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체육학 박사학 논문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요인에 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 학교 학원

체육교육과

문 제 헌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요인에 한 연구

지도교수 박 재 범

이 논문을 체육학 박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 학교 학원

체육교육과

문 제 헌

문제헌의 박사학 논문을 인 함

2016년 6월

원 장 김 선 진 (인)

부 원 장 이 기 (인)

원 문 진 (인)

원 송 욱 (인)

원 박 재 범 (인)



- I -

국문 록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요인에 한 연구

문 제 헌

서울 학교 학원

체 육 교 육 과

스포츠 상황에서 방십자인 부상은 격한 감속을 포함한 방향 환

동작에서 발생하며 매우 심각한 손상으로 연결된다.이에 본 연구는 방

향 환 동작 시 질주속도가 무릎 에 작용하는 부하와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방십자인 부하를 추정하여 방십자인 손상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부상 방지를 한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는 남자 고등학교 야구선수 14명(연령 :

17.42±0.69세,신장 :174.6±4.0cm,체 :73.3±8.94kg)으로 무릎

을 포함한 하지 근골격계에 부상 경험이나 병 인 이상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 다.실험 도구는 상분석 시스템(Qualisys7+,SWE),지면반력

측정기(Kistler9287BA,SWI),근 도 측정기(TelemyoDTS,USA)를

활용하 으며,3,4,5m/sec의 방향 환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연구 상자의 동작과 힘 정보를 획득하 다.주요 변인은 신체 심 속도,

무릎 의 각도와 힘, 방십자인 부하, 퇴 근육의 근 활성도 등으

로 정하 다. 한 실험으로 진행할 수 없는 높은 속도에서의 주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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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추정하기 하여 1,2차 회귀식을 작성하 다.속도(3,4,5

m/sec)와 동작(방향 환,러닝)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이

원배치분산분석(repeatedmeasurewithtwo-wayANOVA)을 수행하

다.사후분석으로는 응표본 차이검증(pairedt-test)을 실시하 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 증가에 따른 무릎 자세는 외

된 형태이다.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굴곡 모멘트,내측

회 모멘트는 증가하 다.하지만 무릎 의 내/외 모멘트 요인에서

는 가설과 반 로 내 모멘트가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의 성별,방향 환 측 유무에 따른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방십자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는 무릎 이 신 되어 외 과 내측회 된 상태로 착지하여

격한 감속을 동반한 방향 환 동작이라 할 수 있다.

둘째,착지 시 퇴사두근의 근 수축은 경골을 방으로 이동시켜

방십자인 부하를 가 시키고 이와 동시에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은

방십자인 부하 증가를 억제한다는 기 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본 연구에서 분석한 퇴 신 근( 퇴직근,내측 근,외측 근)과 굴

곡근( 퇴이두근,반건양근)의 동시수축 비율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신 근의 비율이 증가하고 굴곡

근의 비율이 감소하 다.하지만 러닝 동작의 비율은 질주속도 변화에

향을 받지 않았다. 한 방십자인 부하와의 동시수축 비율과의 상

분석 결과에서도 부하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

다.따라서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은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

상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방향 환 동작의 착지 시 무릎 의 굴곡 정도는 방십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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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 시 질주속도 증가에 따른 무릎 굴곡 각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하지만 러닝 동작에서는 굴곡 각도가 확연히 증가하 고 방십

자인 부하는 방향 환 동작에 비하여 낮았다.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착

지 시 무릎 각도가 20° 후로 유지되었을 때 방십자인 부하가

높은 결과로 보고하고 있다.따라서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

상 방지를 해서는 무릎 을 보다 굴곡 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이

와 함께 발 분 이 신체 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상체를 진행방향으

로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방십자인 ,부상,모델링,방향 환,속도

학 번 :2012-3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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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방십자인 (ACL:AnteriorCruciateLigament)부상은 세계 으로

연간 200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Renström,2012). 방십자인 부

상 발생 원인을 조사한 역학(epidemiology)연구에 의하면,수술을 필요

로 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스포츠나 여가활동 32.5%,일상생활

주거환경 26.1%,직장 상업 활동 9.3%로 나타났다.이 수술

이 필요한 부상 비율은 스포츠나 여가활동 65.1%,일상생활 주거환

경 11.1%,직장 상업 활동에서 4.5%의 비율을 보여 스포츠나 여가

활동 시 발생한 부상은 매우 심각한 손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Majewski,Susanne,& Klaus,2006).

