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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iomechanical properties of shock absorption strategy and postural stability

during the drop landing for each types.

Methods : The motions were captured with Vicon Motion Capture System, with the fourteen infra-red cameras (100Hz) and synchronized with

GRF(ground reaction force) data(1000Hz). Ten male soccer players performed a drop landing with single-leg and bi-legs on the 30cm height box.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CoM trajectory and the Joint Moment. Statistical comput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paired t-test and ANOVA with

Turkey HSD as post-hoc.

Results : The dominant leg was confirmed t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ft leg and right leg as the inverted pendulum model during

Drop Landing(Phase 1 & Phase 2). One-leg drop landing type had the higher CoM displacement, the peak of joint moment with the shock absorption

than Bi-leg landing type. As a lower extremity joint kinetics analysis, the knee joint showed a function of shock absorption in the anterior-posterior,

and the hip joint showed a function of the stability and shock absorption in the medial-lateral directions.

Conclusion :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stant equilibrium of posture balance(phase 1) was assessed by the passive phase as Class 1 leverage

on the effect of the stability of shock absorption(phase 2) assessed by the active phase on the effect of Class 2 leverage.

Application : This study shows that the cause of musculo-skeletal injuries estimated to be focused on the passive phase of landing and this findings

could help the prevention of lower damage from loads involving landing related to the game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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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드롭랜딩(drop landing)은 보행(gait), 달리기(running) 등과 

같이 매일 일상운동에서 충격흡수가 순간적인 반발력으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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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한 발생되는 동작이다. 이 때 인체는 다양한 착지 조건에서 

발생되는 충격흡수로서 지면반발력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자세

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출생 이후 숙련과정을 거쳐 효율

성이 향상된다(Santello, 2005). 착지동작 시 충격흡수는 일반

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하는 돌발 상황에서 공간 상

의 감각계와 중추신경계 그리고 근골격계가 하나의 시스템으

로 연동되어 자세제어를 하여야 하는 복합운동이라 할 수 있

다(Santello, 2005; Winter, et al., 1998).

본 연구의 드롭랜딩은 역진자운동(inverted pendulum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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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운동기전으로 좁은 기저면 위의 체간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 외력의 힘에 대하여 자세안성을 위한 반작용력으로 

회복력(restoring force)이 나타난다. 동시에 충격흡수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보행과 달리기에서와 같이 접지구간에서 편심성

(원심성)운동과 동심성(구심성)운동이 나타난다(Santello, 2005).

이 때 체간의 운동진행방향과 하지관절운동의 방향이 동일할 

때 동심성운동이 나타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편심성운동이 

발생된다(Winter, 2005; Winter et al., 1998, Whittle, 1991). 그

러나 정적인 바로서기동작 자세조절 운동을 포함하여 드롭랜

딩과 같은 계획된 착지동작에서도 지면접지 초기구간은 자세

조절이 쉽지 않거나 급작스런 짧은 순간에 반사적으로 대응하

는 이른바 척수반사가 나타난다(Freitas et al., 2009; Zatsiorsky

& Duarte, 2000). 즉 착지동작 시 자세변화에 의한 체간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정된 평형의 자세조절의 회복모멘트

(restoring moment)가 하지의 발목관절과 엉덩관절에서 수행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Freitas et al., 2009). 걸음걸이의 운동구조 

또한 역진자모델로서 지지구간 후반 발목관절의 배측굴곡에 

의한 진출(push off)시 동심성수축(concentric contraction)에 의해 

추진력을 얻지만, 지지구간 초반의 발뒤축 접지기(heel strike)

는 상체 및 중력선이 하지보다 뒷부분에 위치하기에 편심성수

축(eccentric contraction)이 발생되어 보행 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Whittle, 1991). 이와 같이 드롭랜딩 시 착지 전

반부는 근육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편심운동으로 수동관절

운동(passive ROM)이 발생되어 수의적인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지만, 착지 후반부는 근육이 대응하는 동심운동으로 능동관

절운동(active ROM)이 종아리근육의 근수축에 의해 이루어지

는 수의운동(voluntary movement)을 하는 운동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Decker, et al., 2003; Prapavessis & McNair, 1999).

