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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근력의 좌우 비대칭성이 드롭랜딩 시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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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difference in biomechanical factors between dominant legs and recessive ones according to muscular

imbalance during drop landing targeting talented children in spor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en primary students who are

attending to Sports Program for Talented Children organized by C university (age: 12.28±0.70 year, height: 1.52±0.11 m, and weight:

45.2±4.9 kg). Strength legs were classified into dominant side and strengthless legs were classified into non-dominant legs. For

three-dimensional analyses of the data collected, 6 video cameras(MotionMaster200, Visol, Korea) were used. To analyse ground reaction

force, two force platforms(AMTI ORG-6, MA) were used and to analyse electromyograghy a 8-channeled wireless Noraxon Myoresearch

made in USA was used at 1000 Hz for sampling.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dominants legs controlled knee bending

motions more stably than strengthless legs as the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was significantly high in dominant legs(p<.05),

and joint moment of knee joints of the dominant legs was high(p<.05).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injury prevention program

focusing on muscular balance as well as the existing sports programs for talente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 useful for improvement of sports programs for talen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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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기전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동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프 후 착지에 대한 

연구는 성별, 부상유무, 보조기 이용, 착지 방법 등(Cho, Kim,

Moon, Cho, & Lee, 2010; Choi & Lim, 2009; Chae & k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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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et al., 2006; Pflum, Shelbume, Torrt, Deck & Pand, 2004),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스포츠에 있어서 점프 

후 착지는 하지관절의 부상 발생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ods, Hawkins, Hulse & Hodson, 2002).

또 다른 스포츠상해의 예측 요인으로 근육의 불균형(muscle

imbalance)이 제안되고 있다(Brown, 2000). 근육균형(muscle balance)

은 운동수행능력을 가늠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며, 실제적

인 운동수행 능력과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 유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im et al., 2010).

근육의 불균형은 동측 근력의 불균형과 이측 근력의 불균형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동측 근력차를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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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 ratio(Hamstring/Quadriceps ratio) 근력 비율은 특정 스포츠에 

필요한 요소와 ACL 또는 슬굴곡근(hamstring)과 같은 특정 부상

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Calmels & Minaire,

1995), 이측 근력의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에서 

내재적 상해유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Slagle, 1979). 이와 관련

해 Knapik, Baumann, Jones, Harri와 Vaughan,(1991)은 15% 이상

의 이측 근불균형을 가진 선수들은 약한 쪽 하지에서 2.6배 이

상의 부상위험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Fowler와 Reilly(1993)

는 프로축구선수들의 20% 이상의 이측 근력 차이는 부상의 기

여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점프 후 착지 동작은 매우 강한 무릎관절의 신전 동작이 요

구되어지며, 대퇴사두근(quadriceps)의 강한 신장성 수축에 의해 

제어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신장성 근 수축은 근섬유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Cutlip,

Baker, Hollander & Enseya, 2008), 대퇴사두근과 대퇴이두근

(biceps femoris)의 근 불균형이 점프 후 착지 동작 시 무릎관절 

상해를 예상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무릎관절

에 근 불균형과 드롭 착지 시 나타나는 운동역학적 변인들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잠재적 상해유발 요인인 근 불균형에 관한 연구는 

등속성 parameter들을 다양하게 적용한 추적 연구(Kim, Kim, &

Lee, 2008; Newton et al., 2006; Sangnier & Tourncy, 2007)만 이

루어지고 있을 뿐 동역학적 관점에의 상해유발 기전에 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릎관절에 근 불

균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체력관련 요인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선발된 체육영재 아

동들을 대상으로 동역학적인 관점에서 하지근력의 불균형이 드

롭 랜딩 시 나타날 수 있는 최대지면 반력, 최대무릎각도, 관절 

모멘트, 근전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부상원인인 근 불균형에 대한 상해 예측 가능성의 간접

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성숙 아동들의 운동참여에 따른 상해 예

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G광역시 C대학 체육영재센터에서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10명(연령 12.28±0.70 year, 신장 

1.52±0.11 m, 체중 45.2±4.9 kg)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

는 최근 1년 동안 하지관절 및 전신에 어떠한 부상경험도 없었

으며, 실험 전 등속성 운동기구(60 deg/s)를 사용하여 대퇴사두

근 및 대퇴이두근의 최대 근회전력(peak torque)을 측정하여 두 

근육군의 좌우 근력 대칭비가 10 % 이상인 피험자를 선정하였

다. 하지근력의 좌우 균형비는 굴곡 및 신전 시 좌․우 최대 토

크 값을 각각 산출하여, 높은 최대 토크값에서 낮은 최대토크

값은 제한 후 높은 최대 토크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였

다(Gleim, Nicholas & Webb, 1978).

