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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biomechanical effect of wearing the mouthguard on the lower limb during drop

landing. Nine mal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no musculoskeletal disorder were recruited as the subjects. Linear velocity, angu-

lar velocity, vertical GRF, loading rate, joint moment, and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were determined for each subject. For

each dependent variable, paired t-test was performed to test if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with mouthguard (WM) and

without mouthguard (WOM) conditions (p<.05). The results showed that linear velocity, angular velocity, vertical GRF and load-

ing rat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inversion moment of the ankle joint was increased in WM

compared to WOM. Average IEMG values from BF, TA, and LG in WM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corresponding values

in WOM during IP phase. This indicates that wearing mouthguard played a vital role in muscle tuning for maintaining joint sta-

bility of the lower limb and preventing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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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운동선수들의 마우스가드 착용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Egret, Leroy, Loret, Chollet, & Weber, 2002; Tuli,

Hächl, Hohlrieder, Grubwieser, & Gassner, 2002).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접촉성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악안면

(maxillofacial)과 두경부(head and neck) 영역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마우스가드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다(Badel,

Jerolimov, Panduric, & Carek, 2007; Newsome, Tran,

& Cooke, 2001).

Newsome 등 (2001)은 접촉성 스포츠 선수들에게 마우

스가드를 착용시킨 후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하악

과두 및 경추를 비롯한 해부학적 구조들이 재위치 됨과 동

시에 두경부 손상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마우

스가드 착용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두경부 영역의 외

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연구들로 인해 권

투를 비롯한 일부 접촉성 스포츠 종목에서 마우스가드의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스포츠 외상 예방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마우스가드

착용이 경기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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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Kaufman (1980)은 스포츠 선수들

이 마우스가드를 착용함으로써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Egret 등 (2002)은 마우스가드에 의

한 교합 안정이 골프선수들의 스윙 속도와 드라이버 비거

리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2011)는 태권도 선수들의 마우스가드 착용이 구강 악안면

의 외상 예방뿐만 아니라 민첩성과 순발력의 향상에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몇몇 연구에서 체력 요소나

기술 수행력 등과 같은 경기력 향상에 마우스가드 착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

포츠 상황에서 마우스가드 착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포츠 외상 예방이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마우스가드 효과에 대한 운

동역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착지동작은 발이 지면에서 이지된 후 중력의 영향에 의

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동작이다. 따라서 걷기나 뛰기와

같은 일상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농구의 리바운드와 점프

슛, 배구의 스파이크와 블로킹, 핸드볼의 점프슛, 축구의

헤딩동작과 같이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 상황에서 빈번하

게 발생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점프 후 착지동작은 매우

강한 충격력과 관절 회전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상의 잠

재적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McNitt-Gray (1991)는 점

프 동작 후 한발로 착지할 경우 신체 무게의 11배에 달하

는 수직지면반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Nigg와 Bobbert (1990)는 강한 스트레스가 관절에 지속

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신체 상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체 근골격계에 작용되는 충격력과 관

절 회전력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Nigg와 Cole (2005)의 연구에서 충격력은 대퇴 및 하

퇴 분절과 연결된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급속한 감속의 결

과에 의해 발생되어지며, 이러한 감속은 연부 조직의 진동

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하지 근육은 자체의 고

유주파수와 충격 흡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연부조직의

진동을 최소화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측면에서 착지동작에 따른 충격력 제어 및 상해 예방

을 위해 하지 근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근력과 관련된 마우스가드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Gelb

(1985)은 마우스가드가 신체의 근력 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존재하는 긴장(stress)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하악 근육 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다른 부위의 근육 활동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Hiro, Ishii,

Tomioka, Morita와 Yamamoto (1997)는 마우스가드 착용

이 하지의 등속성 근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신체의

근력 발현 및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 마우스가드가 착지동작 시 하지 분절의

운동역학적 변인(biomechanical parameters)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마우스가드의 새로운 효과가 밝혀진다면

인체 근골격계에 발생되어지는 충격력 제어 및 하지 관절

의 부상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동작분석, 지면반력 분석, 근전

도 분석을 통하여 드롭 착지동작 시 마우스가드 착용 유

무에 따른 하지 근골격계의 운동역학적 변인을 비교 분석

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안정된 드롭 착지동작 수행을 위해 하지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남자 대학생 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체중은 665.0±57.4 N, 신장은

175.8±5.5 cm, 연령은 22.8±1.8 yrs이다.