즉 지면반발력의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구분하여 양의 수

직성분(positive vertical GRF)은 신체를 윗방향으로 가속시키

고, 양의 수평성분(positive horizontal GRF)은 신체를 전방으로 

가속시킨다(Winter, 1990).

드롭랜딩의 충격흡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착지형태가 충

격흡수전략에 대한 관련 연구들(Eun, et al., 2012; Lee, Lee,

Choi, 2001; Koh, et al, 2001)과 무릎관절의 부상과 상해기전에 

관심을 보인 연구(Kim & Youm, 2013; Lee & Lim, 2014; Cho,

et al., 2010) 등이 최근에 연구된 바 있다. 또한, 드롭랜딩 시 

척수반사(spinal reflex)와 중추신경계(CNS)에 의한 피드백송환

이 순환되는 학습과정으로서 통합적 접근을 한 연구들도 보고 

된 바 있다(Qu, Nussbaum & Madigan, 2007; Prapavessis &

McNair, 1999; Zatsiorsky & Duarte, 2000; Santello, 2005). 동력학

측면에서 Anderson, Madigan과 Nussbaum(2007)는 일상 활동에

서의 자세안정성 연구로서 하지관절의 관절모멘트로부터 모델

변인을 산출하는 동력학 모델을 연구한 바 있고 Gautier, Marin,

Leroy와 Thouvarecq(2009)는 드롭랜딩 동작 시 인체자세의 협

응동력학(coordination dynamics)에서 자세 숙련성의 고찰 시 발

표 된 바 안정된 자세를 위한 결과로서 관절계의 협응이 주요

하다고 보고 된 바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각각

의 지면착지 동작 간 차이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드롭랜딩 시 착지형태에 따른 충격흡수구간

의 운동역학적 특성을 동력학적 접근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지면접지구간을 두 개의 기능적 구간으로 나누어 어

떻게 외력과 내력이 작용하여 충격흡수와 안정된 운동제어를 수

행하는지 종속변인으로 CoM 변인과 하지관절모멘트를 중심으

로 드롭랜딩 시 자세안정성과 자세균형성을 해석함으로서 부상

방지와 스포츠상해예방을 위한 연구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는 병력이 없는 신체 건강한 

C대학 축구특기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N=10, 신장 175.24

±3.51 cm, 체중 63.17±2.84 kg, 나이 21±0.00 yrs). 하지의 근

골격계에 부상이 있어 착지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피험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착지형태에 따른 충격흡수의 지면접기 구간을 제

1구간과 제2구간으로 세분하여 관측하였다. 제1구간은 외력에 

의한 척수반사(spinal reflex)의 운동을 보이는 편심성(원심성) 구간

으로 하였으며, 제2구간은 근골격계의 수의운동 반응을 보이는 

동심성(구심성) 운동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CoM과 GRF

에 대한 중력선(GL)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따라 착지전반

부의 동심성수축과 착지후반부의 편심성수축으로 세분하였다.

착지동작의 체간진동(body sway)을 역진자운동모델로 가정하고 

시상면의 앞방향과 뒷방향의 움직임을 자세안정성(posture stability)

으로 정의하고, 관상면 상의 좌측과 우측방향의 움직임을 자세

균형성(posture balance)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종속변인으로는 

하지관절모멘트와 인체무게중심(CoM)을 계산하여 해석하였다(Winter,

et al., 1998; Winter, 2005; Yoo, Kim, & Park, 2012). CoM과 

하지말단 접지점과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을 상호 비교하여 자

세안정성과 자세균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안정성 원리

(principle of stability)에 따라 하지 지지점과 중력선(GL)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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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의 전방(+)과 후방(-) 및 관상면의 좌측(+)와 우측(-) 간 위

치와 방향의 차이값이 ‘0’에 근접하게 계측될수록 자세 안정성

과 자세 균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실험 절차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준비운

