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자유 품새(Free style Poomsae)는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평가

를 받아온 공인 품새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2011년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어 발전되어 왔다(Yoo, Ryu,

Park & Yoon, 2013). 자유 품새는 태권도 기술을 바탕으로 고난

도 기술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품새를 말하며, 참가 선수가

자유롭게 연무선과 음악, 동작을 구성하는 종목이다. 자유 품

새의 필수 기술과 그 평가 기준은 뛰어 옆차기의 높이, 뛰어

차기의 찬 발차기 수, 회전 차기의 회전 수, 겨루기 방식 연속

발차기, 아크로바틱 발차기로 구성되어 있다(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2019). 그 중에서 겨루기 연속 발차기를 제외

하고는 모두 공중에 도약하여 다양한 기술로 차기를 실시하고

착지하는 뛰어 차기 형태라 볼 수 있다. 뛰어 차기는 뛰어 앞

차기를 기본으로 뛰어 돌려차기, 뛰어 옆차기, 앞차기 3단계,

돌려차기 3단계, 옆차기 3단계, 가위차기 3단계 등 다양한 기

술로 응용 및 변형되어 왔다(Shin, 2017). 품새가 방어와 공격

기술을 일정한 틀로 구성한 기술체계라는 점(Kukkiwon, 2006)

에서 품새 경기에서는 동작 간의 연결성과 동작의 특성에 따

라 빠름과 느림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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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jury factors of Taekwondo jumping
kick during landing phas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injury and to suggest a stable landing 
movement applicable to free style Poomsae.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non-injury group (NG), n = 5, age: 20.5±0.9 years; height: 171.6 
±3.6 cm; body weight: 65.7±4.4 kg; career: 5.0±2.7 years. Injury group (IG), n = 9, age: 21.0±0.8 
years; height: 170.9±4.6 cm; body weight: 67.1±7.0 kg; career: 8.6±5.0 years. The variables are 
impact force, loading rate, vertical stiffness, lower limb joint angle, stability, balance, and muscle
activity in the landing phase.

Results: NG was statistically larger than IG in the gluteus medius (p<.05). The impact force, 
loading rate and vertical stiffness decreased as the landing foot angle, the ROM of lower limb 
joint angle and COM displacement increased (p<.05).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means that the landing foot ang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mpact reduction during landing phase. It is required the training to adjust the landing 
foo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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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Association [KTA], 2019). 특히, 참가 선수가 자유로

이 구성하는 자유 품새의 경우에는 고난도 기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작 간에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대부분 뛰어 차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필수 기술

을 수행하면서 동작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기술의

표현력 못지않게 안정적인 착지 동작으로 다음 기술을 준비

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 동안 뛰어 차기는 대부분 높이와 공중에서 찬 발차기 수

에 집중됨에 따라 높이 뛰어 올라 발차기를 수행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도움닫기 구간과 도약 기술 및 공중 동작에

관한 운동역학적 연구(Ha, Jun & Lee, 2007; Lee, 2007; Shin,

2017)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근에 뛰어 차기의 착지에

대한 위험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으며, 선수 대부분은 착

지 과정에서 상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2014; Goh,

2012; Goh, Kim & Ji, 2012; Moon, Kim, Lee, Yoon & Kim, 2007; 

Lee & Shin, 2009). 태권도 뛰어 차기 유형에 따른 착지 동작이

하지관절에 미치는 상해 요인을 살펴본 연구(Cha, 2017)에서는

착지 순간 발의 각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착지 순간 발의 각

도에 따라 하지관절각과 하지 근 모멘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착지 동작을 제시하거나 근

본적인 상해 예방 전략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

유 품새에서 요구되는 동작 간의 연결성을 위한 착지 동작의

균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뛰어

차기에서 발생되는 상해를 예방하고 자유 품새에서 요구되는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결을 위하여 착지 동작의 상해 경험 유

무에 따라 뛰어 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한 상해 요인을 분석하

고 안정적인 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뛰어 차기와 같이 도약하여 공중에서 기술을 발현하고 착지

하는 것은 중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발생되는 과정으로(Hewett

et al., 2005; Yeow, Lee & Goh, 2011) 부적절한 착지 동작으로

충격이 증가하게 되면, 체중의 10배 이상의 부하가 발생된다고

언급되었다(McNitt-Gray, 1993; Panzer, Wood, Bates & Mason, 

1988). 이렇듯, 착지 동작에서 인체에 전달되는 부하와 충격

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Shin, 2017; 

Dufek & Bates, 1990; Hrysomallis, 2007; Jo, 1999; Kim, Shin,

Seon & Kwon, 2008; Marshall, Padua & Mcgrath, 2007) 뛰어

차기의 착지 구간에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력과 부하율 등을

살펴보고 충격을 감소시켜 발생 가능한 상해를 예방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Dufek & Bates, 1990). 이때, 충격 흡