국가별 방십자인 부상 비율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미국의 경우 축구,농구, 슬링,라크로스,야구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다(Hootman,Dick,& Agel,2007).뉴질랜드의

경우 럭비,축구,스키 종목에서 방십자인 부상 비율이 높았으며

(Gianotti,Marshall,Hume,& Bunt,2009),스 스의 경우에는 축구,스

키,핸드볼,테니스 순으로 나타났다(Majewskietal.,2006).우리나라는

축구,농구,스키,태권도 종목 순서로 방십자인 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정환,윤경호,배 경,어재형,김정원,박수연,

2008).따라서 방십자인 부상에 가장 노출된 종목은 일반 이 스

포츠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희망하는 종목으로 속도의 변화와 다

양한 방향으로 격한 환이 요구되는 축구,농구,야구 등의 구기종목

과 스키,테니스와 같은 일부 개인종목이라 할 수 있다(문화체육 부,

2015).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스포츠와 여가활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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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반 하면 향후 방십자인 부상 발생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부상 방지를 한 방안이 필요하다.

방십자인 부상의 유형은 선수 는 시설과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

하는 성 부상과 직 인 신체 이 없는 비 성 방십자인

부상(non-contactACLinjuri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 체

부상발생 빈도의 70% 가까운 수치가 비 성 방십자인 에 해당한

다(Boden,Dean,Feagin,& Garrett,2000;Koga,Nakamae,Shima,

Iwasa,& Myklebustetal.,2010;Bere,Flørenes,Krosshaug,Koga,&

Nordsletten,etal.,2011). 방십자인 부상은 무릎 의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반월 (menisci) 연골 표면(chondralsurface)의 손상,골

염(osteoarthritis)등의 부수 인 병 손상을 유도하게 된다(Yu &

Garrett,2007).이를 치료하기 해서 십자인 재건수술을 시도하는데

수술 후 3년 동안은 주축 이동(pivot-shift)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술

을 기 으로 86% 정도의 기능 회복률을 보인다(Beynnon,Johnson,

Fleming,Kannus,& Kaplanetal.,2002).완치 후에도 무리한 움직임은

반월 과 연골 표면에 충격을 주어 이차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치명 인 부상이라 할 수 있다(Finsterbush,Frankl,Matan,&

Mann,1990;Irvine& Glasgow,1992;Malinzak,Colby,Kirkendall,Yu,

& Garrett,2001). 한 재부상 비율은 25 %에 육박한다(Paterno,

Schmitt,Ford,Rauh,& Myeretal.,2010).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해서는 부상 발생 원인과 험 요인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Bahr& Krosshaug,2005).이를 실 하기

하여 코호트 연구(cohortstudy)가 진행되었는데 부상 상에 한 기술만

하 을 뿐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하 다(Hewett,Myer,Ford,Heidt,& Colosimo,etal.,2005).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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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십자인 부상의 경우 자신의 체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가 무릎 주변에 미치는 과도한 압력과 부하에 의한 것이기 때

문에 부상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해서는 무릎 주변의

구조 인 측면과 움직임 동작을 고려한 생체역학 근이 필요하다(Yu

&Garrett,2007).

기에 수행된 생체역학 연구는 사체를 해부하여 정 (static)이거나

정 인(quasi-static)상태에서 수동 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무릎

의 굴곡과 회 에 따른 방십자인 의 길이 변화를 제시한 해부학 자

료에 그쳤다(Andriacchi, Mikosz, Hampton, & Galante, 1983;

Crowninshield,Pope,& Johnson,1976).이후 보다 입체 인 사체실험과

컴퓨터 시뮬 이션의 도입을 통하여 무릎 에서 작용하는 과도한 장력

이 방십자인 부상에 가장 큰 원인임을 밝 냈으며 특히,정량 으로

제시한 방십자인 의 강성(stiffness),장력(tension),길이 변화 등의

수치는 후속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Abdel-Rahman &

Hefzy,1998;Blankevoort,Kuiper,Huiskes,& Grootenboer,1991;