동을 하면서 실험참가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본 실험에 착수하

였다. 실험참여자들은 30 cm 박스 위 높이에서 양팔은 상반신에 

고정한 상태로 맨발로 지정된 전방 표식지점에 착지하도록 훈련

하였으며 기마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10명의 실험대상자들은 

일상적인 자연스런 동작으로 양 발 착지를 2회씩 총 4회로 하였

으며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이 후 한 발 착지 과제는 박스 위

에서 편안한 한 발로 하도록 하였다. 실험장비는 3D VICON

Motion Capture Systems(VICON MX-T160, UK)의 1600만 화소급카

메라 14대, 샘플링 100Hz이다. 지면반력기(AMTI OR6-7-2000,

USA) 2대, 샘플링은 1000Hz이며 분석프로그램은 VICON Nexus

1.8 3D과 Matlab(Mathworks, USA)를 사용하였다. 이 때 관찰주

요 시점은 운동학적 분석과 지면반력(GRF)의 관찰값을 기초로 

지면접지구간을 구분하였으며, 최초접지시점은 하지말단 접지 순

간에 지면반력이 발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커표식점은 하지관절 권장 표식점인 골반 4개 표식점 

RIAS(right ilium anterior superior), LIAS(left ilium anterior

superior), RIPS(right ilium posterior superior), LIPS(right ilium

posterior superior), 하지 대퇴 1/3위치점(LT/Rt), 무릎관절

(LT/Rt), 하퇴 1/3위치점(LT/Rt), 발목관절 제1, 2지절골 중간

점(LT/Rt), 발뒤꿈치(LT/Rt) 포함하여 상지 및 체간(Trunk, Head)

등 Vicon Modlue 프로토콜에 따라 3차원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4. 분석구간
본 연구의 분석구간은 착지 시 1차적인 주요 이벤트 시점

(event)으로는 지면접지 최초시점(E3, foot ground contact), 착

지 후 최대지면반발력 시점(E4, Max. ground force) 그리고 최

대 무릎굴곡시점(E5, Max. knee flexion)의 3개 시점을 중심으

로 하였다. 이 때 관찰구간(Phase)은 다음과 같다.

①제1구간(Phase 1: E3–E4), ②제2구간(Phase 2: E4–E5)

5. 자료 분석
1) 3차원 좌표의 정의 및 관절모멘트 산출

본 연구의 좌표축를 정의할 때,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X

축은 앞뒤방향(anterior direction)이며, Y축은 좌우방향(medio -lateral

direction)이고, 시상면(전후면)의 운동은 뒤쪽에서 앞쪽이 (+)방향,

관상면(좌우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방향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각변위와 관절모멘트의 정의는 <Table 1>, <Figure 1>과 같다.

Axis Ankle Knee Hip

Motion
X

Dorsiflexion(+)
Plantarflexion(-)

Flexion(+)
Extension(-)

Flexion(+)
Extension(-)

Y
Inversion(+)
Eversion(-)

Adduction(+)
Abduction(-)

Adduction(+)
Abduction(-)

Moment
X

Dorsiflexion(+)
Plantarflexion(-)

Flexion(+)
Extension(-)

Flexion(+)
Extension(-)

Y
Inversion(+)
Eversion(-)

Adduction(+)
Abduction(-)

Adduction(+)
Abduction(-)

Table 1. Orientation of joint movement

2) 하지 관절모멘트 정의

하지 관절모멘트는 각변위와 지면반발력의 벡터 곱으로 산출

하였다. 구체적인 정의는 <Figure 1> (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면반발력(GRF)은 수직선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점(CoM)이 뒤쪽

에 위치하면 -GRF(negative GRF), 앞쪽에 위치하면 +GRF로 하였

다(Winter, 2005). 각변위의 운동방향과 지면반발력의 방향이 서

로 다른 경우 (-)수동모멘트(passive moment)로서 원심성운동을,

각변위와 지면반발력이 동일방향일 경우 (+)능동모멘트(active

moment)로서 구심성운동으로 각각 정의하였다(Winter, 2005).