2. 실험장비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을 위해 <Figure 1>과 같이 동작분

석, 지면반력, 근전도 분석 장비가 배치되었다.

1) 영상 분석을 위한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드롭 착지동작 시 3차원 동작분석을 위

Figure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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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대의 디지털 캠코더(60 Hz, Sony HDR-HC9)를 피험

자의 정면, 좌측, 우측 방향에 각각 설치하였고, 촬영 속도

는 60 fields/s, 셔트 속도는 1/725 sec로 설정하였다. 인체

관절 중심의 좌표화를 위해 <Figure 2>와 같이 직경

0.8 cm 크기의 반사마커를 좌·우측 각각 5개 지점(hip,

knee, ankle, toe, heel)에 부착하였으며, 지역좌표계 설정을

위해 스틱형 외부 마커를 좌·우측 하퇴에 각각 부착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착지 동작을 유발시키기 위해

60 cm 높이의 플랫폼을 지면반력기 후방 10 cm 지점에 설

치하여 드롭 후 착지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지면반력 분석을 위한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최대 수직지면반력값과 부하율(loading

rate)을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 전방에 2대의 지면반력기

(AMTI, OR6-5)를 설치하였다. 지면반력기의 샘플링 속도

는 1000 Hz로 설정하였고, KwonGRF 2.0 Program(Visol,

Korea)을 사용하여 5초 동안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3) 근전도 분석을 위한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드롭 착지동작 시 마우스가드 착용 유무

에 따른 하지 근육의 활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표면전극(Trigno wireless system, Delsys, USA, gain =

1000, input impedance >1015Ω, CMRR>80 dB)을 <Table 1>과

같이 오른쪽 하지의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 대퇴

이두근(Biceps femoris [BF]),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TA]), 내측비복근(Medial gastrocnemius [MG]), 외측비복

근(Lateral gastrocnemius [LG])에 각각 부착하였다. 근

전도 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근육별 최대 정적 수축은

<Table 2>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피험자별 최대

정적 수축 및 드롭 착지동작에 대한 근전도 자료는 샘플

링 주파수 2000 Hz에서 5초 동안 수집하였다.

4) 마우스가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개인별로 제작된 전악 피개형 마

우스가드가 사용되었다(Figure 3). 마우스가드 제작을 위해

알지네이트를 사용하여 각 피험자의 인상을 채득한 후 치

과용 석고를 이용하여 상하악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후

Biostar®(SCHEU-DENTAL Gmbh, Iserlohn, Germany)를

사용하여 3 mm 두께의 EVA sheet인 Bioplast®multicolor

Figure 2. Reflective markers

Table 1. Electrode placements

Muscle Electrode placement*

Rectus
femoris

50% of distance between 
ASIS and apex of patella

Biceps
femoris

50% of distance between 
ischial tuberosity and caput 

fibula

Tibialis
anterior

35% of distance between 
patella bottom and lateral 

ankle joint space

Medial
gastrocnemius

35% of distance between 
medial knee joint space and 

calcaneal tuberosity

Lateral
gastrocnemius

30% of distance between 
lateral knee joint space and 

calcaneal tuberosity

 Not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3)

Table 2. The related isometric exercises

Isometric contraction Body position

Knee extension
Sit on the table; shank vertically down.
Resistance applied backward against
the ankle.

Knee flexion
Sit on the table; shank vertically down.
Resistance applied forward against the
ankle Gastrocnemius.

