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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S. RYU, Analysis of Variability for the Components of VGRF Signal Via Increasing the Number of 

Attempt during Running.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1, pp. 129-13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variability of components of the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signal 

to seek the suitable number of attempt datum to be analyzed during running at 2m/s and 4m/s. For this 

study, six subjects (height mean:174.5±4.4cm, weight 671.5±116.4N., age:25.0±yrs.) were selected and asked to run 

at least 3 times each run condition randomly. FFT(fast Fourier transform) was used to analyze the frequency 

domain analysis of the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s signal and an accumulated PSD (power spectrum density) 

was calculated to reconstruct the certain signal. To examine the deviation of the vertical ground reaction 

between signals collected from an different number of attempt, variability of frequency, magnitude of passive 

peak, time up to the passive peak and maximum load rate were determined in a coefficient of variance. 

The variability analysis revealed that when analyze the vertical reaction force components at 2m/s speed 

running, which belongs to slow pace relatively, it would be good to calculate these components from signal of 

one attempt, but 4m/s speed running needs data collected from two attempts to decrease the deviation of signal 

between attempts. In summary, when analyzing the frequency and passive peak of the vertical reaction force 

signal during the fast run, it should be considered the number of at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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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체 운동 시 지면 반력 신호는 충격의 정량화를 

해 필수 으로 활용되고 있다. 형 으로 이동운동의 

충격은 지면에 장착한 지면반력 을 사용해 수량화된

다. 힐-스트라이크 (heel-strike) 달리기 시 충격력은 지

면  순간 수직 지면 반력 신호의 일시 인 피크로 

찰된다. 충격력의 피크 크기는 걷기에서 체 의 1-2

배이고 달리기에서는 형 으로 체 의 2-3배 사이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avanagh & 

Lafortune, 1980; Munro, Miller, & Fuglevand, 1987). 

충격력의 피크 크기는 이동 속도, 체  (Andriacchi, 

Ogle, & Galante, 1977; Frederick & Hagy, 1986; 

Hamill, Bates, Knutzen , & Sawhill, 1983)과 발의 

 패턴, 신체 분 의 가속도 등 (Cavanagh & 

Lafortune, 1980)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향 때문에 운동 시 지면반력 을 이용

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어떤 동일한 조건하에서 조

차 동일한 신호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이

동운동 시 한 사람이 같은 속도로 반복해 달릴 경우 

같은 지면 반력 신호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이는 지면반력  자체에서 오는 기계  오차로 인

해 기인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달리기 시 신체 

분 의 평균 가속도와 발의  패턴 등을 정확하게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운동 시 지면반력의 신호를 수집해 분석

할 경우 이동 속도 조건에 따라 몇 번의 시도를 분석

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를 결정하는 것

은 자료 수집의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면반력 

신호를 통해 도출된 변인들의 값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한다는 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최근 2005년도

와 2006년도에 발행된 한국운동역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 에 이동운동을 분석한 경우 지면반력 신호의 수

집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것은 단 하나의 신호인 것으로 악되었다 

(2006, 류지선1). 이동운동 시 주어진 속도 하에 수집된 

여러 신호 에 표성을 갖는 신호를 선택해 분석하

기는 어려운 일이며, 한 분석된 신호가 표성을 갖

고 있다고 보기는 의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여러 번 

시도해 많은 신호를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 지면반력 

신호의 신뢰성 확보에 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 으

로 한 상자에 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다는 

것은 시간 으로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 

그동안 신체 이동 운동 시 충격력에 한 연구는 신

체 이동 속도, 지면의 기울기, 신발의 특성 (Light, 

McLellan & Klenerman, 1980; Clarke, Cooper, Clark, 

& Hamill,1985; Mizrahi et al 2000) 등 다양한 연구 주

제에 따라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 이동 운동 시 발생되는 충격력에 

해 운동 역학 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근되고 있으나, 

이동운동 시 지면반력 신호를 수집할 경우 상자별로 

최소한 몇 번을 수집해 분석해야 반복 신호간의 편차

를 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가, 실제 

실험과 련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 은 달리기 시 각기 다른 속도의 조건

하에서 자료 수집의 시도 수 증가에 따라, 이동운동으

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의 잠재성을 측하는데 이용되

는 수직지면 반력 신호의 주 수 (Darren et al., 2000), 

수동 피크 크기, 수동 피크 발생 시간, 최  부하율 

(Milgrom et al., 1992)의 Variability를 찰해 신뢰성 

있는 수직지면 반력 신호의 분석 시도수를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달리기 시 시도 수 증가에 따른 지면반력 신호의 변