<Figure 1> (B)는 지면접지구간의 관절모멘트이다. 이 때 Phase

1 (E3-E4)는 수동모멘트이며, 편심성 근수축(eccentric contraction)

에 의한 원심성운동이 발생된다. 이 때 -Mmin은 수동모멘트의 최

대값이다. 반면 Phase 2 (E4-E5)는 능동모멘트 구간이며 동심성 

근수축(concentric contraction)에 의한 구심성운동이 발생된다.

+Mmax는 모멘트 최대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지관절모멘트의 

수동모멘트 최저값(-Min값), 능동모멘트 최대값(+Max값)의 평균

값(N=10)을 산출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각 연구대상자들의 

체중(kg)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1. Joint Moment of force profiles from underlying
impact absorption in lower extremity : (A) free
body diagram, (B) Hip Moment of force during drop
landing. -Mmin : Minimum of Passive Moment,
+Mmax : Maximum of Active Moment. E3 : foot
contact, E4 : Max. groun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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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처리
드롭랜딩 시 지면접지 구간을 중심으로 각변위와 GRF의 1

차 데이터를 취득 후 CoM과 관절모멘트를 종속변인으로 2차 

데이터로 피험자들의 양측 하지 간 주동발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주동발을 중심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ver. 20)을 이용하였으

며, 두 착지 간 비교는 각각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분산

의 동질성은 Levene 검증과 사후처리(post-hoc)는 Turkey HSD

로 각각 수행하였다.

Ⅲ. 결  과
1. 두발 착지 시 좌/우측 관절모멘트의 차이
1) 시상면 관절모멘트

<Table 2>와 같이 시상면 상의 두발 착지 시 제1구간

(E4-E3)의 관절모멘트는 엉덩관절(Rt, -1.95Nmm), 무릎관절(Lt

–0.46Nmm), 발목관절(Lt, Rt –0.05Nmm) 순으로 두발 착지 

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제2구간(E5-E4)의 관절모멘

트는 엉덩관절(Rt, +4.49Nmm), 무릎관절(Rt +2.28Nmm), 발목

관절(Rt +1.40Nmm) 순으로 나타났다.

제2구간에서는 두발 착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엉

덩관절(p<.026), 무릎관절(p<.030), 발목관절(p<.009) 순으로 나

타남으로서 우측하지(Rt foot)가 주동다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주동발이 우측하지는 10명중 8명이며, 좌측하지

는 2명으로 나타났다.

2) 관상면 관절모멘트

<Table 3>과 같이 제1구간에서는 하지관절 엉덩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관절에서 내전모멘트(–값)가 나타났으며,

제2구간에서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관절에서 외전

모멘트(+값)가 최고값을 나타났다. 두발 착지 시 제1구간

(E4-E3)의 음(-)의 관절모멘트는 우측(+)보다는 좌측(-) 하지에

서 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엉덩관절(Lt, -1.46Nmm), 무릎관

절(Lt –0.45Nmm), 발목관절(Lt–0.16Nmm) 순으로 엉덩관절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제2구간에서 양(+)의 관절모멘트는 엉덩관절(Rt, +0.66

Nmm), 무릎관절(Rt +0.34Nmm), 발목관절(Rt +0.12Nmm) 순

으로 나타났으며, 엉덩관절(p<.040), 무릎관절(p<.017) 그리고 

발목관절(p<.01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hase Joint Motion GRF
Joint Moment(Nmm)

t p
Left Leg Right Leg

Sagittal
plane

Phase 1

Hip Adduction(+) (-) -1.70(0.55) -1.95(0.74) 1.721 .119

Knee Adduction(+) (-) -0.46(0.23) -0.42(0.18) -0.485 .639

Ankle Eversion(+) (-) -0.05(0.00) -0.05(0.01) 1.000 .343

Phase 2

Hip Adduction(+) (+) 3.23(1.49) 4.49(1.53) -2.650 .026*

Knee Adduction(+) (+) 1.76(0.51) 2.08(0.32) -2.579 .030*

Ankle Eversion(+) (+) 1.14(0.24) 1.40(0.18) -3.293 .009
**

Values are Means(SD), p*<.05, p**<.01

Table 2. Comparison of Joint Moment

Phase Joint Motion GRF
Joint Moment(Nmm)