Ankle 
plantar flexion

Standing upright. Resistance applied
downward against the shoulders.

Ankle 
dorsi flexion

Sit on the table; shank vertically down.
Resistance applied backward against
the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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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U-DENTAL Gmbh, Iserlohn, Germany)를 2개의

층으로 열가압 압착하여 마우스가드를 제작하였다. 모든

마우스가드는 K대학교병원 치과 전문의 1명에 의해 제작

되었다.

3. 실험절차

피험자는 실험에 들어가기 전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실험에 앞서 10분간

가볍게 워밍업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점프에 의한

충격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수직지면반력 데이터를 얻

기 위해 반복 연습을 통해 피험자가 왼쪽 무릎을 최대한

신전시킨 상태에서 오른발을 전방으로 내딛음으로써 체중

이동에 의한 자유낙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착지동작에서는 피험자의 양발이 지면반력기 안으로

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착지된 후에는 자연스러

운 굴곡 동작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는 상의를 탈의한 후, 체형에 맞는 동일한

제품의 하의 타이즈와 신발을 착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무작위 순으로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상태(with mouthguard

[WM])와 착용하지 않은 상태(without mouthguard [WOM])

에서 각각 드롭 착지동작을 실시하였고, 착용 유무에 따라

각각 3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자료 중 영상분

석을 통해 자유낙하 동작과 가장 유사한 동작 1회를 선정

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1) 주요 시점 및 구간 설정

드롭 착지 동작 시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을 위한 시점

(event) 및 구간(phase)의 설정은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Figure 4>와 같이 3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3개의 시점은 발이 지면에 닿는 착지 시점

(landing [LD]), 착지 후 impact force가 최대가 되는 최

대 충격력 시점(peak impact force, [PF]), 대퇴와 하퇴가

이루는 각이 최소가 되는 최대 굴곡 시점(maximum knee

flexion [MF])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 사이를 충격 구간(impact phase [IP]), 두 번째

시점과 세 번째 시점 사이를 감속 구간(deceleration phase

[DP])으로 설정하여 구간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동작분석

3차원 동작분석은 Kwon3D program ver. 3.10(Visol,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선형 변환방법(direct linear

transformation, Abdel-Aziz & Karara, 1971)을 통해 3차

원 좌표값을 얻었다. 영상 좌표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Butterworth low-pass digital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차단 주파수는 6 Hz로 설정하였다.

전역좌표계에서의 선속도는 변위 데이터를 이용해 아래

에 제시되어진 유한 차이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Wood,

1982).

Vi는 특정 지점의 속도, Pi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나

타낸다.

각속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는 특정 지점의 각속도, θi는 특정 지점의 관절각을

나타내며, 무릎각은 대퇴와 하퇴가 이루는 각으로 설정하

였다.

3) 지면반력 분석

지면반력 데이터 분석은 KwonGRF 2.0 program(Visol,

Korea)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지면반력값은 피험자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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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uthguard
Figure 4. Events and phases



Biomechanical Effects of Wearing Mouthguards during Drop Landing 351

을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부하율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는 최대 수직 지면반력값, 은 착

지 시 수직 지면반력값을 나타낸다.

4) 관절 모멘트 분석 

하지 관절의 합성력 계산을 위해 발목과 무릎관절은 구

관절로, 무릎관절에 발생되는 반발력의 작용선은 항상 발

목과 무릎관절의 중심을 지난다고 가정하였다. 하지 분절

의 가속도는 인체의 관절 중심점의 위치와 인체 분절 자

료에 의해 계산되어졌으며, 관절에 작용하는 합성력과 모

멘트는 Eulerian 원리와 Newtonian 방정식에 의해 계산하

였다.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 운동학적인 변인들은

하지에 작용하는 외력 및 회전력과 통합하였다. 회전력과

관성력은 전역좌표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기 때

문에 모든 회전력과 관성력은 지역좌표계로 표현되어지며

관절의 합성력 측정 단계에서 지역좌표계에서 전역좌표계

로 변환되었다(Figure 5).