화 양상을 찰하고자 남자 6명 (신장: 174.5±4.4cm, 체

: 671.5±116.4N, 연령: 25.0±yrs.)을 상으로 구간 타

이머 (TK11630, Tag Heuer, Switzerland)의 통제 하에 

15m 주로(走路)에서 2m/s와 4m/s 속도 달리기 조건

에서 지면 반력  (Kistler, Type9286A, Switerland )

을 이용 상자별 3번씩 무순 로 수직 지면 반력 신

호를 얻었다. 자료 수집은 1000Hz로 20  동안 얻었으

며, 이때 gain은 지면 반력 4000, 압 범 는 ±10V 범

로 설정했다. 지면 반력의 캘리 션(calibra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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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ler사에서 채  (channel)별, 지 (range)별로 사

에 조율된 측정값을 이용했다. 

각 상자별 3번의 시도에 해 수집된 수직지면 반

력 신호의 지지국면 추출과 Bias 제거, Window 용, 

필터링 (filtering),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이용

한 주 수 분석 등은 선행 방법 (류지선, 2006)을 활용

했다. 수직 지면반력 신호의 확실한 양을 재구축하기 

해  워를 사용했으며, 워 신호의 99% 수

은 각 신호 특성의 표 인 것으로 간주해 거로 사

용했다 (Stergioue et. al., 2002). 따라서 수직 지면반력

의 주 수 값들은 각 상자의 시도 수에 해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했다. 

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수직 지면 반

력의 수동(passive) portion과 련된 요인들을 산출했

다. 산출된 이들 요인에 해 시도 별 상자 간

(between)과 상자 내(within)의 Variability를 찰하

기 해 변이계수 (SD/Mean*100)를 활용했다. 

Ⅲ. 결과  논의

달리기 속도 2m/s와 4m/s에서 얻은 수직 지면 반

력 신호의 주 수, 수동피크, 수동 피크 시간, 수동 역

의 최 부하율은 <표 1>에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에 

해 상자간 (between)과 내 (within)의 Variability를 

찰하기 해 산출된 변이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 2>에 정리되었다. <그림 2>은 6명의 

상자들의 1차 시도부터 3차 반복 시도까지 필터링된 

수직지면 반력 신호들을 집 한 것이다.

신체 이동 운동 시 수직 지면 반력의 수동 성분은 

충격 자체의 크기를 정량화하는데도 요하지만, 지면 

의 충격이 신체에 미치는 향을 평가해 운동 시 

상해를 측하고 진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James & Jones, 1990; Milgrom 

et al,1992; Hreljac et al.,2000; Darren et al.,2000). 

한 지면반력 신호는 이동 운동의 제동 이해, 근력의 계

산, 역학  에 지 변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의 값이 신뢰성 있고, 정확하냐 하

는 문제는 지면반력 신호의 분석 수와도 련 있는 문

제다. 본 연구 결과 상자 내 즉 2번시도와 3번시도 

평균 간의 주 수 빈도에서는 2m/s 속도 달리기에서 

차이가 없지만, 4m/s에서는 차이 을 보 다. 수동 피

크의 크기에서는 두 달리기 조건 모두 평균 으로 차

이 을 보이지 않았으며, 수동피크시간은 2m/s 달리기

에서는 차이 을 보이지 않았지만 4m/s달리기에서는 

평균 으로 약간의 차이 을 보 다. 부하율에서는 

2m/s에서는 아주 미진한 차이 을 보 지만, 4m/s 달

리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 다. 상자 간은 두 조건 달

리기 공히 모든 요인에서 시도 간 약간의 차이 을 보

다. 

시도 간 평균뿐만 아니라 표 편차를 고려해 상자

내, 간의 차이 을 Variability의 척도인 변이 계수를 이

용해 분석한 결과 비교  느린 2m/s 속도의 주 수는 

상자 내에서는 시도 수간 별다른 차이 을 보이지 않

았지만, 상자 간에서는 시도 수 3번의 평균값이 그 

크기는 아주 지 만 은 변이계수를 보 다. 수동 피

크 값과 이 값이 발생한 시간은 공히 상자간의 차이

는 없지만, 상자 내에서는 3번의 시도 수 평균보다 2

번의 시도 수 평균값이 은 Variability를 보 다. 최

부하율은 상자내에서 2번 시도와 3번시도 수간에 차

이 을 보이지 않았지만, 상자 간에서는 1번시도와 3

번 시도수의 평균 Variability값이 2번시도 수의 평균값

에 한 Variability보다 었다. 즉 2m/s 달리기의 경

우 상자간의 주 수를 제외하고, 수동피크 크기, 수동 

그림1. 수직지면 반력의 수동 portion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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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발생 시간, 최  부하율에서는 별다른 차이 을 

