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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quantitative data and basic references to decrease the accident risk of soccer instructors.

Methods : To obtain data, we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how H/Q ratio affects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lower extremity at the time of drop

landing. The study targeted 13 soccer players from C University who have not had any injuries or wounds in the lower extremity joints and in any

other parts of their bodies over the last 6 months. By using CMIS (USA), the play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H/Q ratios higher

and lower than 69%, respectively. The subjects in each group were instructed to perform a drop landing.

Results : The H/Q ratio did not affect the maximal flexion angle of the knee joints at the time of drop landing. In addition the dominant group with

a relatively high H/Q ratio was observed to have increased time to reduce shock and to efficiently absorb the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drop landing.

Also, the dominant group with a relatively high H/Q ratio utilized the strong performances of the antagonistic muscles around the hamstrings and the

controlled rotatory powers of the thighs that were applied to the tibias supported by the ground. Finally, H/Q ratio, load factors, and mean and maximum

EMG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whereas GRFx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In fact, these factors all affected the impact of the load from

the H/Q ratio to the knee joints.

Conclusion :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unbalanced H/Q ratio can be considered as a predictor of knee joint injury at the time of

drop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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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와 상해는 불가항력의 관계를 가지며 본질적으로는

이 논문은 김민(2012)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Mi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357 Susuk-dong,
Dong-gu, Gwangju, Korea

Tel : +82-62-230-7429 / Fax : +82-62-232-7269
E-mail : rogersia@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운동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스포츠 자체가 상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Heil, 1993).

특히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에서는 달리기, 정지, 점프, 착지,

급격한 방향전환, 회전, 등 하지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동

작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착지 동작은 하지 상해 발생

비율을 가장 높이는 동작으로 분류되고 있고 있다.

착지 동작은 발과 지면에 발생되는 충격을 인체가 올바르

게 흡수하도록 하는 일련의 충격흡수 기전이다. 하지만 부하 

전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하지관절에 전달되는 충

격력이 증가하게 되며 근골격계 상해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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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동 시 잘못된 점프와 착지 동작은 많은 부상을 유발시키

고(Lim & Yu, 2008; Ford, Myer, & Hewett, 2003), 착지 높이

(Kim, 2011; Barrier et al., 1997; Kovacs et al., 1999), 피로도

(Kim & Youm, 2013; McNitt-Gray, Hart, & Goldin, 1996), 성

별(Kim, Kim, & Kim, 2010), 질환(Lim et al., 2008), 하지의 

동측 및 이측 불균형(Kim, Kim, & Lee, 2008; Kim, Lee, &

Hong, 2011) 등을 통해 더욱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착지 시 상해 유발 요인 중 하지 근 불균형은 위의 

다양한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방이 쉬운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상해 예측요인으로도 제안되고 있다(Kim & Cho,

2009).

하지 근육의 불균형은 크게 이측(contralateral)근력과 동측

(ipsilateral)근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측 근력은 하지의 좌우

의 근력 비율을 의미하며, 동측 근력은 슬관절 굴곡근과 신전

근의 근력 비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엘리트 선수들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측 근력 불균형의 판단 기준치로 

±10%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Kwak, Yoon, & Park, 2003), 엘

리트운동 선수의 근력 불균형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skling

et al., 2003). Kim 등(2011)은 착지 시 이측 근력 불균형에 따

른 하지 상해에 관한 연구에서 이측 불균형이 착지 시 하지 

상해 요인이며, Knapik, Baumann, Jones, Harri & Vaughan

(1991)은 15% 이상의 이측 근불균형을 가진 선수들은 약한 

쪽 하지에서 2.6배 이상의 부상위험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Fowler & Reilly(1993)는 프로축구선수들의 20% 이상의 이측 

근력이 부상의 기여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측 

근력 차를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H/Q ratio (Hamstring/ Quadriceps

ratio) 근력 비율은 특정 스포츠에 필요한 요소와 전방십자인

대(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또는 슬굴곡근(hamstring)

과 같은 특정 부상과 깊은 관련이 있고(Calmels & Minaire,

1995),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에서 내재적 상해유발 요인

이며(Yamamoto, 1993), 69% 이하의 H/Q ratio (Hamstring

/Quadriceps ratio)에서 부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Aagaard, Simonsen, Magnusson, Larsson & Dyhre -Poulsen,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지의 근 불균형은 상해를 유

발할 수 있는 요인이며, 특히 착지 시 부하 전이를 담당하는 

근력의 불균형은 상해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측근력 비율에 따른 드롭랜딩 시 상해관련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H/Q ratio(Hamstring/Quadriceps

ratio), 즉 동측 근력 비율에 따른 드롭랜딩 시 하지의 동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 동적안정성은 보행 시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원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신체 균형능력의 평가도구로 활용