Noyes,Butler,Grood,Zernicke,& Hefzy,1984;Seering,Piziali,Nagel,

& Schurman,1980;Shelburne,& Pandy,1997;Woo,Hollis,Adams,

Lyon,& Takai,1991;Yu,Walker,& Dewar,2001).다른 근으로 체

내(in-vivo)힘 측정 센서를 삽입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의 방십자

인 압력을 측정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부 성

과 자료 확보 수의 제한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Beynnon,

Howe,Pope,Johnson,& Fleming,1992;Fleming,Renstrom,Beynnon,

Engstrom,& Peuraetal.,2001).이러한 한계 을 종합해 보았을 때,

스포츠와 같이 역동 인 움직임이 포함된 상황에서의 방십자인 부상

에 한 측과 험 요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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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이 가장 실 이라 할 수 있다(Bates,Myer,Shearn,&

Hewett,2015;Yu& Garrett,2007;Lin,Gross,Ji,Padua,Weinhold,

Garrett,& Yu,2009;Shin,Chaudhari,& Andriacchi,2007;Weinhandl,

Earl-Boehm,Ebersole,Huddleston,Armstrong,& O'Connor,2013).

방십자인 부상 발생 기 은 인 에 가해지는 부하와 압력에 의하

여 발생하며 경골(tibia)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shear

force)이 가장 큰 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무릎 의 내/외 과

내/외측회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방십자인 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

인이라 하 다(Berns,Hull,& Patterson,1992).하지만 Markolf,

Burchfield,Shapiro,Shepard와 Finerman등(1995)의 연구에서는 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과 내/외 내측회 이 동반되었

을 시 방십자인 의 부하와 압력은 증가하 으나 외측회 의 경우 그

지 않은 결과로 보고하 다. 한 무릎 이 외 방향으로 이동하면

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방십자인 의 부하를 높인다는 연구와(Fukuda,

Woo,Loh,Tsuda,Tang,McMahon,& Debski,2003;Hollis,Takai,

Adams,Horibe,& Woo,1991;Markolfetal.,1995) 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endjaballah,

Shirazi-Adl,& Zukor,1997;Flemingetal.,2001).이러한 상반된 결과

를 보이는 이유와 련하여 Shin 등(2007)은 자유도(DoF,Degreeof

Freedom)를 제한하 거나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설명하 으나 근본 인 해답을 찾기 해서는 실제 움직임을 고

려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방십자인 부상과 퇴 근육의 작용에 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는

퇴사두근의 수축이 방십자인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증명하

기 하여 진행하 다(Arms,Pope,Johnson,Fischer,& Arvidss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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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84;Bernsetal.,1992;Beynnon,Fleming,Johnson,Nichols,&

Renström etal.,1995;DeMorat,Weinhold,Blackburn,Chudik,&

Garrett,2004;Draganich& Vahey,1990;Dürselen,Claes,& Kiefer,

1995;Fleming etal.,2001;Markolfetal.,1995;Withrow,Huston,

Wojtys,& Ashton-Miller,2006).그 결과 무릎이 신 된 상태에서 퇴

사두근의 강한 수축과 함께 후방으로 가해지는 지면반력은 방십자인

부하를 가 시키기 때문에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라 하 다(DeMoratet

al.,2004;Draganichetal.,1995;Dürselenetal.,1995;Flemingetal.,

2001;Markolfetal.,1995).DeMorat등(2004)의 체외(in-vitro)연구에서

는 퇴사두근의 근 수축이 방십자인 의 부상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인가를 악하기 하여 퇴와 하퇴를 20°굴곡 시킨 상태에서 4500N

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사두근의 근 수축 유도하 는데 실험 결

과 부상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수치로 보고하 다.하지만 비교 최근

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착지 퇴사두근의 근 수축을 유발시킨 결과,

방십자인 의 부하가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 퇴사두근의 근 수축은

부상 방지의 역할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방십자인 부상에

있어서 퇴사두근과 퇴이두근의 향을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Hashemi,Breighner,Jang,Chandrashekar, & Ekwaro-Osire,etal.,

2010).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방십자인 와 연 된 부상

험 요인을 정리하면,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이 방

십자인 의 부하 증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무릎 의 내/외 과

퇴의 내측회 모멘트도 일정 부분 향을 미친다. 한 무릎 이

신 된 상태에서 퇴사두근이 수축하거나 후방으로 가해지는 지면반력

은 방십자인 부상과 매우 한 련이 있다(Yu& Garrett,2007).

