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부문 채점규정]
<공통사항>
1. 경기종목은 <체공3단계 3종격파>, <체공회전 3종격파>, <자유구성격파>로 총 3종목이며 각
종목별 1. 2. 3위와 모든 종목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순위 1. 2. 3위자를 입상자로 시상을 한
다.
2. 각 종목별 만점은 120점으로 한다.

3. 착지 시 무릎 이상의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매회 5점 감점한다. (-5점)
4. 출전자가 격파이후 착지의 동작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보조자가 출전자 몸의 일부
분이라도 접촉했을 때) 넘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5. 경기장 밖으로 두발이 모두 나가는 경우 3점을 감점한다. (-3점)
6. 격파 시작의 구령 후 종목별 제한시간 이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 0.1 ~ 5초 초과 시 5점을 감점하며(-5점), 매 5초 초과 시 5점을 가산 감점한다. (-5점)
7. 대회 참가선수는 도복에 도장명, 단체명 표시 가능하다.
(단 대한태권도협회 공인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예: 칼라도복 등은 착용불가)
8. 소청
- 경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소속팀의 지도자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청의 제기는 해당 종목의 경기가 종료된 직후 15분 이내에 소청신청비 10만원과 함께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청위원회는 소청신청 직후 30분 이내에 소청결과를 완료한다.
- 소속팀 지도자는 소청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소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대회주최 측 동영상을 위주로 판독,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
청을 제기한 소속팀의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단, 대회주최 측의 동영상이 없는 등의 부
득이한 경우 소청을 제기한 소속팀이 제공한 동영상을 위주로 판독, 심의할 수 있다.
- 동영상으로 판독 불가 시 심판채점을 우선으로 한다.
- 소청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의 심판원을 소환하여 상황 등을 문의할 수 있다.
- 소청위원회 위원은 기술위원회 위원이 겸임하며 대회임원장, 시범심판위원장, 경기위원장,
상벌위원장, 시범심판부위원장(2인)등 6인으로 구성하고 합의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간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시범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 소청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이상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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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공3단계 3종격파
1. 체공3단계 3종 격파
체공3단계 3종 격파란 격파자가 도약단계에서 보조자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멀리, 또는 높
이 뛰어올라 3개의 목표물을 순차적으로 격파하는 기술을 말한다.
- 남중부와 남고부는 <뛰어 돌려차기 3단계격파>, <뛰어 옆차기 3단계격파>, <뛰어 가위차기
3단계격파>의 세부 3종목을 실시한다.
- 여중부와 여고부에서는 <뛰어앞차기 3단계격파>, <뛰어 돌려차기 3단계격파>, <뛰어 옆차기
3단계격파>의 세부 3종목을 실시한다.
1) 기본점수 30점을 부여한다.
2) 격파물은 1장당 5점씩 부여한다.(격파물 9장, 총 45점)
3) 각 세부 종목(3종목)별 격파물 설치 난이도와 격파동작 완성도 가산점은
최하 0점에서 최고 +15점(1종목 15점, 3종목 총 45점)을 부여한다.
※ 격파물 설치의 난이도란 격파물의 높이와 격파물간의 간격을 말한다.
※ 격파동작의 완성도란 타격에서의 예비동작, 공중동작, 착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동
작의 표현성에 대한 평가이다.

세부 종목
(남): 남중부, 남고부
(여): 여중부, 여고부

기본

격파물

난이도

점수

(1장 5점)

완성도

15점

뛰어 앞차기 3단계 격파(여)

뛰어 돌려차기 3단계 격파(여)

15점

시간

1장당 –5점
*넘어짐, 매회 –5점

30점

15점

15점
*보조자 움직임 행위
–1점 ~ –3점

뛰어 가위차기 3단계 격파(남)

15점

뛰어 옆차기 3단계 격파(여)

15점
*시간초과
0.1~5초 초과시 –5점

만점 : 120점

제한

*미완파 격파물

뛰어 돌려차기 3단계 격파(남)

뛰어 옆차기 3단계 격파(남)