2. 실험도구

본 실험은 C대학교 운동역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

험도구는 고해상도 비디오 카메라(MotionMaster200, visol, korea)

6대를 사용하였으며, 노출시간은 1/500 sec, 카메라의 속도는 

100 frame/s로 설정하였다. 지면반력 자료의 수집은 지면반력 

측정기(AMTI ORG-6, MA) 2대를 사용하였으며, 근전도는 8채

널 무선 노락슨(Noraxon Myoresearch,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영상분석, 지면반력, 근전도 신호의 동조는 동조시스템 

박스(VSAD-101USB, Visol, Korea)를 사용하였다. 영상분석 신호

와 지면반력 신호는 동조시스템에 2대의 LED와 지면반력 동조

(sync)채널에 연결하여 동조시켰다. 근전도 신호는 마지막 채널

을 동조(sync)채널로 설정하여 동조버튼을 누르면 TTL 신호가 

발생되게 하여 동조시켰다.

3. 실험방법

본 연구는 드롭 착지 시 하지 불균형이 있는 남자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지의 생체역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

라서 근력이 강한 다리(strength leg)를 우성하지(dominant side)

로, 근력이 약한 다리(strengthless leg)를 열성하지(non-dominant

side)로 결정하였으며, 각 분석은 좌우측이 아닌 우성 및 열성 

하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 모두는 실

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10분간의 스트레

칭과 준비운동으로 웜업과 드롭랜딩을 5회 이상 연습을 실시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 모두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

태에서 스판 재질의 운동복을 착용하고 피험자의 대퇴 및 하퇴,

견갑부에 직경 1.4 cm 크기의 반사마커 21개를 부착하였으며

<Figure 1>, 지역좌표계 설정과 관절중심점을 찾기 위해 양 발

을 20 cm 평행하게 유지한 정지 자세(static trial)를 3초간 촬영

하였다. 정지자세에서 관절의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었

던 좌․우 내측상과(medial epicondyle)와 내과(medial malleous)

마커는 랜딩 동작 수행 전에 제거하였다. 근전도 분석을 위해 

대퇴직근(rectus femoris)과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외측 비복

근(lateral gastrocnemius)에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을 부착하

였으며(Cram, Kasman & Holtz, 1998), 부착하기 전 측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였다. 자료 표준화

를 위해 하지관절의 최대 정적 근력을 실제 데이터수집 전에 

측정 되었다(Table 1).



The Effect of Asymmetric Muscle Force in the Lower Extremity on Dynamic Balance on during Drop Landing 175

EMGmax Measurement

Knee extension

In the sitting position in a chair, tibia is taked
place vertically on the ground.
Resisted force is applied to the back from the
front of the ankle.

Ankle plantar
flexion

Stand up straight.
Resisted force is applied to the floor from
dorsum of foot

Knee flexion
In Prone position and knee flexion in 120
anlges, resisted force is applied to the floor
from shank.

Table 1. EMGmax Measurement

Figure 1. Makers Point

ready event 1 event 2

phase 1

Figure 2. Event and phase

드롭 착지 동작은 양발을 편안하게 벌린 상태에서 50 cm 높

이의 박스위에서 2대의 지면반력기 위에 뛰어 내려 양발로 착

지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이 하지인 점을 고려하

여 양팔을 가슴을 교차하도록 해 상지의 운동을 억제하였다.

드롭 착지 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어 손이 지면에 닿는 것을 

제외한 성공적인 2회 동작을 기록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구간

설정은 착지 시 순간의 최저 한계치를 8 N으로 하여 그 이상의 

값이 나오는 발이 지면에 닿는 시점(initial contact, IC)과 무릎이 

최대로 굴곡(maximum knee flexion, MKF) 시점으로 구분하였으

며, 두 시점 사이를 landing phase(LP)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 수집된 지면반력 데이터 값을 일반화하기 위해 각 

대상자들의 몸무게(body weight)로 나누었다.