t p
Left Leg Right Leg

Coronal
plane

Phase 1

Hip Adduction(+) (-) -1.46(0.76) -0.64(0.45) -3.956 .003
**

Knee Adduction(+) (-) -0.45(0.37) -0.31(0.18) -1.428 .187

Ankle Eversion(+) (-) -0.16(0.05) -0.15(0.10) -.252 .807

Phase 2

Hip Adduction(+) (+) 0.35(0.18) 0.66(0.30) -2.393 .040
*

Knee Adduction(+) (+) 0.19(0.14) 0.34(0.19) -2.938 .017
*

Ankle Eversion(+) (+) 0.02(0.02) 0.12(0.10) -3.258 .010**

Values are Means(SD), p*<.05, p**<.01

Table 3. Comparison of Joint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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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Joint Motion GRF
Joint Moment (Nmm)

F P
post-hoc

Turkey HSDG1 G2 G3

Sagittal
Plane

Phase 1

Hip Flexion(+) (-) -1.70(0.55) -1.95(0.74) -1.52(0.39) 1.390 .266

Knee Flexion(+) (-) -0.46(0.23) -0.42(0.18) -0.78(0.41) 4.558 .020* b<c

Ankle PlantaFlexion(+) (-) -0.05(0.00) -0.05(0.01) -0.05(0.01) 0.665 .522

Phase 2

Hip Flexion(+) (+) 3.23(1.50) 4.49(1.53) 3.41(1.04) 2.451 .145

Knee Flexion(+) (+) 1.76(0.51) 2.08(0.32) 2.46(0.31) 8.206 .002
**

a<c

Ankle PlantaFlexion(+) (+) 1.14(0.24) 1.40(0.18) 2.20(0.50) 26.834 .000** a=b<c

Note. G1: group1(Lt leg), G2: group2(Rt leg), G3: group3(dominant leg)
Values are Means(SD), p*<.05, p**<.01

Table 4. Comparison of Joint Moment among three Group

Phase Joint Motion GRF
Joint Moment (Nmm)

F P
post-hoc

Turkey HSDG1 G2 G3

Coronal
Plane

Phase 1

Hip Flexion(+) (-) -1.46(0.76) -0.64(0.45) -0.55(0.72) 5.760 .008** a>b=c

Knee Flexion(+) (-) -0.45(0.37) -0.31(0.18) -0.07(0.04) 6.456 .005** a>c

Ankle PlantaFlexion(+) (-) -0.16(0.05) -0.15(0.10) -0.21(0.16) 0.878 .427

Phase 2

Hip Flexion(+) (+) 0.35(0.19) 0.66(0.30) 1.73(0.55) 37.130 .000
**

a=b<c

Knee Flexion(+) (+) 0.19(0.14) 0.34(0.20) 1.17(0.30) 55.302 .000
**

a=b<c

Ankle PlantaFlexion(+) (+) 0.02(0.02) 0.12(0.10) 0.15(0.08) 8.648 .001
**

a<b, a<c

Note. G1: group1(Lt leg), G2: group2(Rt leg), G3: group3(dominant leg)
Values are Means(SD), p*

<.05, p**
<.01

Table 5. Comparison of Joint Moment among three Group

2. 한발과 두발 착지형태에 따른 관절모멘트의 차이
1) 시상면 관절모멘트

두발 착지와 한발 착지 시 3가지 하지관절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1구간의 (-)원심성 수동운동 시 엉덩관절

의 양발착지인 좌측(G1, -1.70Nmm)과 우측(G2, -1.95Nmm)이 

한발 착지다리(G3, -1.52Nmm)보다 크다. 그러나 무릎관절의 

경우 한발착지다리(G3, -0.78Nmm)가 양발착지의 좌측(G1,

-0.46Nmm)과 우측(G3, -0.42Nmm)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G1

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반면 하

지말단 발목관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2구간의 경우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엉덩관절에

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무릎관절의 경우 G1(1.76Nmm),

G2(2.08Nmm)과 G3(2.46Nmm)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가 나타났다(p<.002). 발목관절의 경우도 G3(2.20Nmm)가 

G1(1.14Nmm)과 G2(1.40Nmm)보다 크게 작용하였으며 두발 

착지 하지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이 때 양발 착지 시 편안한 발이 관절모멘트 피크값

이 크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 한발 뛰기 시 선호하는 우성

발로 나타났다.