수 정도를 수직 강성(vertical stiffness)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

으며, 수직 강성은 신체중심의 수직 변위와 지면반력 간의 관

계를 의미한다(Butler, Crowell & Davis, 2003) 지나친 수직 강

성은 근 골격계 손상을 유발하고 충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Granata, Padua & Wilson, 2002; Shultz, Schmitz, 

Nguyen & Levine, 2010; Williams, McClay, Scholz, Buchanan & 

Hamill, 2003; Williams, McClay & Hamill, 2001). 또한, 착지 구

간에서 발생되는 상해 기전은 하지관절의 복합적인 움직임으

로 판단할 수 있다(Hewett et al., 2005). 착지 구간에서 발목관

절의 저측굴곡과 외번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무릎관절의 굴

곡과 외전 움직임에 이어 엉덩관절의 내측회전과 내전 움직임

이 나타남에 따라 하지관절에 상해 발생률이 증가된다(Agel,

Evans, Dick, Putukian & Marshall, 2007). 이와 더불어 착지 순간

발끝의 방향에 따라 무릎관절의 회전 근 모멘트를 변화시키고

무릎관절에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Cha, 2017; Joo, 2014;

Jamison, Pan & Chaudhari, 2012; Zazulak, Hewett, Reeves,

Goldberg & Cholewicki, 2007)를 통하여 착지 순간 지면에 놓

이는 발분절의 각도도 상해 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착지 동작을 부드럽게 할수록 발목관절에

비하여 무릎관절과 엉덩관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Devita & Skelly, 1992), 착지 높이가

높아질 수록 엉덩관절 주변 근육 사용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Zhang, Bates & Dufek, 2000). 그리고 착지 구간의 신체

중심(center of mass [COM])과 힘의 작용점(center of pressure

[COP])의 움직임으로 안정성과 균형성을 평가하여 기술 수행

직후, 균형을 잃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Lee & Chou, 2006; Lugade, Lin & Chou, 2011; 

Ryu, Yoo, Park & Yoon, 2012; Yoo & Ryu, 2012; Yoo et al., 2013; 

Yoo, Park, Yoon, Lim & Ryu,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착지 동작의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태권도 뛰어 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한 상해 요인를 분석하고

자유 품새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인 착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METHOD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대학교 태권도 시범 단원 중 시범 경

력이 3년 이상인 14명을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 교

육을 통해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선수로 한정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되었다. 이때,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

의 승인을 받았다(과제관리번호: 1263-201810-HR-055-02). 상해

경험 및 유형 등에 대한 조사는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서 사용된 National Olympic

Committees (NOC) 상해 및 질병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Engebretsen, Steffen & Alonso, 2010; Engebretsen,

Soligard & Steffen, 2013; Soligard, Steffen & Palmer-Green,

2015; Soligard et al., 2017). 집단은 상해 미경험 집단(non-injury



KJSB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of Landing Motion of Jumping Front Kick to Apply Free Style Poomsae of Taekwondo 39

http://e-kjsb.org

group, [NG], n=5, age: 20.5±0.9 years; height: 171.6±3.6 cm; 

body weight: 65.7±4.4 kg; career: 5.0±2.7 years)과 상해 경험 집

단(injury group, [IG], n=9, age: 21.0±0.8 years; height: 170.9±

4.6 cm; body weight: 67.1±7.0 kg; career: 8.6±5.0 years)으로 구

분되었다. IG는 모두 뛰어 차기 기술 수행 후 착지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무릎과 발목관절의 염좌, 인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로 조사되었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는 태권도 뛰어 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한 상해 요인

을 분석하고 자유 품새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인 착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뛰어 차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본 기술인 뛰어

앞차기를 분석하였다. 우선,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도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며,

지름 2 cm로 제작된 반사마커(reflection marker)를 인체관절 중

심점과 분절 표면에 부착하고 하지 근육에 근전도(Zero-wire

EMG, Aurion, Italy)를 부착하였다. 이때, EMG electrode (Fiab,

Italy)를 부착한 하지 근육 위치는 중둔근(Gluteus Medius), 대퇴

직근(Rectus Femoris), 대퇴이두근(Hamstrings),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비복근(Gastrocnemius Lateral)이다. 뛰어 앞차기 높이

는 230 cm로 통일하여 진행하였으며, 도약과 뛰어 앞차기 목

표물까지 태권도 매트를 바닥에 설치하여 격파 경기장과 동일

한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 간에 착지 동작의 차이가

착지 전략의 차이로 평가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에 착지 이전

동작을 최대한 동일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하였다. 시도 횟수는

5회씩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으로 동작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하였다. 지면반력기(AMTI BP 1200 × 1200, USA)

위에서 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약 시작 위치를 사전에

조정하였으며, 주변에 8대의 적외선 카메라(Oqus 300, Qualysis,

Sweden)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적외선 카메라의 촬영속도

(sampling rate)는 200 Hz, 지면반력기와 근전도는 2,000 Hz로

설정하였다.