되고 있는데(Ryu, 2009), 드롭랜딩 시 동적 안정성은 하지의 

상해 예측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관절 굴근력과 신근력, 그리고 햄스트

링 부상과 관련하여 하지근력의 차이를 등속성 근력장비를 이

용해 (Orchard J, Marsden J, Load S, & Garlick D, 1997), 평

가하는 것이 접합하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드롭랜딩 시 

H/Q ratio의 불균형에 따른 하지관절의 운동역학적 변인을 산

출하여 불균형 비율과 역학적 변인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는 최근 6개월 동안 하지관

절 및 전신에 어떠한 부상경험이 없는 20세∼23세의 G광역

시 C대학교 축구선수 13명이다.

1) 그룹선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룹 선정은 69% 이하의 

H/Q ratio(Hamstring / Quadriceps ratio)에서 부상 가능성 높다

는 선행연구(Aagaard et al, 1998)를 토대로 등속성 근기능 측

정장비(CSMI, U.S.A)를 사용해 30 /〫sec로 3회 반복에서의 최

대값(peak torque)이 H/Q ratio 69% 이상인 그룹은 우성그룹

(Dominant group), 이하인 그룹을 열성그룹(Non-Dominat group)

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13명의 연구대상자 중 양쪽에서 

각각의 우성비율과 열성비율이 나온 7명을 중복 실험하여 총 

20 trial을 2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Table 1).

Sub Dominant group(n=11) Non- Dominant group(n=9)

ratio(%) 75.67±5.35 54.57±6.85

age(yer) 20.00±.0 21.50±1.29

height(cm) 180.33±7.37 179.25±6.8

wight(kg) 79.60±7.30 75.33±6.0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실험 절차
드롭랜딩 시 H/Q ratio 불균형에 따른 하지의 운동역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C대학교 운동역학 실험실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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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rkers Position

하였으며,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1 m ｘ1 mｘ 2 m로 

설치하여 촬영하고 제거한 후 드롭 랜딩 동작을 실시하였다.

반사마커는 <Figure 1>과 같이 인체관절의 중심점과 하지 분

절에 각각 지름 2 cm인 마커 총 21개를 부착하였다. 각 대상

자의 관절점과 하지 분절 좌표를 얻기 위하여 6대의 적외선 

카메라(Motion Master 200, Visol)를 사용하여 정적자세(static)

를 1초간 촬영하였으며, 랜딩 동작은 200 Hz/s로 영상을 수집

하였고, 근전도는 Noraxon Myoresearch(USA)를 사용하였다.

실험 수행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한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5

번을 수행하였다. 드롭 랜딩 동작은 지면반력기로부터 후방으

로 20 cm 거리에 40cm 높이의 의자 위에서 착지할 발을 들

고 점프동작 없이 교차하면서 지면 반력기 위에 한 발로 뛰어 

내리도록 하였다. 드롭랜딩 시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거나 손

이 지면에 닿지 않는 성공적인 2회 시기를 기록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1) 영상분석

영상 분석에서는 통제점 및 인체관절의 중심점의 좌표화와 

동조를 거쳐 Abdel-Aziz Karara(1971)의 일차선형변환방법(DLT

: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method)을 이용해 3차원 좌표를 

계산하였다. 노이즈(nosie)를 제거하기 위하여 저역 통과 필터

(lowpass filter) 방법으로 스무딩을 하였으며, 차단 주파수는 

6Hz로 설정하였다(Ford et al, 2003). 자료에 대한 평활화

(smoothing)는 Kwon3D X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체 관절은 대상자에게 부착된 해부학적 마커정보를 이용

하여 발목관절(ankle joint), 무릎관절(knee joint)의 관절과 발

(foot), 하퇴(shank), 대퇴(thigh), 골반(pelvis)의 4개 분절을 강

체로 모델링하였으며, 인체분절 지수(Body Segment Paramenters)

는 Plagenhoef, Evans & Abdelnour(1983)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이때 각 관절의 중심점을 위치를 찾기 위하여 촬영된 영

상을 통해 고관절 중심점은 Tylkowsky 방식(Tylkowski, Simon &

Mansour, 1982)을 사용하였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은 mid-point

(secondary point)방식으로 관절중심을 설정하였다.