기존 운동역학 분야 연구에서는 부상 험 정도를 악하기 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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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운동학,운동역학 근

활성도 요인의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데 을 두었다(Beaulieu,

Lamontagne, & Xu, 2008; McLean, Borotikar, & Lucey, 2010;

Weinhandl,Joshi,& O’Connor,2010;Weinhandl,Smith,& Dugan,

2011).최근에는 컴퓨터 시뮬 이션의 발 과 함께 운동역학 분야에서도

방십자인 부상 동작에 한 험 요인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분석 동작은 무릎 에 충격을 주거나 격한 속도의 변화

와 방향의 변화를 주는 착지(Kernozek,& Ragan,2008;Laughlin,

Weinhandl,Kernozek,Cobb& Keenanetal.,2011;Pflum,Shelburne,

Torry,Decker,& Pandy,2004),정지 후 (Linetal.,2009),방향

환(McLean,Huang,Su,& vandenBogert,2004;McLean,Huang,&

vandenBogert,2008)동작을 상으로 무릎 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산출하 다.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만 방십자인 에 가해지는 부하

를 산출하여 제시하 고 착지자세를 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수반되는 방향 환 동작과 방십자인 부상과의 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 을 보완하고 방십자인

부상에 한 보다 정확한 근을 해서는 근골격계 모델을 활용한 시뮬

이션 연구가 필요하다.

1.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방향 환 동작 시 질주속도가 무릎 에 작용하는

부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십자인 의 부하를 추정하여 방십자

인 손상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부상 방지를 한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다.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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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질주속도의 변화에 따른 방향 환 러닝 동작 시 무릎 주

변과 방십자인 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구한다.

둘째,곡선 합 다항식을 활용하여 실제 실험 자료 보다 높은 속도의

운동역학 변인 결과를 산출한다.

셋째,무릎 각도에 따른 방십자인 부하 변화를 찰하여 부상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2.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방십자인 의 부하,

무릎 의 단력,외 내측회 모멘트는 증가할 것이다.

둘째,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퇴직근과 퇴이두근

의 근 활성도도 함께 증가하여 방십자인 부상 방지에 기여할 것이

다.

셋째,착지 시 무릎 굴곡 각도의 증가는 방십자인 부하를 감

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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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제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과 제한 을 갖는다.

1)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들은 남자 고등학교 문 야구선수로

선정하 다.

2)측정 시 실험실 환경(온도 습도 등)과 연구 상자가 가지고 있

는 생리 ,심리 요인은 완 히 통제하지 못한다.

3)운동역학 분석에서 인체의 은 핀 조인트(pinjoint)로 가정한다.

따라서 신체 을 기 으로 발생하는 분 의 미세한 이동과 마찰은

무시한다.

4)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십자인 모델과 부상 정 기 은 기존

사체연구에서 일반화하여 제시한 자료를 사용한다.

4.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 인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향 환 : 방 좌측으로 방향 환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5m 후방

에서 출발하여 지면반력 측정기에 오른발로 착지한 후 좌측 35°~55°방

향으로 환하여 왼발 착지를 수행한다.

2)무릎 각 : 퇴와 하퇴가 이루는 상 각으로 두 분 이 형성하

는 벡터를 내 의 정의에 의하여 계산한다. 후면 상에서의 움직임은 X

축,좌우면은 Y축,횡단면은 Z축으로 정의하 으며 방향성은 오른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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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따른다.

3)압력 심 과 발목 심 의 거리 :착지 시 지면반력 측정기에서

산출되는 압력 심 과 발목 심 의 후 좌우 방향의 변 차이로

정의한다.

4)무릎 의 단력과 모멘트 :운동학 운동역학 분석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보와 신체모수치를 운동방정식에 입하여 역동역학(inverse

dynamics)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5) 방십자인 부하 : 방십자인 부하는 무릎 의 움직임과 부

하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근육들에 의하여 작용하는 수동 인 힘

으로 한다.