3. 자료 처리

태권도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한 상해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Qualisys Track Manager software (Qualisys, Sweden)

와 Matlab R2016b software (The Mathworks, USA)를 사용하였

으며, 촬영한 5회 중 3회를 분석하였다. 영상 자료는 NLT (non 

linear transformation) 방법을 통하여 3차원 좌표값으로 변환

시켜 사용하였으며, Butterworth 4th order low-pass filter로

smoothing하였다. 이때,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는 12 Hz

로 설정하였다. 또한, 근 활성 자료는 차단주파수 40~400 Hz

로 Band-pass filter로 smoothing하였으며, 정류(rectify)하여 분

석하였다.

4. 분석구간

본 연구에서 분석 구간은 (Figure 1)과 같이 뛰어 앞차기를

수행한 후,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신체중심의 높이가 가

장 낮게 위치한 순간까지를 착지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5. 분석 변인

1) 신체중심 최대 높이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에 뛰어 앞차기 최대 높

Figure 1. Analysis of Land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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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신체중심의 최대 높

이를 산출하였다(Lugade et al., 2011; Ryu et al., 2012; Yoo &

Ryu, 2012).

2) 충격 변인

충격 변인은 발이 지면에 닿은 착지 순간(initial foot con-

tact)부터 수직 지면반력이 최대 발현 시점(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까지를 충격 발생 구간으로 정의하고 이

때의 충격량(Impulse)과 평균 충격력(Mean impact force), 부하

율(Loading rate), 수직 강성(Vertical stiffness)을 산출하였다. 우

선, 충격량은 충격 발생 구간의 수직 지면반력을 적분하여 합

한 총 충격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때,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충격 발생 구간의 충격력을 계산하였다(Nigg, 2010). 부하율은

수직 지면반력의 최대값을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기울기를 계

산하였다(Nigg, 2010). 본 연구에서 모든 지면반력 자료는 체중

(Body weight)으로 표준화하여 대상자 간의 오차를 제거하였다.

수직 강성은 착지 구간의 수직 지면반력 최대값과 신체중심의

수직 변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Butler et al., 2003).

����������������� =
����

∆��

���� = 최대 수직 지면반력, ∆�� = 신체중심 수직 변위

를 의미한다.

3) 하지 관절각

하지관절의 3차원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하여 착지하는 다

리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각도를 산출하였으며

(Hamill & Ryu, 2003; Winter, 2009; Yoo, Jung & Ryu, 2016), 하

지관절각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또한 착지 순간 착

지 발분절의 각도는 (Figure 2)와 같다.

4) 착지 안정성 & 균형성

착지 구간의 안정성과 균형성은 COM의 변위와 COP의 범위

와 평균속도로 평가하였다. COM은 정확한 인체 측정학 모델

을 기준으로 인체 각 분절의 근위와 원위에 부착한 마커의 좌

표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Winter, Patla, Prince, Ishac &

Gielo-Perczak, 1998; Lugade et al., 2011; Ryu et al., 2012; Yoo &

Ryu, 2012), COP는 지면반력기에서 측정되는 수직 지면반력과

전후, 좌우 모멘트의 관계로 산출하여(Hamill & Ryu, 2003) 시

간 함수에 대한 크기의 폭과 빠르기로 범위와 속도를 산출하

였다.

5) 하지 근 활성도 & 근 활성 시점

착지 구간의 주요 하지 근육의 활성 시점(onset time)과 활

성도(muscle activity)는 착지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지 근육을 선정하여 초기 인체 거의 움직임이 없는 1,000 ms

동안의 근 활성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2배의 합을 역치(thresh-

old)로 설정하여 이 값보다 커지는 순간을 최초 근 활성 시점

으로 산출하였다(Colby et al., 2000; Shultz et al., 2000; Ryu & 

Chin, 2018). 이때, 발끝이 지면에 닿는 순간을 기준으로 (+)은

착지 이후 근 활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은 착지 이전

근 활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지 근 활성도는

착지 구간을 RMS (root mean square)로 계산하여 상대적인

근 활성 수준(%)으로 표현하였으며, MVC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는 착지 구간 중 최대값의 전후 50 frames 씩 win-

dows size 101로 설정하여 이를 100%의 활성도로 간주하여

Table 1. Orientation of joint's movement

Joint
X axis Y axis Z axis

(+) (-) (+) (-) (+) (-)

Hip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External rotation Internal rotation

Knee Flexion Extension - - - -

Ankle Dorsiflexion Plantarflexion Eversion Inversion - -

Figure 2. Landing foo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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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Nagano, Ida, Akai & Fukubayashi, 2001, 2017; Yoo 

et al., 2014).

