(Based Data)

이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으며, 이 프로세스에서는 동작규칙에 따라 입력된 이미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이미지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2. 시스템 처리 프로세스

Fig. 2. Proposed system process

또한, 이 논문에서 태권도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

에 사용된 태권도 동작은 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기초동작

Table 2. The basic behaviors used to this simulation

서기

(1그룹)

주먹지르기

(2그룹)

발차기

(3그룹)

막기

(4그룹)

1.앞서기 1.몸통지르기 1.앞차기 1.아래막기

2.앞굽이 2.얼굴지르기 2.돌려차기 2.몸통막기

3.뒤굽이 3.옆차기 3.얼굴막기

4.범서기 4.양손날막기

3. 시스템 구현

그림 3은 동작의 입력 화면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창작 품새의 

동작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동작과 방향을 체크하고 저장하여 전

송을 하면 그림 2의 절차에 따라 조건을 검사하게 된다.

그림 3. 입력 화면

Fig. 3. Inpu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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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제시한 태권도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

하여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그림 3의 입력

화면을 통하여 입력하게 된다.

그림 4. 왼쪽방향 입력 조건

Fig. 4. Input Left-side Condition

다음은 구현한 태권도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의 JavaScript 모듈이다.

⓵ …… str = document.all.chk01[i].value;// 동작그룹(1 | 2 
| 3 | 4)

⓶ …… str += “-” + document.all.chk[i].value;//방향 (Left 
| Right)

⓷ …… “<img src=‘”+ ps[i] + ‘-’ + randomRange(1,4) + 
“.jpg’>”); //동작에 대한 이미지 파일 로드

  
⓵은 표 1에서 기초동작 그룹에 대한 정의를 사용자 입력에 의

해 설정한 번호(numbering)를 str 변수에 저장한다.
⓶는 str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방향을 저장한다.
⓷은 ⓵과 ⓶에서 저장된 str 변수에 1~4까지의 수를 임의, 무

작위로 출력하여 ⓵ - ⓶ - ⓷.jpg 파일 형태로 로드한다

(JavaScript). 
사용자가 ‘서기’, ‘왼쪽’을 입력하고 DB서버에 전송한다면, 서

버는 서기동작 중 임의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1-Left-(1~4).jpg’라
는 파일을 로드한다.

그림 5. 왼쪽방향 입력조건에 부합한 출력화면 1

Fig. 5. Satisfies the condition output screens 1, 

enter the left direction

그림 6. 왼쪽방향 입력조건에 부합한 출력화면 2

Fig. 6. Satisfies the condition output screens 2, 

enter the left direction

그림 5와 그림 6은 그림 4의 조건에 부합한 결과를 출력한 화면

이며, 같은 조건이 입력되어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태권도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은 미리 정의된 값에 의하여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7. 양방향 입력 조건

Fig. 7. Input Left&Right-side Condition

그림 7은 태권도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

용자에 의한 입력이 되는 양방향 조건이다.

그림 8. 양방향 입력조건에 부합한 출력화면

Fig. 8.  Bi-directional input output screens that satisfies the 

condi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2. 1)

80

그림 8은 그림 7의 조건에 부합한 양방향 동작에 대한 결과를 

출력한 화면이다. 그림 5와 그림6과 같이 다양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양방향 동작도 함께 생성할 수 있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 제시한 컴퓨터 창작 품새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동

작인식 기법에 따라 변화하는 동작에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등록된 이미지 파일에서 객체를 주어진 규

칙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양한 동작의 이미지 파일을 종합

하여 새로운 창작 품새 종류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이 알고리

즘의 특징은 간단한 구현과 확장성이 용이하며 태권도 품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양한 스포츠 영역(유도, 합기도, 검도 등)으
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각종동작을 

기반으로 컴퓨터와의 가상 대결이 가능한 게임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방향의 좌, 우 양방향으로 앞, 뒤의 동작을 

추가하여 여러 방향과 기본자세의 이미지를 늘려 추후 동일한 동

작을 이용하는 겨루기와 같은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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