6) 방십자인 부상 :무릎 에 후방 수평으로 작용하는 합력

2,000N 는 외 모멘트 125Nm 이상, 방십자인 부하가 2,160N

이상 작용한 경우로 한다(McLeanetal.,2008,Seering etal.,1980;

Shinetal.,2007;Wooetal.,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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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본 연구의 목 은 스포츠 활동 부상이 발생하는 동작을 상으로

운동역학 기반의 실험과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방십자인 상해

를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본 장에서

는 연구 목 달성을 하여 이론 배경이 되는 방십자인 부상 기

동작에 한 연구, 방십자인 부상 련 시뮬 이션 연구, 방

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연구 순으로 구성하 고 이와 련된 선행연

구를 요약하 다.

1. 방십자인 부상 기 에 한 연구

방십자인 부상의 부분은 신체 이 없는 비 성 부상으로

체 발생 비율의 70%에 해당한다(Bodenetal.,2000).가장 높은 방

십자인 발생률을 보이는 종목은 축구,농구,럭비,핸드볼 등 구기 종

목과 스키,태권도와 같은 일부 개인종목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환 등,

2008;Hootman,Dick,& Agel,2007;Gianotti,Marshall,Hume,&

Bunt,2009;Majewskietal.,2006).이러한 부상 발생 원인을 발생 기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Berns등(1992)의 연구에서

는 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과 무릎 의 내/외

내/외측회 이 동시에 작용하여 방십자인 에 가해지는 부하를 증가시

켜 부상을 야기한다고 하 다.하지만 Markolf등(1995)과 Finerman등

(1995)의 연구에서는 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과 내/외

내측회 이 동반되었을 시 방십자인 의 강성과 압력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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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외측회 의 경우 그 지 않은 결과로 보고하 다.이를 뒷받침하

는 연구로 Koga등(2010)은 핸드볼과 농구 경기 실제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하는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 한 상을 수집하여

image-matchingtechnique을 용하여 3차원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

과 지면 후 0.04sec이내에 경골의 외 과 내측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외측회 은 부상 후 반사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하 다.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하는 무릎 각도에 한 사체실험에서는

무릎 이 완 히 신 된 0°~30°사이에서 가장 높은 방십자인 장

력이 발생하여 무릎 이 신 될수록 부상의 험이 높다고 하 다

(DeMoratetal.,2004;Dürselenetal.,1995).이러한 결과는 실제 농구

경기 시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한 사례 상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

는데,부상이 발생한 경우 기 후 지면 시 무릎 각도

가 9°~27°이내에 들어오는 특징을 발견하여 스포츠 상황에서도 무릎

이 신 될수록 방십자인 부상 발생 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Krosshaug,Andersen,Olsen,Myklebust,& Bahr,2005).

한편, 퇴사두근과 퇴이두근의 기능과 방십자인 부상으로 작용

하게 되는 기 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무릎이 신 된 상태에서

퇴사두근의 강한 수축은 방십자인 부하를 가 시키기 때문에 방

십자인 부상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하 다(DeMoratetal.,

2004;Draganichetal.,1995;Dürselenetal.,1995;Fleming etal.,

2001;Markolfetal.,1995).특히,DeMorat등(2004)의 연구에서는 퇴

사두근의 근 수축이 방십자인 의 부상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사체 13구를 상으로 퇴사두근에 4,500N의

힘을 가하 는데 방십자인 의 직 인 열과 경골의 변형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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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 다.하지만 이와는 반 로 충격이 가해지기 에 작용하는

퇴사두근의 근 수축은 착지 시 달되는 충격력으로부터 방십자인

를 보호하는 역할이라 주장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방십자인 부상

과 퇴사두근의 역할에 한 재조사가 필요하다(Hashemi,etal.,2010).

이상과 같이 방십자인 부상 기 에 하여 정리하면,경골 근 에

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이 방십자인 의 부하 증가에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무릎 의 내/외 과 내측회 모멘트도 일정 부분 향

을 미치나 외측회 에 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 무릎 이 신 된

상태에서 퇴사두근이 수축은 부상과 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 이나

보호의 기 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기에 움직임 형태를 반 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방십자인 부상 동작에 한 연구

스포츠 활동 무릎 주변의 부상 가장 높은 부상 빈도를 보이

는 부 는 방십자인 이다(Lind, Menhert, & Pedersen, 2009;