6.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1.0 (IBM, USA)을 이용하였고,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

본 t 검증(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 구간

과 효과크기(Cohen's d)를 제시하였다. 또한, 충격에 미치는 변

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 이때,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1. 신체중심 최대 높이

뛰어 앞차기를 실시하는 동안 COM의 최대 높이는 (Table 2)

와 같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충격 변인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

한 충격 변인은 (Table 3)과 같으며, IG가 NG에 비하여 평균 충

격력, 최대 수직 지면반력, 부하율, 수직 강성이 크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3. 하지 관절각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

한 하지관절각은 발끝이 지면에 닿는 착지 순간과 최대 수직

지면반력 발현 순간, 착지 구간의 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엉덩관절

의 굴곡 · 신전각, 외전 · 내전각, 외측회전 · 내측회전각, 무릎관

절의 굴곡 · 신전각, 발목관절의 배측굴곡· 저측굴곡각, 외번 · 내

번각에 대한 집단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착지 순간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각은 NG가 -7.80±5.04 deg, IG가 -2.51±

4.40 deg로 NG가 IG에 비하여 저측굴곡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다.

4. 착지 안정성 & 균형성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

한 안정성과 균형성 변인은 (Table 5)와 같으며, 집단 간에 통

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인체 안정성을 의미하는 COM 변

위는 NG가 IG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균형

성을 의미하는 COP 범위와 속도는 NG가 IG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Comparisons of impact variables between NG and IG during landing phase

Variables NG IG
95% Confidence intervals

t p Effect size (d)
Lower Upper

Height (cm) 171.39±7.51 168.95±5.58 -5.21 10.08 .694 .501 0.32

Table 3. Comparisons of impact variables between NG and IG during landing phase

Variables NG IG
95% Confidence intervals

t p Effect size (d)
Lower Upper

IP (Ns) 0.12±0.02 0.11±0.01 -0.01 0.03 1.121 .284 0.43

IF (BW) 2.43±0.36 2.51±0.47 -0.61 0.46 -.302 .768 0.21

MG (BW) 5.88±0.33 5.96±0.74 -0.71 0.55 -.280 .784 0.24

LR (BW/s) 125.41±10.91 136.40±30.17 -41.89 19.90 -.775 .453 1.01

VS (BW/cm) 0.38±0.02 0.42±0.09 -0.11 0.04 -1.030 .328 1.46

NG: non injury group, IG: injury group, IP: impulse, IF: mean impact force, MG: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LR: loading
rate, VS: vertical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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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lower extremities angles between NG and IG during landing phase

Angles (deg) NG IG
95% Confidence intervals

t p
Effect size

(d)Lower Upper

Foot angle at FC 139.00±22.19 127.78±29.70 -22.11 44.55 .734 .477 0.51

Hip FE angle at FC 44.99±6.13 39.53±19.63 -14.48 25.41 .597 .562 0.89

Hip FE angle at MG 57.66±5.01 49.15±20.01 -7.25 24.26 1.209 .255 1.70

Hip FE ROM 52.79±8.75 55.34±11.62 -15.61 10.52 -.424 .679 0.29

Hip AA angle at FC 43.80±6.01 37.14±9.45 -3.63 16.94 1.410 .184 1.11

Hip AA angle at MG 45.60±5.19 37.75±9.70 -2.44 18.15 1.663 .122 1.52

Hip AA ROM 13.55±9.02 19.47±9.46 -17.24 5.40 -1.139 .277 0.66

Hip EI angle at FC 8.88±4.99 14.17±9.82 -13.92 3.34 -1.337 .206 1.06

Hip EI angle at MG 9.82±5.35 10.91±12.76 -11.77 9.58 -.225 .826 0.20

Hip EI ROM 14.53±4.39 19.10±5.41 -10.77 1.62 -1.609 .134 1.04

Knee FE angle at FC 16.34±9.05 20.60±7.56 -14.08 5.56 -.945 .363 0.47

Knee FE angle at MG 35.43±7.78 37.73±10.01 -13.64 9.03 -.443 .666 0.30

Knee FE ROM 54.01±15.14 63.98±18.69 -31.35 11.41 -1.016 .330 0.66

Ankle DP angle at FC -40.60±5.09 -39.14±10.41 -12.39 9.47 -.291 .776 0.29

Ankle DP angle at MG 13.12±4.55 13.34±5.57 -6.60 6.16 -.074 .942 0.05

Ankle DP ROM 58.44±4.01 57.99±13.81 -10.53 11.44 .092 .929 0.11

Ankle EV angle at FC -7.80±5.04 -2.51±4.40 -10.91 .33 -2.051 .063 1.05

Ankle EV angle at MG -2.16±8.13 0.65±7.94 -12.54 6.92 -.628 .541 0.35

Ankle EV ROM 7.32±3.02 8.29±4.38 -5.80 3.87 -.436 .670 0.32

NG: non injury group, IG: injury group, FC: foot contact on ground, MG: maximum ground reaction force, ROM: range of motion 
during landing, FE: flexion(+) & extension (-), AA: abduction (+) & adduction (-), EI: external rotation (+) & internal rotation (-), 
DP: dorsiflexion (+) & plantarflexion (-), EV: eversion (+) & inversion (-)