5) 근전도 분석

드롭 착지 동작 시 수집된 근전도 자료는 350 Hz의 저

역 통과 필터링과 10 Hz의 고역 통과 필터링을 실시한

후 전파 정류 처리하였다. 이후 얻어진 적분근전도 값은

아래의 공식과 같이 최대 정적 수축 근전도 값을 사용하

여 표준화하였으며, 드롭 착지동작의 구간별 평균 및 최대

적분근전도 값을 산출하였다.

nEMG는 표준화된 적분근전도 값, EMGraw는 드롭 착지

동작 시 특정 구간의 근전도 값, EMGmax는 최대 정적 수

축 근전도 값이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드롭 착지동작 시 마우스가드 착용 유무

에 따른 운동역학적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0.0(IBM, USA)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가설의 수에 따른 통계적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성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하지분절의 선속도

LD 시점과 PF 시점에서의 대퇴 및 하퇴 중심 선속도는

좌우, 전후, 수직축의 모든 방향에서 집단간 통계적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4).

2. 관절 각속도

LD 시점과 PF 시점에서 마우스가드 착용 유무에 따른

무릎 및 발목 관절 각속도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Loading Rate
VGRF

max
VGRF

initial
Ð

tΔ
----------------------------------------------------------=

VGRF
max

VGRF
initial

nEMG
EMG

raw

EMG
max

---------------------=

Figure 5. Local reference frame (foot & shank)

Table 3. Linear velocity of the lower extremity at LD  (unit: m/s)

WM WOM t p

Thigh

x 0.180(0.079) 0.171(0.089) -.381 .713

y 0.554(0.106) 0.516(0.098) -1.318 .224

z -2.688(0.146) -2.761(0.113) -1.587 .151

Shank

x 0.100(0.118) 0.129(0.102) 1.259 .243

y 0.539(0.125) 0.507(0.118) -.814 .439

z -2.191(0.177) -2.270(0.156) -1.472 .179

 Note. WM (with mouthguard), WOM (without mouthguard)

Table 4. Linear Velocity of the lower extremity at PF(unit: m/s)

WM WOM t p

Thigh

x 0.100(0.135) 0.117(0.127) .898 .395

y 0.471(0.133) 0.457(0.118) -.536 .606

z -2.102(0.176) -2.123(0.129) -.409 .693

Shank

x 0.002(0.176) 0.042(0.144) 1.890 .095

y 0.688(0.118) 0.698(0.167) .221 .830

z -1.107(0.170) -1.170(0.181) -1.44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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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수직지면반력 및 부하율

IP 구간에서 최대 수직지면반력과 부하율은 마우스가드 착

용 유무에 따라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4. 관절 모멘트

각 시점별 무릎 및 발목 관절 모멘트은 마우스가드 착용

유무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8,

Figure 6-9). 하지만 발목관절의 내번 모멘트는 마우스가드

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Table 5. Angular velocity                             (unit: deg/s)

WM WOM t p

Knee
LD -389.2 (62.3) -387.0 (49.9) .134 .896

PF -528.3 (29.5) -545.5 (40.2) -1.025 .335

Ankle
LD -475.7 (34.9) -476.6 (58.2) -.055 .958

PF -462.5 (53.1) -478.3 (54.9) -1.442 .187

Table 6. Peak VGRF & loading rate in IP  (unit: ×BW, N/sec)

WM WOM t p

Peak VGRF 4.043(0.476) 3.834(0.801) -1.063 .319

Loading Rate 88.585(25.056) 83.206(28.256) -.810 .441

Table 7. Joint moment of knee                   (unit: ×BW·m)