Majewskietal.,2006).Majewski등(2006)은 10년 간 스포츠 활동

발생한 7,767건의 무릎 부상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내측회

쇼크가 44.82%,뒤틀림이 33.88%로 나타났다.이 내측회 쇼크

에 의한 구조 이상을 보인 3,482건의 사례 1,580건(45.4%)의 부

상 부 는 방십자인 로 나타났다.하지만 방십자인 부상 기 과

련된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내측회 의 쇼크는 방

십자인 부상을 독단 으로 야기하는 원인이 아니라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과 근 수축에 의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 을 경우 부상이 발생한다

는 이론이 지배 이다(Yu& Garrett,2007).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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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동작을 방십자인 부상 험 동

작으로 정의한 후 이들 동작에서의 세부 요인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동작은 주로 착지(Kernozek& Ragan,2008;Laughlinetal.,2011;

Pflum etal.,2004),정지 후 (Linetal.,2009),방향 환 동작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Malinzak etal.,2001;McLean,etal.,2004;

McLeanetal.,2008).

Kernozek과 Ragan(2008)은 16명의 여성 운동선수를 상으로 60cm

높이에서 두발 착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방십자인 의 장력을 조사

하 다.연구결과 기 착지 시 방십자인 장력이 0.15BW까지 증가

하 으며 퇴이두근의 근 수축이 발생하는 경우 방십자인 의 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정지 후 동작은 격한 감속으로 인하여 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에 의한 방십자인 부상이 우려되는 동작이다.Lin

등(2009)과 Yu,Lin과 Garrett(2006)의 연구에서는 4~5스텝을 력으로

질주하여 최 높이로 정지 후 두발 동작을 요구하 는데 이는 농

구 슛 는 리바운드 동작 방십자인 부상이 자주 발생하

기 때문이다.Lin등(2009)의 연구에서는 80명의 남녀 동호인 선수를

상으로 5회의 정지 후 동작을 분석하여 방십자인 부하를 부상

으로 정의한 후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하 다.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

성의 부상 발생 비율은 0.0097±0.0003회,여성의 부상 발생 비율은

0.0480±0.0005회로 나타나 여성의 방십자인 부상 발생 비율이 남성

보다 4.96±0.22배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부상이 발생한 시기에 방십

자인 부하를 분석한 결과 남성 2,250N으로 여성 평균 1,800N 보다

높은 결과를 보 다.

방향 환 동작과 같이 측면으로 이동하는 동작은 무릎 의 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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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회 을 수반하기 때문에 방십자인 부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한다.Malinzak등(2001)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방

십자인 부상 험 요인을 무릎 의 착지각과 퇴사두근의 근 활성

도로 정의한 후 러닝,방향 환 동작 등을 수행하여 남녀 방십자인

부상 험에 한 평가를 하 다.그 결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 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무릎 을 더 신 하 고 외

각도도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한 퇴사두근의 근 활성도는 높았으나

퇴이두근은 낮았기 때문에 방십자인 에 가해지는 부하가 클 것으로

단하여 여성의 부상 발생률이 남성보다 높을 것으로 상하 다.

McLean등(2004)의 연구에서는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방십자인 부상의 험을 평가하기 하여 Malinzak 등

(2001)이 수행한 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근을 하 는데,남녀 운동선

수 20명을 상으로 얻은 동작과 지면반력 정보를 무릎 모델에 용

시켜 방십자인 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산출하 다.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모델에서도 굴곡신 동작에서 발생하는 부하는 2,000N에 도달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방향 환 동작 시 발생하는 후면 상에서의 무릎

부하는 십자인 열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따라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 보다는 무릎 외 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

트를 보다 높은 방십자인 부상 요인이라 주장하 다. 한 방향 환

동작 시 측과 피로가 하지 의 부하에 미치는 향에 한 조사도

진행되었다.그 결과 피로 유발 후 무릎 의 내 과 내측회 모멘트

는 증가하 으나 측 유무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박은정,이

용석,임비오,김용운,이기 ,2011).