Table 5. Comparisons of stability and balance variables between NG and IG during landing phase

Variables NG IG
95% Confidence intervals

t p
Effect
size (d)Lower Upper

ML COM displacement (cm) 1.08±0.51 0.88±0.42 -0.35 0.75 .806 .436 0.40

AP COM displacement (cm) -7.92±1.46 -7.38±1.95 -1.65 2.73 .534 .603 0.37

SI COM displacement (cm) -15.32±1.07 -14.73±2.97 -2.46 3.64 .421 .681 0.55

ML COP range (cm) 8.13±4.14 13.00±8.89 -14.16 4.42 -1.142 .276 1.18

AP COP range (cm) 11.14±3.35 26.37±30.88 -39.05 8.59 -1.464 .180 4.54

ML COP mean velocity (cm/s) 93.49±47.37 116.96±58.81 -39.08 86.02 -.818 .430 0.40

AP COP mean velocity (cm/s) 150.71±56.22 156.67±134.42 -145.05 133.13 -.093 .927 0.11

NG: non injury group, IG: injury group, ML: mediolateral, AP: anteroposterior, SI: superoinferior, COM: center of mass, COP: center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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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지 근 활성도 & 근 활성 시점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

한 하지 근육의 활성 시점과 활성도는 (Table 6)과 같으며, 근

활성 시점은 NG가 IG에 비하여 빠르게 활성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근 활성도를 살펴보면, 중둔근

의 경우 NG가13.68±11.23%, IG가 4.52±1.13%로 p=.041, effect

size (d)=1.2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NG가 IG에 비하여 크게 나

타났다.

6. 상관계수

뛰어 앞차기 착지 구간의 충격 변인과 하지관절각 간의 상

관계수는 상관계수는 (Table 7)과 같다. 평균 충격력은 착지 순

간 발 각도와의 상관계수가 r=-.775 (p=.001)로 부적 상관관

계, 엉덩관절 굴곡 · 신전 가동범위와 r=-.564 (p=.018)로 부적

상관관계, 착지 순간 발목관절의 배측 · 저측굴곡각과 r=.694

(p=.003)로 정적 상관관계, 발목관절의 가동범위와 r=-.683 (p

=.004)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최대 수직 지면반력은 착

지 순간 엉덩관절 외측 · 내측회전각과의 상관계수가 r=-.497

(p=.035), 최대 지면반력 발현 순간 엉덩관절 외전 · 내전각과

r=-.482 (p=.040), 최대 지면반력 발현 순간 무릎관절 굴곡 · 신

전각과 r=-.612 (p=.010)로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하율은 착지 순간 발 각도와의 상관계수가 r=-.560 (p=.019)

로 부적 상관관계, 착지 순간과 지면반력 발현 순간 엉덩관절

외전 · 내전각과 r=-.573 (p=.016), r=-.635 (p=.007)로 부적 상

관관계, 착지 순간 발목관절의 배측 · 배측굴곡각과 r=.743 (p

=.001)로 정적 상관관계, 발목관절의 가동범위와 r=-.564 (p

=.018)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수직 강성은 착지 순간

발 각도와의 상관계수가 r=-.552 (p=.020)로 부적 상관관계,

착지 순간과 최대 지면반력 발현 순간 엉덩관절 외전 · 내전각

과 r=-.638 (p=.007), r=.656 (p=.005)로 부적 상관관계, 착지

순간 엉덩관절 외측 · 내측회전각과 r=-.480 (p=.041)로 부적

상관관계, 착지 순간 발목관절의 배측 · 배측굴곡각과 r=.822

(p=.001)로 정적 상관관계, 가동범위와 r=-.566 (p=.017)로 부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뛰어 앞차기 착지 구간의 충격 변인과 안정성 및 균형성 변

인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8)과 같다. 우선, 평균 충격력은 전

후 COM 변위와의 상관계수가 r=-.680 (p=.004), 상하 COM 

변위와 r=-.573 (p=.016), 좌우 COP 속도와 r=.501 (p=.034)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부하율은 전후 COM 변위와

의 상관계수가 r=-.643 (p=.007), 상하 COM 변위와 r=-.731 (p

=.001)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수직 강성은 전후

COM 변위와의 상관계수가 r=-.615 (p=.010), 상하 COM 변위

와 r=-.813 (p=.000)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뛰어 앞차기 착지 구간의 충격 변인이 하지 근 활성 시점 및