WM WOM t p

flexion-
extension

LD 0.071(0.036) 0.105(0.068) 1.590 .151

PF 0.240(0.095) 0.282(0.095) 1.752 .118

MF 0.355(0.068) 0.352(0.056) -.194 .851

varus-
valgus

LD 0.018(0.048) -0.015(0.037) -2.772 .024

PF 0.004(0.082) -0.031(0.052) -1.430 .191

MF -0.011(0.060) -0.008(0.053) .454 .662

Table 8. Joint moment of ankle                   (unit: ×BW·m)

WM WOM t p

dorsi-
plantar

LD -0.055(0.012) -0.049(0.009) 1.337 .218

PF -0.123(0.025) -0.116(0.027) 1.049 .325

MF -0.110(0.026) -0.112(0.023) -.212 .837

inversion-
eversion

LD 0.033(0.015) 0.026(0.017) -1.949 .087

PF 0.065(0.022) 0.056 (0.023) -1.728 .122

MF 0.046(0.017) 0.043(0.019) -.974 .359

Figure 6. Joint moment of knee(flexion-extension)

Figure 7. Joint moment of knee(varus-valgus)

Figure 8. Joint moment of ankle(dorsi flexion-plantar extension)

Figure 9. Joint moment of ankle(inversion-e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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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전도

IP 구간에서의 평균 적분근전도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퇴이두근, 전경골근,

외측비복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최대 적분근전도에서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9,

Figure 10-11). 이에 반해 DP 구간의 근육별 평균 및 최

대 적분근전도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0, Figure 12-13).

IV. 논 의

드롭 착지동작 시 마우스가드 착용 유무에 따른 시점별

대퇴 및 하퇴 중심 선속도, 무릎 및 발목 관절 각속도에서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IP 구간의 최대 수직지면반력 및 부하율에서도 집단 간 통

Table 9. Normalized IEMG in the IP           (unit: %MVIC)

WM WOM t p

Average
IEMG

RF 15.5(4.9) 13.8(2.8) -1.649 .138

BF 14.7(3.0) 9.9(2.5) -5.781 .000*

TA 28.8(7.4) 18.2(5.3) -3.768 .005*

MG 51.1(9.4) 48.5(8.4) -1.136 .289

LG 33.7(8.3) 25.4(5.9) -2.562 .034*

Peak
IEMG

RF 18.2(4.6) 18.5(3.6) .211 .838

BF 16.4(3.6) 10.8(2.7) -3.432 .009*

TA 36.6(6.4) 33.9(5.4) -.850 .420

MG 56.2(9.3) 61.3(17.8) 1.223 .256

LG 41.3(7.8) 32.9(8.6) -3.879 .005*

 No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M and WOM at p<.05

Table 10. Normalized IEMG in the DP         (unit: %MVIC)

WM WOM t p

Average
IEMG

RF 52.6(14.0) 46.0(9.9) -2.067 .073

BF 12.5(4.5) 14.4(4.4) 1.157 .280

TA 49.4(10.0) 44.1(7.1) -1.969 .084

MG 36.1(13.6) 40.7(10.1) 1.463 .182

LG 14.5(4.7) 13.1(4.3) -1.022 .336

Peak
IEMG

RF 69.7(10.0) 68.5(17.0) -.305 .768

BF 17.2(5.4) 19.4(4.7) 1.301 .229

TA 63.3(10.5) 55.5(11.0) -1.806 .109

MG 40.0(12.4) 43.1(10.8) 1.406 .197

LG 21.9(5.3) 23.5(6.4) .824 .434

Figure 10. Average IEMG in the IP

Figure 11. Peak IEMG in the IP

Figure 12. Average IEMG in the DP

Figure 13. Peak IEMG in the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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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착지 후 충격력이

최대가 되는 PF 시점에서의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각속도

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Decker, Torry, Wyland, Sterett와 Steadman (2003), McNitt-

Gray (1991)의 연구에 따르면 착지동작 시 발생되는 충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릎 및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와 각

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Jo

(1999)는 착지동작의 소요시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신체

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감소시키려는 인체의 적응기제 때

문이라고 하였고, Lim, Ryu와 Kim (2013)은 맨발 착지

시 신발 착지에 비해 하지 관절 각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신

발의 쿠션이 담당할 충격 완화의 역할을 보상한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마우스가드 착용 시 미착용에