2) 관상면 관절모멘트

좌우면 상의 두발 착지와 한발 착지 시 3가지 하지관절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제1구간의 경우 엉덩관절에서 

G1(-1.46Nmm)이 G2(-0.64Nmm)과 G3(-0.55Nmm)보다 크게 나

타나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8) 무릎

관절의 경우도 G1(-0.45Nmm)이 G2(-0.31Nmm)과 G3(-0.07

Nmm)로 G1과 G3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반면 발목관절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제2구간의 경우 한발 착지 G3가 두발 착지 G1과 G2보다 

엉덩관절, 무릎관절 그리고 발목관절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로 크게 발현되었다. 제 1구간의 경우와 정반대 현

상이다. 즉 엉덩관절의 G3(1.73Nmm)는 G1(0.35Nmm), G2

(0.66Nmm)보다 약 3배의 큰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 무릎관절의 경우도 G3(1.17Nmm)는 G1

(0.19Nmm), G2(0.34Nmm)으로 G2의 약 4배 차이로 크게 나

타남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뿐만 

아니라 발목관절에서 G3(0.15Nmm)는 G1(0.02Nmm), G2(0.12Nmm)

으로 G1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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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L mm

CoMAP mm

CoMML mm

CoMAP mm

(A) (B)

Figure 2.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esults of the CoM during drop landing (A) Bi-legs, (B) Single-leg. Participant JSH, male, age 21
yrs; Ht 1.78 m Wt 71 kg.

Plane CoM Bi-Leg. Landing Single-Leg Landing t p

Sagittal
Phase 1 0.97(0.34) -1.05(1.47) 1.339 .210

Phase 2 5.42(2.18) -7.63(6.96) 1.789 .102

Coronal
Phase 1 -25.90(1.80) -29.19(1.21) 1.516 .149

Phase 2 -69.95(4.42) -88.54(6.67) 2.324 .032
*

Note. A: Drop landing with both legs, B: Drop landing with Single leg
Values are Means(SD), p*

<.05, p**
<.01

Table 6. Comparison of CoM Trajectory in Drop Landing

3. 착지형태에 따른 CoM의 분석
<Figure 2>의 실험대상자 표본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

게중심(CoM)의 변화는 하지상단에 위치한 운동제어로서 한발 

착지가 두발 착지 보다 역진자진동이 크다. <Figure 2> <B>

는 좌우방향의 CoM궤적 운동범위가 큰 반면 <Figure 2> <A>

는 전후방향의 CoM궤적 운동범위가 상대적이 다소 크다. 구

체적으로 <Table 6>에서 시상면(sagittal plane) 상의 제1구간 

양발 착지(bi-leg. landing) 시 CoM 위치는 앞쪽 전방(0.97mm)

에 위치한 반면 한발 착지(single-leg landing) 시는 뒤쪽 후방

(-1.05mm)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구간은 

양발 착지 시 전방(5.42mm)으로 앞쪽으로 전진하여 이동하였

으며, 한발착지의 경우 보다 후방(-7.63mm)으로 이동하였다.

<Table 6>의 관상면에서는 CoM 이동궤적이 한발착지와 양

발착지의 제1구간과 제2구간 모두에서 좌측(-)방향으로 무게중

심궤적이 이동되었다. 착지형태에 따른 한발과 두발착지 간 

무게중심 궤적은 제1구간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제2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32).