2) 근전도 분석

근전도 자료 수집을 위해 대퇴사두근(quadriceps) 중 표면에 

위치한 대퇴직근(rectus femoris), 내측광근(vastus medialis), 외

측광근(vastus lateralis)와 슬관절 굴곡근인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와 반건양근(semitendinosus)에 5개의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을 부착하였으며(Cram, Kasman & Holtz, 1988) <Figure 2>,

A. vastus medialis
B. vastus lateralis
C. rectus femoris

D. biceps femoris
E. semitendinosus

Figure 2. Experimental settings for electrode attachment site

부착하기 전 측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였다. 자료수집은 지면반력기 위에 착지 후 무릎 굴곡

각이 최대가 되는 시점(knee maximum flexion)까지의 구간에

서 발생하는 최대 근활성도를 측정하였고 근전도 자료처리는 

Myoresearch(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근전도 분석은 실

험을 통해 얻은 원 자료의 데이터 신호는 전파정류(full wave

rectication)를 실시하고 100 ms평균(RMS)을 이용하여 평활화

(smoothing)한 후 10 Hz의 고역 필터와 250 Hz의 저역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low-pass filterring)하였다. H/Q ratio 활동비

율은 각 근육의 평균 EMG값과 최대 EMG값을 아래 공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3) 부하율

부하율의 계산은 공식은 다음과 같다(Lim et al, 2008).

부하율(loading rate %) (N/sec) = (P1-F20+) / (T1-T20+)

· P1 : 착지 시 발생하는 최대수직지면반력값(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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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0+ : P1발생 전 수직지면반력이 20 N 값을 넘어선 최

초의 수직지면반력 값(N)

· T1 : P1 발생한 시간(sec)

· T20+ : F20+ 이 발생한 시간(sec)

4. 분석 국면
본 연구의 분석 국면은 랜딩 동작 시 초기지면반력 접촉

(contact)과 최대무릎굴곡각의 기준으로 <Figure 3>과 같이 설

정하였다.

Drop E1 : GRF z +20N Drop E2 : Knee maximum
flexion

Figure 3. Definition of each events in drop landing

Drop E1(GRF z +20 N)은 드롭랜딩 후 한발이 지면반력기

에 닿는 시점(수직지면반력이 20 N 이상 되는 시점)이며 Drop

E2(Knee maximum flexion)은 지면반력기에 착지 후 무릎관절

이 최대로 굴곡되는 시점이다.

5. 통계처리
H/Q ratio 불균형에 따른 운동역학적 변인들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하지 중심이동변위와 지면반력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좌측발을 사용한 경우 측정된 값을 역환산하

였다. 통계방법은 우성과 열성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Mann-

whitney 검정과 Spearman 비모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유의수준 p<.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하지의 운동역학적 변인 차이
<Table 2>은 H/Q ratio에 따른 하지의 운동역학적 변인의 

Variable
dominant

group
non-dominant

group
Mann-whitney

U

VGRFmax
(N/BW)

4.85±0.81 4.58±1.45 40.00

Max knee
flexion(deg)

112.28±7.14 111.47±6.96 42.00

Displacement
of X-COM(m)

.019±.010 .02±.011 31.50

Displacement of
Y-COM(m)

.032±.012 .035±.021 45.00

X-GRFmax
(N/BW)

.024±.021 -.009±.007 16.00*

Y-GRFmax
(N/BW)

-.093±.077 -.064±.023 45.00

Loading rate
(N/sec)

85.1±6.47 101.5±4.85 19.00*

No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ominant group and non-dominant group

Table 2. Comparison of Kinetic variable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수직지면반력은 우성그룹이 4.85±0.81 N/BW, 열성그룹

이 4.58±1.45 N/BW로 우성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U=40.00, p>.05).

슬관절 최대굴곡각에서도 우성그룹 112.28±7.14 deg, 열성그룹 

111.47±6.96 de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42.00, p>.05). 하지중심 이동변위에서는 전후(Y)와 좌우

(X)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좌우(X)지면반력에서는 우성그룹 .024±.021 N/BW, 열성그

룹이 -.009±.037 N/BW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U=16.00, p<.05), 우성그룹은 우측(+)방향의 지면반력이 나타

난 반면, 열성그룹은 좌측(-)방향의 지면반력이 나타났다.

전후(X)지면반력에서는 우성그룹 -.093±.077 N/BW, 열성그

룹이 -.064±.023 N/BW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45.00, p>.05).

부하율에서는 우성그룹이 85.1±6.47 N/sec, 열성그룹이 101.5

±4.85 N/sec로 열성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19.00, p<.05).