비해 무릎 및 발목 관절 각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마우스가드를 착용함으로써 신발의 쿠션과 같은 충격 완

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릎관절 모멘트는 모든 시점에서 마우스가드 착용 유

무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릎관절의

굴곡 및 신전 모멘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착지동작 시 신

전 모멘트가 발생하여 무릎관절의 굴곡 동작을 적절히 제

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착지동작 시 무릎관

절의 굴곡 및 신전에 대한 모멘트를 신전근이 지배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Madigan과 Pidcoe (2003)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우스가드 착용

이 착지동작 시 무릎관절에 발생되는 신전 모멘트의 변화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릎관절에 대한 내반 및 외반 모멘트는 LD 시점에서 마

우스가드 착용 집단과 미착용 집단이 각각 내반 모멘트와

외반 모멘트를 나타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

만 최대 충격력 시점 이후 무릎관절이 굴곡되면서 두 집

단 모두 외반 모멘트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우스가

드 착용 유무와는 상관없이 착지동작 시 발생되는 강한 충

격으로 인해 무릎관절의 내외측 움직임에 대한 안정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시점별 발목관절 모멘트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

지 않았다. Devita와 Skelly (199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착지 이후 신전근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는 신장

성 수축을 발생시켜 골격계에 작용되는 운동에너지를 흡

수함으로써 신체 무게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제어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착지동작 시 발

목관절의 저측굴근 모멘트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착지 직

후 발목관절의 배측굴곡 동작을 안정적으로 제어함과 동

시에 신체 무게중심의 하방 이동을 적절히 제어하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목관절의 내번 모멘트는

마우스가드 착용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격력이 최대가 되는 PF 시점 직후 조금 더 큰 차

이를 보였다. Cashmere, Smith와 Hunt (1999)는 착지 이

후 체중 부하에 의해 발의 아치가 하강하면서 발목관절의

외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번 현상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착지동작 시 발목

관절의 내번 모멘트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우스

가드 착용이 미착용에 비해 발목관절의 안정성 유지에 효

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IP 구간에서의 평균 적분근전도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퇴이두근, 전경골근,

외측비복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최대

적분근전도에서는 대퇴이두근과 외측비복근에서 마우스가

드를 착용한 집단이 착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Type I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하면 IP 구간에서의 외측비복근에 대한 평균 적분근전

도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osco와 Viitastlo (1982)는 착지동작 시 안정성과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지 근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특

히 하지 관절의 신전근은 착지동작 시 발현되는 관절 회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근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evita와 Skelly (1992)의 연구에서는 착지동작 직후

신전근의 신장성 수축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굴곡근의

근육 활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지

관절의 신전근인 대퇴직근과 비복근이 드롭 착지동작 시

무릎관절의 굴곡과 발목관절의 배측굴곡에 따른 관절 회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장성 수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가드 착용이 하지의 근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Hiro 등 (1997)의 연구와 같이 하지 관절 굴

곡근인 대퇴이두근과 전경골근의 근육 활동은 마우스가드

를 착용한 집단에서 미착용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우스가드의 착용

이 착지동작에 따른 안정성 유지 및 부상 방지를 위한 근

육 조율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롭 착지동작 시 마우스가드 착용 유

무에 따른 하지 근골격계의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인

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마우스가드를

착용한 집단에서 발목관절의 내번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IP 구간에서 대퇴이두근, 전경골

근, 외측비복근의 근육활동은 마우스가드 착용 집단이 착

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우스가드 착용이 운동역학적 변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착지동작 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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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을 증가시켜 하지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근육활동의 증가는 부상 방지를 위

한 근육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마우스가드의 착용이 운동역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드롭

착지동작에 비해 외부 충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접촉성

(contact) 스포츠 동작에 대한 생체역학적 분석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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