기저면이 좁은 한발착지의 CoM궤적이 체간상단부에서 보다 

많은 역진자운동을 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착지형태에 따른 충격흡수의 운동역학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정 중 하나인 양발 착지 시 주

동하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동하지란 상대적으로 힘

을 많이 발휘하며, 제1구간과 제2구간에서 크게 기능을 하거

나 또는 제1구간보다는 능동수축구간인 제2구간에서 집중적으

로 큰 힘을 보인다면 확실시 되는 주동하지라 할 수 있다

(Yoo, Kim, & Park, 2012). 양발 착지형태는 두 발 간 넓은 

기저면 때문에 전후방향의 충격흡수로서 굴곡모멘트가 주요하

다. 이에 본 연구결과 시상면의 능동구간인 제2구간에서 우측

하지(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엉덩관절은 수동구간인 제1구간에서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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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적으로 큰 힘이 나타났다(Table 2). 관상면 제1구간과 제2

구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엉덩관

절의 경우 제2구간의 우측 하지에서도 충격흡수에 기여하고 

있었다(Table 3). 이에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양발 착지 시 

편안한 발이 관절모멘트 피크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발 뛰

기 시 선호하는 발이 우성발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

결과의 관절모멘트 크기가 충격흡수와 자세안정성 해석에 척

도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착지동작 시 무릎의 십자인

대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선행연구를 보면 주동다리의 우성

하지(dominant leg)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Cruz et al., 2013; Lee & Lim, 2014; Schmitz, et al., 2007).

주동발과 보조발이 관성면 좌우방향에서 교차적으로 충격분산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성면 제1구간 시 수동모멘

트 구간에서 좌측하지 내 엉덩관절에서 크게 나타났지만, 제2

구간인 능동모멘트 구간에서는 엉덩관절이 우측에서 크게 나

타남으로서 무게중심 좌우이동궤적에 따라 충격흡수하는 것과 

함께 양 하지가 동시에 닿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한발 씩 닿

는 것이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충격흡수 완충전

략이라 할 수 있다(Anker, et al., 2008). 또한 관상면의 제1구

간에서는 편심성수축이 보조하지인 왼발에서 크게 나타났으

며, 이후 제2구간에서는 우측하지인 주동하지에서 동심성수축

구간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좌우 기울기의 균형성 조절 시 

제1구간과 제2구간에서 주동발과 보조발이 교차함으로서 자세 

안정성과 균형성이 발현되고 있는데 이는 좌우 비대칭현상보

다는 무게중심이동에 대한 인체의 자세 안정성과 충격흡수전

략 중 하나로서 이해된다(Cruz et al., 2013; Schmitz, et al.,

2007). 본 연구의 제1구간의 관절모멘트 시 원심성 근수축의 

Negative Movement는 부상예방 차원에서 관련성이 크며 제2

구간 굴곡모멘트의 구심성 근수축 형태보다 평소 근육에 수의

운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못하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자극을 

해주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로 무릎십자인대

의 스트레스 및 부상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Kim &

Youm, 2013; Lee & Lim, 2014; Schmitz, et al., 2007). 이외

에도 DeVita와 Skelly (1992)에 의하면 지면착지 순간 편심성

운동에 크기에 따라서 하지관절에 부상발생 관련성이 큰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한발 착지는 두발 착지 보다 착지 지지발

의 기저면이 좁고 CoM진동이 큰 역진자운동의 형태를 갖기

에 두발 착지 형태보다 좌우균형의 평형성 확보가 중요하다.

발바닥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앞뒤방향으로 종적으로 

길며 중족족지관절(m etatarsophalangeal joint; MJ)과 발목관절 

등에 의해 전후의 자세안정성에 운동제어가 가능하지만 관상

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으로 불안한 구조이다. 제2구

간인 착지자세에서는 무게중심점인 하중(저항점)은 지면의 축

인 발 앞부분과 하지근육(힘점)의 중간 사이에 배열형태인 제

2종 지레로서 하중이 뒷부분으로 이동하면 충격흡수력과 자세

안정성에서 자세제어 시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것은 무의식으

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충격흡수 및 자세안정성이 중추신경

계(CNS)에 의한 피드백송환이 태어나면서 학습된다는 발표된 

바 있다(Zatsiorsky & Duarte, 2000; Santello, 2005).