방십자인 부상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실제 부상이 발

생하는 순간의 동작 자세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임비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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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최범권,2013;Bere,etal.,2011;Kogaetal.,2010;Krosshaug,

Nakamae,Boden,Engebretsen,& Smithetal.,2007).임비오 등(2013)

의 연구에서는 스키 활주 실제 비 성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하

는 단일사례 상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 엣

지로 환하면서 스키 이트가 설면에 걸려 무릎 의 외 외측

회 에 의한 부상 기 을 밝 내 새로운 부상 기 을 설명하 다.Bere

등(2011)은 월드컵 스키 회에서 발생한 20건의 방십자인 부상 장

면을 스키,생체역학,스포츠의학 문가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인사이드 엣지 상태에서 무릎 의 외 내측회 은 방십

자인 부상의 주요한 요인이라 하 다.Krosshaug등(2007)은 실제 농

구 경기 상황에서 부상이 발생하는 39건의 상을 입수하여 문가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기 착지 후 0.05sec내외에 부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 다. 한 여성 선수들의 무릎 의 외 각도가 남성 선수들

보다 높았던 결과로 인하여 5.3배의 높은 부상 확률을 보 다고 제시하

다.이상과 같이 부상 동작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방십자

인 부상을 야기하는 동작으로는 무릎 에 충격을 달하면서 격한

감속과 방향 환을 요구하는 착지, 후 착지,방향 환 동작으로

단된다.

3. 방십자인 시뮬 이션 연구

지난 이십여 년 간 방십자인 부상 기 을 밝히기 한 사체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이 연구방법은 무릎 을 고정한 후 량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일부 자유도를 남기고 고정한 후 한

방향 는 여러 방향으로 부하를 가하여 방십자인 에 작용하는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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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힘 등을 측정하여 분석한다.하지만 이러한 사체실험은 비교 낮은

부하에서 정 이거나 정 하 에 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쳤다.반

면에 방십자인 부상은 복합 인 움직임과 힘에 의하여 순간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인 부상 기 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신충수,2010).

McLean등(2004)은 실험을 통하여 얻은 정지 후 동작을 상으

로 수집한 움직임과 힘 정보를 방십자인 모델에 용하여 방십자

인 부하를 산출하 다.산출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하여 부상 발생 확률을 측하 고 기존 조사 역학 연

구와 비교 검증하여 타당도를 확보하 다. 한 부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시뮬 이션 하여 얻은 운동역학 요인과 부상이 없는 안정 인 동작과

비교하여 제시하 다.Shin,Chaudhari와 Andriacchi(2009)는 외 모멘

트와 방십자인 부상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무릎 의 외 모멘

트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통제한 후 무릎 모델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분석 상 동작은 착지 동작으로 하 으며 시뮬 이션에 입한

외 모멘트는 기존 임상연구에서 제시한 최소 0Nm,일반 8Nm,평균

24Nm,최 51Nm로 하 다.분석 요인은 외 모멘트에 비한 방

십자인 의 장력,무릎 의 회 각도로 정하 다.그 결과 무릎 의

외 모멘트는 방십자인 의 장력을 비선형 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외 착지를 방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 다

(Chaudhari,Hearn,Leveille,Johnson,& Andriacchi,2003).

Zhang,Liu와 Xie(2011)는 스포츠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지,

질주 후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방십자인 에서 발생하는 장

력을 정량 으로 제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이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 이션 모델의 구성은 방십자인 (anterior-medialbundle)와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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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 (posterior-lateralbundle)이며 6방향의 자유도를 갖는다.연구결

과에 의하면 착지 동작에서 무릎 이 굴곡하기 때문에 후방십자

인 의 변형이 높았다.러닝 동작과 방향 환 동작을 비교하 을 때

방십자인 와 후방십자인 모두 방향 환 동작에서 높은 변형을 보 으

며 최 7.45%까지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Lin등(2009)은 비 성 십자인 부상의 험 요인을 규명하고 확률

기반의 생체역학 모델링을 검증하기 하여 montecarlosimulation분

석을 수행하 다.이 과정은 정지 후 동작 시 부상 상황을 측하

기 하여 하지분 의 각 변 와 선속도 각속도를 무작 로 할당하는

100,000건의 사례를 포함한다.분석 결과 방십자인 의 발생비율은 조

사 역학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부상 시 방십자인 에 작용하

는 부하와 최 부하 발생 시 무릎 의 굴곡 각도 등의 자료를 제시하

다.Weinhandl등(2013)은 미리 측한 방향 환 동작과 그 지 않은

동작을 수행할 때 방십자인 에서 작용하는 부하를 분석하 다.실험

은 동호인 수 의 여성 운동선수 20명을 상으로 하 으며 동작,힘,근

활성도 분석 정보를 시뮬 이션에 투입하 다.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RRA(ResidualReductionAlgorithm)을 활

용하여 의 모멘트를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시뮬 이션 근 활성도

자료와 비교 검증하여 사용하 다.연구결과에 의하면 측하지 못한 방

향 환 동작 수행 시 방십자인 에 가해지는 부하는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후면 상에서 부하 증가가 크게 증가한 원

인이며 체 부하의 62%를 차지하 다.좌우면은 체 부하의 26%,

수평면 12%에 해당한다고 하 다.