활성도와의 상관계수는 (Table 9)와 같다. 우선, 평균 충격력은

중둔근 근 활성 시점과의 상관계수가 r=-.530 (p=.026)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수직 지면반력 최대값은 대퇴직근 근

활성 시점과의 상관계수가 r=.485 (p=.039)로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수직 강성은 햄스트링 근 활성 시점과의 상관계

수가 r=.491 (p=.037)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s of Lower muscular activities between NG and IG during landing phase

Muscular activities NG IG
95% Confidence intervals

t p
Effect size

(d)Lower Upper

GM onset time (sec) -0.34±0.04 -0.31±0.03 -0.07 0.01 -1.644 .126 0.73

RF onset time (sec) -0.32±0.04 -0.31±0.04 -0.06 0.05 -.147 .886 0.09

HT onset time (sec) -0.35±0.04 -0.31±0.05 -0.10 0.02 -1.474 .166 0.99

TA onset time (sec) -0.33±0.03 -0.33±0.05 -0.05 0.05 -.183 .858 0.14

GL onset time (sec) -0.34±0.03 -0.32±0.04 -0.07 0.03 -1.051 .314 0.76

GM activation (%) 13.68±11.23 4.52±1.13 -17.82 -0.50 2.425 .041 1.22

RF activation (%) 14.62±12.66 15.63±13.89 -17.40 15.39 -.133 .896 0.08

HT activation (%) 24.67±2.57 28.63±11.43 -12.91 4.99 -.994 .345 1.54

TA activation (%) 19.76±21.41 13.18±9.19 -19.54 32.69 .654 .543 0.31

GL activation (%) 12.58±14.41 12.99±7.17 -12.77 11.95 -.072 .944 0.03

NG: non injury group, IG: injury group, GM: gluteus medius, RF: rectus femoris, HT: hamstrings, TA: tibialis anterior, GL: gastrocnemius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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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mpact variables and stability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IF MG LR VS

Foot angle at FC r=-.775 (p=.001) r=.054 (p=.428) r=-.560 (p=.019) r=-.552 (p=.020)

Hip FE angle at FC r=-.395 (p=.081) r=-.353 (p=.108) r=-.343 (p=.115) r=-.231 (p=.214)

Hip FE angle at MG r=-.397 (p=.080) r=-.287 (p=.160) r=-.290 (p=.157) r=-.187 (p=.261)

Hip FE ROM r=-.564 (p=.018) r=-.146 (p=.309) r=-.447 (p=.054) r=-.324 (p=.129)

Hip AA angle at FC r=-.291 (p=.157) r=-.242 (p=.202) r=-.573 (p=.016) r=-.638 (p=.007)

Hip AA angle at MG r=-.374 (p=.094) r=-.482 (p=.040) r=-.635 (p=.007) r=-.656 (p=.005)

Hip AA ROM r=-.214 (p=.232) r=.348 (p=.111) r=-.201 (p=.246) r=-.357 (p=.105)

Hip EI angle at FC r=-.278 (p=.168) r=-.497 (p=.035) r=-.444 (p=.056) r=-.480 (p=.041)

Hip EI angle at MG r=-.275 (p=.171) r=-.327 (p=.127) r=-.355 (p=.107) r=-.405 (p=.075)

Hip EI ROM r=-.183 (p=.266) r=.021 (p=.472) r=-.143 (p=.313) r=-.145 (p=.310)

Knee FE angle at FC r=.276 (p=.170) r=-.178 (p=.272) r=.192 (p=.255) r=.290 (p=.157)

Knee FE angle at MG r=.100 (p=.367) r=-.612 (p=.010) r=.006 (p=.493) r=.142 (p=.314)

Knee FE ROM r=-.306 (p=.144) r=-.306 (p=.144) r=-.135 (p=.322) r=-.101 (p=.365)

Ankle DP angle at FC r=.694 (p=.003) r=.172 (p=.279) r=.743 (p=.001) r=.822 (p=.000)

Ankle DP angle at MG r=-.231 (p=.213) r=.243 (p=.202) r=-.122 (p=.339) r=-.053 (p=.429)

Ankle DP ROM r=-.683 (p=.004) r=-.080 (p=.393) r=-.564 (p=.018) r=-.566 (p=.017)

Ankle EV angle at FC r=-.104 (p=.361) r=.229 (p=.215) r==-.037 (p=.450) r=-.165 (p=.287)

Ankle EV angle at MG r=-.151 (p=.303) r=-.074 (p=.400) r=-.235 (p=.210) r=-.381 (p=.089)

Ankle EV ROM r=-.175 (p=.275) r=-.420 (p=.068) r=-.343 (p=.115) r=-.418 (p=.069)