 

3. 데이터의 산출

본 연구에서 통제점 좌표화와 인체관절 중심점의 좌표화, 동

조, DLT방법에 의한 3차원 좌표 계산과 자료의 스무딩은 

Kwon3D XP(Visol, Korea) 동작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체좌

표계 설정 및 관절 중심은 Tylkowsky 방식(Tylkowsky, Simon &

Mansour, 1982)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무릎의 신전 및 굴곡 

모멘트는 Winter(1980)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디지

타이징하여 얻은 2차원 자표값을 3차원 공간 좌표값으로 변환

하기 위하여 Abdel-Aziz와 Kararah(1971)가 개발한 DLT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각의 영상자료를 3차원 스플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를 이용, 보간하여 동조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Butterworth의 2차 저역통과 필터(2nd 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스무딩하였으며, 이때 차단 주파수는 6 Hz로 

설정하였다. 또한 근전도 분석은 실험을 통해 얻은 원 자료를 

10 Hz의 고역 통과 필터와 500 Hz의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

여 필터링(low-pass filtering) 한 후 사용하였다. 근전도 데이터는 

최대 정적수축 근전도치에 대하여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표

준화하였다. 각 피험자와 각 조건에 따라 최대 근전도치와 평

균근전도치를 계산하였다.

nEMG=
EMG raw

EMG max

EMGraw는 정류화하고 필터 처리된 실제 동작 시의 근전도치

이며, EMGmax는 무릎관절의 최대 정적 신전과 굴곡 수축 시 발

생되어진 최대 근전도를 의미한다.

4. 통계처리

시점 및 구간에 대한 최대무릎각도, 최대수직지면반력, 관절 

모멘트, 근전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우성하지와 

열성하지를 독립표본으로 하는 독립표본 t-test를 SPSS 14.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05에서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최대 수직지면반력

<Table 2>, <Figure 3>은 하지 근 불균형에 따른 드롭 착지 

동작 시 최대 수직지면반력값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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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side
(M±SD)

non-dominant side
(M±SD) t

Fzmax 2.22± 0.60 1.78± 0.36 2.389*
*p<.05

Table 2. Peak VGRF in LP (unit: ×BW)

Figure 3. Peak VGRF in LP

드롭 착지 시 LP 구간에서의 최대 수직지면반력값은 우성하

지와 열성하지 간의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이는 착

지 시 우성하지가 더 큰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

균형적인 착지 형태를 의미한다.

2. 최대 무릎 굴곡 각도

<Table 3>, <Figure 4>는 하지 근 불균형에 따른 드롭 착지 

동작 시 최대 무릎굴곡 각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dominant side
(M±SD)

non-dominant side
(M±SD)

t

Maximum
knee angle

89.15±14.87 82.29±15.15 1.093

Table 3. Maximum knee flexion
(unit: deg)

Figure 4. Maximum knee flexion
     

최대무릎굴곡 각도는 우성하지와 열성하지 간의 통계적 유

의차는 없었다(p>.05). 하지만 우성하지의 최대 무릎 굴곡각도

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무릎을 많이 굽히면서 착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절 모멘트

<Table 4>, <Figure 5>는 하지 근 불균형에 따른 드롭 착지 동작 시 

MKF 시점에서의 시상면 관절 모멘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MKF

시점에서의 발목관절 모멘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의 모멘트는 우성하지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

타났다(p<.05). 이는 착지 후 무릎이 최대로 굴곡 될 때 우성하지

의 무릎관절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된 것을 의미한다.

dominant side
(M±SD)

non-dominant side
(M±SD) t

Sagittal
Ankle 0.82±0.21 0.83±0.20 .161

Knee -1.19±0.45 -0.94±0.28 2.117*

*p<.05

Table 4. Resultant joint moment at MKF (unit: Nm/kg)

Figure 5. Joint moment at MKF

4. 근전도

<Table 5>는 하지 근 불균형에 따른 드롭 착지 동작 시 LP

구간에서 나타난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외측 비복근의 최대 근

전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드롭 착지 시 LP 구간에서 나타난 우성하지와 열성하지의 

근활성도는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 외측 비복근 모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p>.05). 하지만 우성하지의 대퇴직근과 외측 