2. 하지의 근활성도 차이
<Table 3>은 H/Q ratio에 따른 하지의 H/Q 근활성 비율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드롭랜딩 시 H/Q ratio 평균 비율은 우성그룹이 27.13±5.43

%, 열성그룹이 40.74±18.15%로 열성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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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ominant

group
non-dominant

group
Mann-whitney

U

Mean EMG(%) 27.13±5.43 40.74±18.15 18.00
*

MaxEMG(%) 30.12±7.40 41.04±21.38 16.00
*

No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ominant group and non-dominant group

Table 3. Comparison of EMG

것으로 나타났고(U=18.00, p<.05), 최대 비율에서도 우성그룹 

30.12±7.40 %, 열성그룹 41.04±21.38 %로 열성그룹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16.00, p<.05).

3. H/Q ratio와 생체역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
<Table 4>와 <Figure 4>는 H/Q ratio와 운동역학적 변인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Variable VGRF
Loadin
g Rate

KMF
COM-

X
COM-

Y
Mean
EMG

Max
EMG

GRFx GRFy

H/Q
ratio

-.037 -.542
*

-.142 .134 -.107 -.727
**

-.566
**

.516
*

-.007

No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Q ratio and biomechanics variabl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Q ratio and biomechanics variable

H/Q ratio와 부하율(r=-.542)과 평균 EMG(r=-.727), 최대 EMG

(r=-.566)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GRFx (r=.516)

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수직지면반력

(r=-.037), 최대굴곡각(r=.412), 하지 중심이동변위(r=.134), (r=.107),

GRFy(r=-.007)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H/Q ratio이 증가할수록 부하율과 근활성도 비

율이 낮아지며, 좌우 지면반력값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  의
등속성 근력측정은 근력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부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유익한 방법이다

(Croisier et al., 2002). 이에 대해 Russell 등(1995)과 Aagaard

등(1998)은 등속성 근력 측정을 통한 슬관절 굴곡근과 신전근,

즉 Hamstring/Quadriceps의 비정상적 비율은 전방십자인대

(ACL)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하나의 상

해예측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중 점프 후 

착지 동작을 제시하였으며, 부상발생과 많은 관련이 

Loading rate

Max EMG

Mean EMG

GRFx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H/Q ratio and Kinetic variable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2004; Self & Paine, 2001).

이상을 종합해 보면 등속성 근력 측정을 통해 나타난 근 불균

형과 드롭랜딩 시 부상 기전과의 상관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드롭랜딩 동작 시 H/Q ratio 불균형에 따른 하지 관절의 

변화를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여 상해예방과 근 균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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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드롭랜딩 시 최대 무릎 굴곡 각이 증가한다는 것은 착지 

시 무릎관절의 굴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하지

의 굴곡 움직임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착지 시 가해지는 충

격량을 분산시키는 부드러운 착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Thomas, Michael & Mark(2008)는 착지 동작 시 상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착지 시 슬관절의 굴곡 각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성그룹와 

우성그룹 간의 최대무릎굴곡각도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

다. Kim 등(2011)은 등속성 근력측정을 통해 나타난 하지의 

이측 근불균형이 착지 시 최대 무릎굴곡각의 차이를 나타내며 

근불균형이 상해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

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H/Q ratio 차이가 착지 시 최대

무릎굴곡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다른 기

준의 차이(이측 근력비와 동측 근력비)로 보여 지며 우성그룹

과 열성그룹의 기준이 착지 시 슬관절 각도 조절을 위해 신장

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을 담당하는 대퇴사두근의 차이

가 아닌 햄스트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드롭랜딩 시 지면반력의 크기와 근골격계의 부상과는 상관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m et al., 2008). Hewett 등

(2004)은 스포츠 부상의 위험이 높은 205명의 여자 운동선수

들을 대상으로 한 점프-착지 과제에서 무릎부상을 입은 9명은 

무릎부상을 입지 않은 196명과 비교해서 슬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다르며, 슬관절 부상을 입은 9명의 최대수직지면반력

이 20%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11)은 

하지의 이측 근불균형이 최대수직지면반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큰 열성그룹의 최

대 수직지면반력값이 0.27 × BW 낮게 나타나 앞선 선행연구

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방법에 의한 차이로 판

단되며 좌우 하지 중심점 이동변위와 전후 하지 중심점 이동

변위와 연계하여 해석 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열성하지의 큰 좌우 하지 중심점 이동 변위와 전후 이동변위

는 선행연구의 양발 착지보다 외발 착지 시 기저면 감소로 인

한 안정성이 감소되어진 결과이며 지면반력의 분산이 이루어

져 최대수직지면반력이 우성하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착지 동작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