감점 사항

30점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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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5초 초과시 가산 -5점

40초

4) 완파가 되지 않은 격파물 1장 당 5점을 감점한다. (-5점)
- 격파자의 발 이외 신체의 어떠한 부분에 의한 격파도 인정하지 않는다.
- 격파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상적인 타격을 인정한다.
- 보조자의 위력에 의한 격파는(격파물을 꺽는 행위) 인정하지 않는다.
5) 보조자가 격파물을 움직여 맞춰주는 행위는 최대 3점을 감점한다. (-3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클 경우 3점을 감점한다. (-3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보통일 경우 2점을 감점한다. (-2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미세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1점)
6) 체공3단 3종격파의 심판은 5인으로 구성하고 심판원 전체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
한 합산의 평균점을 최종점수로 한다.
7) 동점자 처리
- 남중부와 남고부는 ① <뛰어 옆차기 3단계격파>, ② <뛰어 가위차기 3단계격파>, ③ <뛰
어 돌려차기 3단계격파> 종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 여중부와 여고부에서는 ① <뛰어 옆차기 3단계격파>, ② <뛰어 돌려차기 3단계격파>, ③
<뛰어 앞차기 3단계격파> 종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8) 경기방법
- 각 격파물을 경기장내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남중부와 남고부의 경우 반드시 뛰어 돌려차기 3단계, 뛰어 옆차기 3단계, 뛰어 가위차기
3단계 격파의 순으로 실시한다.
- 여중부와 여고부의 경우 반드시 뛰어 앞차기 3단계, 뛰어 돌려차기 3단계, 뛰어 옆차기 3
단계 격파의 순으로 실시한다.
- 경기 제한시간은 40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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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공회전차기 3종 격파
1. 체공회전차기 3종 격파
체공회전차기 3종 격파란 격파자가 스스로 도약하여 솟구쳐 올라 회전하여(가로돌아, 세로돌
아, 옆돌아, 모돌아) 목표물을 격파하는 기술을 말한다.
- 남중부는 <540도 뒤후려차기격파>, <뛰어 540도 돌려차기 격파>, <뒤공중 앞차기격파>의 세
부 3종목을 실시한다.
- 남고부에서는 <540도 뒤후려차기 3단계격파>, <720도 돌려차기격파>,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의 세부 3종목을 실시한다.
1) 기본점수는 중등부 60점, 고등부 50점을 부여한다.
2) 격파물은 1장당 5점씩 부여한다.
※ 중등부 격파물 3장, 총 15점
※ 고등부 격파물 5장, 총 25점
3) 각 세부 종목(3종목)별 격파물 설치 난이도와 격파동작 완성도 가산점은
최하 0점에서 최고 +15점(1종목 15점, 3종목 총 45점)을 부여한다.
※ 격파물 설치의 난이도란 격파물의 높이와 격파물간의 간격을 말한다.
※ 격파동작의 완성도란 타격에서의 예비동작, 공중동작, 착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동
작의 표현성에 대한 평가이다.

세부 종목
남 540도 뒤후려차기 격파
중 뛰어 540도 돌려차기 격파

기본

격파물

점수

(1장 5점)

60점

부 뒤공중앞차기 격파(제자리)

만점 : 120점

60점

여 540도 뒤후려차기 1단계 격파
중
뒤공중앞차기 격파(제자리)
부

70점

만점 : 120점

70점

남 540도 뒤후려차기 3단계 격파
고 720도 돌려차기격파

50점

부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

만점 : 120점

50점

여 540도 뒤후려차기 2단계 격파
고
부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

65점

만점 : 120점

65점

5점
5점
5점
15점

난이도
완성도
15점
15점
15점
45점

5점

20점

5점

20점

*넘어짐, 매회 –5점

10점
15점

40점
15점

*보조자 움직임 행위

5점

15점

5점

15점

25점

45점

10점

20점

5점

20점

15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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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사항