비복근은 상대적으로 큰 근활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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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side
(M±SD)

non-dominant side
(M±SD)

t

Rectus
femoris

140.35±28.90 136.21±32.99 .353

Biceps femoris 106.64±45.12 105.21±33.06 .095

Lateral
Gastrocnemius

95.78±21.00 91.71±22.52 .495

Table 5. Maximum IEMG in LP (unit: %MVIC)

Ⅳ. 논 의

본 연구는 드롭 랜딩 동작 시 근 불균형에 따른 하지 관절의 

변화를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여 상해예방과 근 균형의 관련성

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최대수직 지면반력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각 관절에 전

해지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

으로 인해 상해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Kim과 Cho(2009),

Valiant와 Cavanagh(1985)는 착지 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

하였을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충격의 정도를 수직지

면반력(vertical round reaction force)의 크기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성하지가 열성하지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착지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양 하지로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근력이 강한 우성하

지로 충격력을 전이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McCaw와 Bates(1992)는 착지 시 신체의 불균형은 부상의 잠

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지 근력차에 따른 불균형 착지는 상해의 잠재적 요인의 근거

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미성숙 아동의 부상예방을 위

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의 객관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드롭 랜딩 시 최대 무릎 굴곡 각이 증가한다는 것은 착지 시 

무릎관절의 굴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하며, 하지의 

굴곡 움직임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착지 시 가해지는 충격력

을 분산시키는 부드러운 착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Thomas, Michael과 Mark(2008)착지 동작 시 상해를 줄일 수 있

는 전략 중 하나로 착지 시 무릎 굴곡 각을 크게 하는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또한 Kaelin, Stacoff, Denoth와 Stuessi(1988)은 

착지 시 무릎각도는 지면반력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롭 랜딩 시 최대 무릎 굴곡각도에

서 우성하지와 열성하지 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지만 우성하

지의 최대굴곡 각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하지 근력 차이가 착지 시 

발생되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하는 무릎 최대 굴곡각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우성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지 근력을 바탕으로 관절가동범위를 크게 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흡수 전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는 착지 이후 신전근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를 

통해 이심성 수축을 발생시켜 골격계에 작용되는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고 신체 무게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Devita & Skelly, 1992). 이러한 동작에서 발생되어지는 대퇴사

두근의 강한 이심성 수축은 무릎 주변 조직에 강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지속적 스트레스는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체 근골격계에 작용되는 관절회전력

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Nigg & Bobbert, 1990). 본 연구에

서는 최대무릎굴곡 시점(MKF)에서 우성하지의 무릎관절 모멘

트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열성하지 보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회전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무릎굴곡 동작을 안정적으로 

제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열성

하지의 낮은 관절 모멘트는 무릎관절의 안정화 능력이 감소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지관절의 근력 불균형이 착지 시 

상해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최대수직지면반력도 위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직 지면반력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외부 충격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흡수 전략

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착지동작에 있어서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

육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Chae et al., 2009). Hewett,

Myer와 Ford(2001)은 드롭 착지 시 대퇴사두근의 활동이 증가

하고 햄스트링의 활동과 근력이 감소하면 무릎이 불안정하게 

되어 무릎부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하지근력 차이가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성하지와 열성하지의 분류를 단축성 

수축에 의한 최대 피크토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

이 이루어진 드롭 랜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Lamb(1984)은 신장성 수축에 의한 운동에서는 

단축성 수축에 의한 경우보다 근전도 활동(electromyographic

activity)이 낮고 활동성 운동단위의 수가 적거나 운동단위를 동

원하는 자극 빈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성하지와 열성하지의 근전도치를 상대적 비교분석을 

통해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착지 시 이심성 수축 근인 외측광근(vastus laterlis)과 내측

광근(vastus medialis)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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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영재 아동을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근 불균형에 따른 우성하지와 열성하지의 생체역학적 변인 차

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 결과 우성하지에서 최대수직지면반

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열성하지 보다 무릎관절 모멘트가 큰 

것으로 나타나 무릎굴곡 동작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영재 

아동의 운동 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하지 근력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부상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들은 체육영재 프로그램의 개선방

향에 대해 유익한 정보로 제공 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한발 착지시 상해 발생 비율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

(Olsen, Myklebust, Engebretsen & Bahr, 2004)를 토대로 동측 

H/Q ratio 근력 비율에 따른 상해요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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