로 하지 중심점의 전후 이동변위를 제안 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스쿼트 동작 시 슬관절 기준점이 발보다 앞쪽으로 나

가는 경우 슬관절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Fry et al., 2003).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열성그룹이 착지 시점부터 최대 무릎굴곡각까지의 전

방 움직임이 증가한 것은 슬관절 위치가 앞쪽에 위치함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열성그룹의 슬관절 부하가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착지 시 균형능

력의 상실, 즉 동적안정성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햄스트링 근육의 특성인 다관절 근육(two joint

muscle)이 슬관절 굴곡 뿐만 아니라 고관절 신전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부하율은 최대수직지면반력과 착지시간의 의해 결정되며,

부하율의 증가는 드롭랜딩 착지 시 작용된 수직지면반력 값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최대 수직지면반력은 그룹간 유의차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부하율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우성그룹이 착지 시 충격력 감소를 위한 시간

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며, 이는 착지 중 발생하는 지면반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Q ratio와 착지 

시 부하율과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 근균형 증가할수록 부하

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앞선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드

롭랜딩 시 착지 동작은 대퇴사두근(Quadriceps)의 강한 신장성 

수축에 의해 조절되지만 길항근인 햄스트링의 높은 근비율도 

충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간 조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

며 햄스트링이 하지 기능 부상 환자들의 관절안정성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sell et al., 2004)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H/Q ratio의 불균형 상태

에서 착지 시 부하율의 증가는 부상의 발생확률을 증가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무릎굴곡 시점에서의 좌우 지면반력의 차이는 자세안

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지면에 고정된 경골(tibia)에 대한 슬

관절 굴곡은 대퇴(femur)의 외회전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한 

움직임은 외측지면반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우성그룹은 

(+)값이 나타난 반면 열성그룹은 (-)값이 나타났다. 이는 우성

그룹에서 햄스트링의 강한 길항근 작용이 지면에 지지된 경골

에 대한 대퇴의 회전력을 조절하여 지지발의 좌측(-)에 위치한 

신체중심을 외회전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여 

지며, 열성그룹의 좌측 지면반력의 증가는 신체중심을 잡기 

위한 경골에 대한 대퇴의 조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 함으

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H/Q ratio와 좌우지면반력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는 드롭랜딩 시 최대무릎굴곡각도에서 외측으로의 지

면반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다. 착지 시 높은 외측 지면반력은 슬관절 외번 정도

를 증가시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ACL)와 내측측부인대(Medial

Collateral Ligament)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두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착지 시 외측움직임의 증가가 아닌 외측지면

반력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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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공동작용(co-activation)은 슬관절

의 과도한 전방 밀림과 외전(abduction) 동작을 막아줌으로써 

슬관절을 보호한다. 그러나 햄스트링이 적게 동원되거나 약해

지면, 대퇴사두근의 활성이 감소되어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굴곡모멘트를 감소시키고 인대를 보호하기 위한 근육

의 공동 수축작용을 제한한다(Hewett, Myer & Ford, 2005;

Solomonow et al., 1987). 따라서 슬관절 부하가 높은 드롭랜

딩 착지 동작에서의 근활성도 분석은 상해예방의 메카니즘을 

밝히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H/Q

ratio 차이는 평균 EMG와 최대 EMG에서 그룹간 차이를 나

타냈다. 이는 하지에 직접적 부하를 미치는 전방전단력이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슬관절의 전방전단력을 억

제하는 전방십자인대(ACL)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상관분석에서 H/Q ratio와 최대 EMG, 그리고 평균 

EMG가 역상관관계를 보여 앞선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H/Q ratio 불균형은 드롭랜딩 시 슬관절 부상

예측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드롭랜딩 시 H/Q ratio가 하지의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지도자들에게 상해위험을 줄일 수 있

는 정량적 자료 산출과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축구선수 13명을 대상으로 등속성 근기능과 

운동역학적 변인, 근활성도 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산출하였으

며,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H/Q ratio가 드롭랜딩 시 슬관절 최대굴곡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H/Q ratio 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성그룹이 착

지 시 충격력 감소를 위한 시간을 증가시켰고, 착지 중 발생

하는 지면반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였다.

셋째, H/Q ratio 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성그룹이 햄

스트링의 강한 길항근 작용으로 지면에 지지된 경골에 대한 

대퇴의 회전력을 조절하는 동작이 나타났다.

넷째, H/Q ratio와 부하율, 평균 EMG, 최대 EMG에서 유의

한 부적(-)상관관계가, GRFx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 H/Q ratio가 슬관절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H/Q ratio 불균형이 드롭랜딩 시 슬관절 부

상예측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강하게 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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