보이지 않았다. 비교  빠른 4m/s 속도 달리기의 경우 

상자 간, 내 별 2번 시도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1번 

시도와 3번 시도에서 얻은 결과보다도 주 수, 수동 피

크 크기, 수동 피크 크기 발생 시간, 최 부하율의 

Variability는 상 으로 낮았다. 지면 반력은 신체 질

량 심에 작용하는 순 힘과 같으며, 신의 평균 가속

도를 반 하지만(Shorten & Winslow,1992), 아무리 같

은 속도로 달린다 해도 매번 신체 분 들의 가속도와 

발의 지면  패턴은 동일하게 발휘되고 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면 반력의 신호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 해 볼 때 이동

운동 시 비교  낮은 속도에서는 상자별로 1번의 신

호를 수집 분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비교  

빠른 속도 이동의 경우 수직 지면 반력의 수동 역과 

련된 요인을 분석할 경우 가능하면 각 상자별로 2

번의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

수와 수동 피크 크기를 정량화할 경우 상자의 분석 

표 1. 속도  시도별 수직지면 반력 신호의 분석된 요인들

 시도1 ~ 시도2 ~시도3

주 수(Hz)

2m/s
내  22.0±0.8 22.0±0.8

간 21.5±7.1 22.0±7.3 22.1±7.2

4m/s
내  28.6±2.5 27.4 ±3.2

간 27.5±8.0 28.6±6.6 27.4±7.3

수동피크(BW)

2m/s
내  1.8±0.3 1.8±0.4

간 1.8±0.3 1.8±0.3 1.8±0.4

4m/s
내  2.0±0.1 2.0±0.1

간 1.9±0.4 2.0±0.2 2.0±0.2

수동피크시간(ms)

2m/s
내  35.5±0.6 35.5±0.8

간 35.8±1.4 35.5±1.3 35.5±1.3

4m/s
내  34.7±1.3 35.2±1.4

간 34.1±3.3 34.7±3.1 35.2±3.0

부하율(BW/s)

2m/s
내  52.6±1.6 52.9±1.5

간 51.0±8.0 52.6±9.0 52.9±8.6

4m/s
내  50.0±2.5 57.3±2.6

간 57.0±10.0 58.0±8.5 57.3±8.9

표 2. 선정된 요인들의 변이계수 값(%)

 시도1  시도2  시도3

주 수
(Hz)

2m/s
 내 4.0 4.0

 간 33.0 33.0 32.0

4m/s
 내 8.0 11.0

 간 29.0 23.0 27.0

수동피크
(BW)

2m/s
 내 16.0 22.0

 간 16.0 16.0 16.0

4m/s
 내 4.0 5.0

 간 21.0 10.0 10.0

수동피크시간(ms)

2m/s
 내 1.7 2.2

 간 4.0 4.0 4.0

4m/s
 내 3.7 4.0

 간 10.0 8.0 8.0

부하율
(BW/s)

2m/s
 내 3.0 3.0

 간 15.0 17.0 15.0

4m/s
 내 5.0 5.0

 간 18.0 15.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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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수를 신 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Ⅳ. 결론  제언

달리기 시 다른 속도의 조건하에서 자료 수집의 시

도 수 증가에 따라 이동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의 잠재성을 측하는데 이용되는 수직지면 반력 신호

의 주 수, 수동 피크 크기, 수동 피크 발생 시간, 최  

부하율의 Variability를 분석해 신뢰성 있는 지면 반력 

신호의 자료 수집 분석 빈도수를 결정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 결과, 비교  느린 이동 운동 시 수직지면 반

력 신호의 수동 역과 련된 요인들을 산출할 경우

에는 상자 별로 1번의 시도에서 얻은 수직 반력의 

자료를 분석해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빠른 이동 운동에

서는 2번의 시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 보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바람직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 운동역학 연구에서는 이

동운동 시 상자별로 단지 하나의 지면반력 신호를 분

석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

는 달리기 시 상자별로 시도 수 3번에 국한해 각각 

시도 수별 수직 지면 반력 신호의 주요 요인에 해 

Variability양상을 찰했지만, 향후 이와 련된 연구에

서는 보다 많은 시도수와 상자에 해 Variability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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