제한
시간

*미완파 격파물
1장당 –5점

–1점 ~ –3점
*시간초과
0.1~5초 초과시 –5점
5초 초과시 가산 -5점

40초

4) 완파가 되지 않은 격파물 1장 당 5점을 감점한다. (-5점)
- 격파자의 발 이외 신체의 어떠한 부분에 의한 격파도 인정치 않는다.
- 격파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상적인 타격을 인정한다.
- 보조자의 위력에 의한 격파는(격파물을 꺽는 행위) 인정하지 않는다.
5) 보조자가 격파물을 움직여 맞춰주는 행위는 최대 3점을 감점한다.(-3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클 경우 3점을 감점한다. (-3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보통일 경우 2점을 감점한다. (-2점)
- 보조자의 격파물 움직임 행위가 미세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1점)
6) 체공회전차기 3종격파의 심판은 5인으로 구성하고 심판원 전체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합산의 평균점을 최종점수로 한다.
7) 동점자 처리
- 남중부는 ① <540도 뒤후려차기격파>, ② <뒤공중앞차기 격파(제자리)>, ③ <뛰어 540도
돌려차기 격파> 종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 여중부는 ① <540도 뒤후려차기격파>, ② <뒤공중앞차기 격파(제자리)> 종목의 순서로 높
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 남고부는 ① <540도 뒤후려차기 3단계격파>, ②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 ③ <720도
돌려차기격파> 종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 여고부는 ① <540도 뒤후려차기 2단계격파>, ②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 종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8) 경기방법
- 각 격파물을 경기장내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남중부의 경우 반드시 <540도 뒤후려차기격파>, <뛰어 540도 돌려차기 격파>, <뒤공중 앞
차기격파>의 순으로 실시한다.
- 여중부의 경우 반드시 <540도 뒤후려차기격파>, <뒤공중앞차기 격파(제자리)> 순으로 실시
한다.
- 남고부의 경우 반드시 <540도 뒤후려차기 3단계격파>, <720도 돌려차기격파>, <측전 뒤
공중앞차기 격파>의 순으로 실시한다.
- 여고부의 경우 반드시 <540도 뒤후려차기 2단계격파>, <측전 뒤공중앞차기 격파> 순으로
실시한다.
- 경기 제한시간은 40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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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유구성 격파
1. 자유구성 격파
자유구성 격파란 격파자가 창의적 기술동작으로 자유스럽게 구성하여 격파하는 기술을 말하
며 체공3단계 3종격파, 체공회전차기 3종격파 이외의 기술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한다.
2) 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가산점은 최하 0점에서 최고 +30점을 부여한다.
※ 기술의 난이도란 격파물을 타격하는 높이와 격파물간의 간격, 몸과 발의 회전속도와 회전
각도에 대한 평가이다.
3) 격파동작의 창작성과 기술 완성도에 대한 가산점은 최하 0점에서 최고 +30점을 부여한다.
※ 격파동작의 창작성이란 격파세트의 구성과 타격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말한다.
※ 격파동작의 기술 완성도란 이들 기술의 발휘에 있어서의 예비동작, 공중동작, 착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동작의 표현성에 대한 평가이다.

세부 종목

기본
점수

난이도

창작성
완성도

감점 사항

제한
시간

*보조자 움직임 행위
–1점 ~ –3점
자유 구성 격파

만점 : 120점

60점

30점

120점

30점

*넘어짐, 매회 -5점

60초

*시간초과
0.1~5초 초과시 –5점
5초 초과시 가산 -5점

4) 격파동작의 수행과정에서 격파물이 완파가 되지 않더라도 감점하지 않는다.
5) 자유구성격파의 심판은 5인으로 구성하고 심판원 전체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합산의 평균점을 최종점수로 한다.
6) 동점자 처리
- 총점이 동점인 경우
① 기술의 난이도 점수
② 격파 동작의 창작성과 기술의 완성도
③ 심판 5인 합산의 점수
위의 순서로 높은 점수의 순으로 정한다.
7) 경기방법
- 각 격파물을 경기장내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격파물은 10매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반드시 격파물 10매 모두를 격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경기 제한시간은 60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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