시상면의 편심성구간인 제1구간에서 한발착지 G3의 무릎관

절(p<.020)이 안정성 기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이는 무릎관절의 수동모멘트로서 척추반사에 

의한 충격흡수기능을 가졌다(Cruz, er al., 2013; Elphinston,

2013). 한발 착지의 무릎관절은 엉덩관절과 발목관절보다 1차

적 충격흡수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rnozeok,

et al. (2005)의 착지높이 60cm에서 무릎관절이 운동상해와 관

련하여 굴곡모멘트에서 충격흡수기전으로 주요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능동구간인 제2구간에서 발목관절(G3)이 큰 것은 

지면접지 순간 발목관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 자세제어 

측면에서 자세 안정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관절 중 

엉덩관절에서 관절모멘트 최대값 G3가 양발착지보다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양발착지는 제1구간과 제2구간에서 작았

다. 위의 현상은 한발 착지 시 접지하지 위에 중력선이 위치

시킴으로서 자세 균형성의 성공여부가 운동상해 및 부상예방

과 결부될 수 있다. 즉 본 실험대상자들은 한발착지 형태인 

G3가 착지 전 몸통제어의 예비동작으로 착지 전 무게중심의 

가슴과 골반 선 상 위에 확보하는 것은 자세 안정성과 충격흡

수에 보다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한발착지형태

는 앞뒤 방향에서 자세 안정성이 크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

고, 오히려 좌우방향의 체간기울기에 의한 자세 균형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자세균형성 조절이 보다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4, Table 5). 본 논의에서 CoM

균형제어로서 전방 및 후방위치 신체안정성과 좌우측 밸런스

에 대한 자세조절 시 CoM의 변위와 속도변화 예측이 가능하

다(Pai & Patton, 1997). 이와 같이 드롭랜딩 시 역진자모델 

운동으로서 CoM 중심선과 기저면에 따른 상호관계가 충격흡

수 및 자세안정성에 COM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Winter, et al., 2009). 시상면 상에서 착지형태에 따른 무게중

심궤적이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상면 상에서는 

모두 능동적인 수축구간인 제2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6). 특히 신체중심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경

우와 신체중심선 위에 무게중심이 없을 경우 관절모멘트의 영

향이 지대하게 되는데 이는 지렛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드롭랜딩 제2구간은 스쿼트 자세로 제2종 지레에 해당되므로 

힘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서 보다 안정적인 자세제어를 쉽게 

할 수 있다. 반면 드롭랜딩 초반인 제1구간은 체중부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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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힘점배열형태를 보이는 제1종 지레이다. 제1구간이 보다 

불안전한 구간으로 힘에서 제어하기 수월한 제2구간(제2종 지

레)의 자세확보가 긴요한 전략으로 제2종 지레 유형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발 착지 경우는 본 실험

결과 전반부는 하중(저항점)인 무게중심 위치가 뒤쪽에 위치

하여 중력중심선이 발바닥 축 선 상이나 중간위치에서 중립기

마자세로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하

지관절의 근골격계 부상과 상해가 착지전반 시점인 제1구간이 

주요하며 충격흡수전략 상 편심성구간의 자세 안정성과 균형

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드롭랜딩 시 착지형태에 따른 충격흡수구간의  

운동역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3차원 관절모멘트와 무게

중심점을 종속변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두발 착지 시 좌측하지와 우측하지 간 주동하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착지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한발 착지형태가 

두발착지보다 CoM 변동이 크고 하지관절모멘트의 최대값이 

크기에 보다 큰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

지관절의 기능적 측면에서 시상면의 충격흡수는 제1구간(편심

성구간)과 제2구간(동심성구간)의 무릎관절에서 주로 나타난 

반면 관상면은 제1구간과 제2구간에서 주로 엉덩관절에서 충

격흡수 및 자세안정성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1

구간과 제2구간의 충격흡수에서는 자세균형과 자세안정성이 

각각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충격흡수구간 초기는 제 1종 지레

로서 편심성수축 특성에 의한 수동구간이 특징으로 나타났으

며, 제2구간은 제1구간에 의한 능동적 관절운동이 자세 안정

성과 균형성으로 제 2종 지레배열로 힘에서 이득을 보는 구간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하지관절의 근골격계 

부상과 상해가 제1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되기에 충격흡수

전략 상 편심성구간을 포함하는 자세 안정성과 균형성의 운동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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