IP: impulse, IF: mean impact force, MG: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LR: loading rate, VS: vertical stiffness, FC: foot 
contact on ground, MG: maximum ground reaction force, ROM: range of motion during landing, FE: flexion(+) & extension (-), 
AA: abduction (+) & adduction (-), EI: external rotation (+) & internal rotation (-), DP: dorsiflexion (+) & plantarflexion (-), EV: 
eversion (+) & inversion (-)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mpact variables and stability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IF MG LR VS

ML COM displacement r=.226 (p=.219) r=.034 (p=.454) r=.135 (p=.322) r=.102 (p=.365)

AP COM displacement r=-.680 (p=.004) r=.017 (p=.477) r=-.643 (p=.007) r=-.615 (p=.010)

SI COM displacement r=-.573 (p=.016) r=.029 (p=.460) r=-.731 (p=.001) r=-.813 (p=.000)

ML COP range r=-303 (p=.146) r=.280 (p=.166) r=-162 (p=.290) r=-085 (p=.386)

AP COP range r=-177 (p=.272) r=.351 (p=.109) r=-197 (p=.249) r=-241 (p=.204)

ML COP mean velocity r=.501 (p=.034) r=.246 (p=.198) r=-304 (p=.145) r=-142 (p=.314)

AP COP mean velocity r=.290 (p=.158) r=.329 (p=.125) r=-346 (p=.113) r=-398 (p=.079)

IP: impulse, IF: mean impact force, MG: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LR: loading rate, VS: vertical stiffness, ML:
mediolateral, AP: anteroposterior, SI: superoinferior, COM: center of mass, COP: center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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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에서 살펴본 뛰어 앞차기는 가장 대표적인 태권도

시범 도약 격파 기술 중 하나이다. 그 동안 뛰어 앞차기는 높

이 차기 위한 기술로, 높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왔

으며, 이와 관련된 운동역학적 선행연구(Ha et al., 2007; Lee,

2007; Shin, 2017)도 도약과 공중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최근에 뛰어 앞차기를 비롯한 뛰어 차기 전반에 착지 위

험성이 부각되어 있으며(Bae, 2014; Goh, 2012; Goh et al., 2012; 

Moon et al., 2007; Lee & Shin, 2009), 자유 품새 종목이 신설

되고 동작 간의 연결성과 속도 조절 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라

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하지 상해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 착지 동작의 상해 요인을 분석하고 자유 품새에 적용

을 위한 안정적인 착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 상해 경험 유무에 따른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에 대

한 충격, 하지관절각, 안정성 및 균형성, 근 활성도의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착지 구간 중둔근의 근 활성도에서 상해를 경

험하지 않은 집단이 상해를 경험한 집단에 비하여 크게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외발 착지 동작에서 충격이 크게 발생되는

여자 선수의 경우 대둔근의 근 활성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Zazulaket et al., 2005)와 착지 순간 둔근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연구(Decker, Torry, Wyland,

Sterett & Richard, 2003)로 알 수 있듯이, 상해를 경험한 집단

에 비하여 상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착지 순간 중둔근

이 더 크게 활성되어 무릎관절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외반슬

(valgus)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태라 판단된다. 이때, 

모든 하지 근육의 초기 근 활성 시점이 발끝이 지면에 닿기

전에 나타난 것은 외부 충격에 대한 하지 근육의 선 반응(pre-

activation)의 형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 반응은 동적인 상

황에서 관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Lephart, Abt & Ferris, 2002).

인체 안정성을 의미하는 COM 변위는 상해를 경험하지 않

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균형성을 의미하

는 COP 범위와 속도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우수, 비 우수 선수 간의 외발서기인 태권도 학다리서기의 균

형성과 안정성을 비교한 연구(Ryu et al., 2012)에서도 보고되

었듯이, 항상 균형성과 안정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하지 근력이 우수하고 기술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우수한 균형 능력으로 동작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해를 경험하

지 않은 집단이 뛰어 앞차기를 수행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신체중심의 이동을 크게 하

였음에도 균형성은 우수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의 충격과 하지관절각, 안정성 및 균형성 관련 변인들은 집

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지 상해 유무에 따

른 하지 근력과 균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발목관절

의 좌우 비대칭에서만 차이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연구(Ryu 

& Lee, 2019)와 유사한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 대상자 수를 증

가시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착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착지 순간 지면에 놓여진 발분

절의 각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충격력, 부하율, 수직 강성이 작

게 나타났다. 착지 순간 발 각도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발끝

의 방향을 도약한 방향과 반대를 향하게 하여 착지한다는 것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mpact variables and Muscular activities

Correlation coefficients IF MG LR VS

GM onset time r=-.530 (p=.026) r=.253 (p=.191) r=-.105 (p=.361) r=-.073 (p=.402)

RF onset time r=-.151 (p=.304) r=.485 (p=.039) r=.152 (p=.302) r=.193 (p=.255)

HT onset time r=.004 (p=.495) r=.223 (p=.222) r=.340 (p=.117) r=.491 (p=.037)

TA onset time r=-.329 (p=.125) r=.065 (p=.413) r=.176 (p=.273) r=.257 (p=.187)

GL onset time r=-.056 (p=.424) r=.215 (p=.230) r=.286 (p=.161) r=.419 (p=.068)

GM activation r=-.058 (p=.422) r=.092 (p=.377) r=.018 (p=.476) r=-.048 (p=.436)

RF activation r=-.257 (p=.188) r=-.097 (p=.371) r=-.227 (p=.217) r=-.212 (p=.234)

HT activation r=-.243 (p=.202) r=-.331 (p=.123) r=-.119 (p=.342) r=-.027 (p=.464)

TA activation r=.227 (p=.217) r=.038 (p=.448) r=.189 (p=.258) r=.208 (p=.238)

GL activation r=-.040 (p=.445) r=.003 (p=.495) r=-.014 (p=.481) r=.006 (p=.492)

IP: impulse, IF: mean impact force, MG: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LR: loading rate, VS: vertical stiffness, GM: gluteus
medius, RF: rectus femoris, HT: hamstrings, TA: Tibialis anterior, GL: gastrocnemius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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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발을 순간적으로 틀어서 착지하는 것이 인체에

전달되는 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 판단

된다. 이와 더불어 엉덩관절의 외전각과 외회전각이 증가할수

록 부하율과 수직 강성이 감소한다는 것도 착지 발 각도를 도

약 방향과 반대로 내려놓기 위한 엉덩관절의 각도 변화라 판

단된다. 시상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착지 순간 발목관절의

저측굴곡각이 증가할수록 충격력과 부하율, 수직 강성이 감소

하였으며, 수직 지면반력의 최대 발현 순간 무릎관절의 굴곡

각이 증가할수록 수직 지면반력이 감소하였다. 또한, 발목관절

의 배측굴곡 · 저측굴곡 가동범위와 엉덩관절 굴곡 · 신전 가동

범위가 증가할수록, 클수록 충격력, 부하율, 수직 강성이 감소

하였다. 무릎 손상을 경험한 선수와 경험하지 않은 선수 간에

착지 동작에서 무릎관절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무릎관절의

최대 굴곡각이 손상을 경험하지 않은 선수가 상대적으로 10도

정도 크게 나타난 연구(Hewett et al., 2005; Lephart et al., 2002)

와 일맥 상통한 결과라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시상면의 하지관

절각은 신체중심의 상하, 전후 변위 증가를 유도하고 그로 인

한 충격 흡수 기전이 충분히 발현된 결과라 판단된다. 근 활성

도를 살펴보면, 대퇴직근과 햄스트링 근육의 착지 이전 활성

이 빠를수록 수직 지면반력 최대값과 수직 강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스포츠 활동 중 착지 동작에서 근 활성 시점은

착지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esier, Lloyd, Ankland & 

Gochrane, 2001; Besier, Lloyd & Ankland, 2003; Cowling &

Steele, 2001; Myer et al., 2009; Rozzi, Lephart, Gear & Fu, 1999;

Wojtys, Kothari & Huston, 1996; Zazulak et al., 2005) 햄스트링

근 활성이 착지 이전에 빠르게 나타날수록 무릎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Huston & Wojtys, 1996). 또한,

대퇴사두근에 비하여 햄스트링 근 활성도가 작고 느리게 발현

되면, 무릎관절 상해가 발생된다는 언급(Myklebust et al., 2003;

Yasuharu, Hirofumi, Masami & Toru, 2007)과 달리기와 점프, 착

지 동작에서 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Myer et al., 2009)에서 알 수 있듯이, 착지 순간 햄

스트링 근육의 빠른 활성과 대퇴직근과의 균형이 착지 안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CONCLUSION

뛰어 앞차기의 착지 동작을 살펴보면, 착지 시 발생한 최대

충격력은 체중 대비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격을 감소시키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뛰어 앞차기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착지 구간에서 하

지관절 움직임을 크게 하여 상하 방향의 신체중심 움직임도

최대한 크게 유도함으로써 충격 흡수 및 완화 기능이 발현되

리라 판단된다. 이때, 무릎관절 굴곡근에 해당하는 햄스트링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하여 착지 구간의 무릎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무릎관절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둔근의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하여 착지 동작의 안정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착지 구간에서 중둔근의 마

지막으로 안정적인 착지를 위해서는 착지 순간 발 각도를 도

약 방향과 반대로 향하게 틀어서 내려놓는 것이 충격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훈련이 요

구된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착지 발의 각도 변화를 통하여 충

격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도약

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착지 방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상해 경험에 따라 착지 전략이 차

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상해를 경험한 집단은 상해 자체에

의한 기능적 변화나 상해로 인한 전략적인 변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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