Domire,Boros와 Hashemi(2011)는 퇴사두근이 방십자인 부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착지 동작 시뮬 이션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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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은 무릎 을 20°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최 로 등척성 수축

시 힘 값에 비례하여 15%,30%,50%,100%의 힘을 투입하여 지면

후 0.05sec시 에서 발생하는 퇴사두근의 힘을 측하 다.그

결과 15% 1,950N,30% 2,117N,50% 2,378N,100% 3,214N으로

나타나 퇴사두근이 4,500N 이상의 힘을 발휘하 을 때 방십자인

부상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 다.따라서 착지 동작에

서 퇴사두근만의 작용으로 방십자인 부상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

고하 다.

Kar와 Quesada(2012,2013)는 시뮬 이션 모델링을 통한 방십자인

의 부하와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는 힘을 산출하기 하여 30,40,50

cm 높이에서 착지 후 동작을 분석하 다. 방십자인 모델링은

OpenSim(StanfordUniversity,Stanford,CA,USA)에서 제공하는 모델

에서 퇴와 하퇴 사이에 삽입한 형태로 작성하 다.모델의 타당도는

시뮬 이션에 의하여 발생한 근력과 해당하는 근육의 근 도 측정 자료

를 비교분석하여 확보하 다.그 결과 높이가 증가할수록 무릎 의 외

측회 모멘트와 방십자인 부하도 증가 으며,이는 시뮬 이션 모

델링을 활용할 경우 동 인 상황에서도 방십자인 부하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연구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연구는 착지자세와 동작기술 차이 검

증(Dempsey,Lloyd,Elliott,Steele,Munro,& Russo,2007),근 활성

근 기능 시뮬 이션(Hashemiet al.,2010;Simonsen,Magnusson,

Bencke,Naesborg,Havkrog,Ebstrup,& Sørensen,2000;Laugh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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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1;Shinetal.,2007),트 이닝 로그램 용 효과(Lephart,Abt,

Ferris,Sell,Nagai,Myers,& Irrgang,2005;Mandelbaum,Silvers,

Watanabe,Knarr,Thomas,Griffin,Kirkendall,& Garrett,2005)를 주제

로 다루었다.

Dempsey등(2007)은 방십자인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 인

방향 환 동작과 변형 동작(상체 좌우 치와 회 방향,무릎 의 신

정도,발의 착지 후 거리와 착지 방향)을 수행하게 한 후 무릎

의 모멘트를 찰하 다.분석 결과 상체가 진행방향의 반 에 치하고

발 분 의 착지 거리가 멀면 무릎 의 외 모멘트가 높았다. 한 발

분 의 착지 거리가 멀고 상체가 진행방향의 반 로 회 되어 있는 자세

에서는 무릎 의 내측회 모멘트가 높은 결과를 보 다.발목 은

진행방향으로 회 되어 있으면 굴곡/신 모멘트가 낮았고 착지 거리가

멀면 굴곡/신 모멘트가 높았다.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에서 발생

하는 모멘트는 방십자인 부상과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의 부상 방지를 해서는 연구의 결과를 훈련에 반 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Laughlin등(2011)의 연구에서는 한발 착지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방안으로 연성(soft)착지 동작의 효과 검증을 해 강

성(stiff)착지 동작과 비교분석 하 다.그 결과 연성 착지 동작에서의

방십자인 의 부하는 강성 착지 동작에 비하여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성 착지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도 방십자인 부상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 다.

Shin등(2007)은 방십자인 부상 발생의 주요한 요인인 방 단

력을 상쇄시키기 하여 후방 단력을 증가시키는 착지 동작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그 결과 후방 단력이 증가하면서 방십자인 의 변

형률(strain)이 감소하 고 그에 따라 방십자인 부상이 어들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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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하 다.Hashemi등(2010)의 연구는 퇴사두근의 조기 근 활성

이 방십자인 부상을 방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하여 진행

하 다. 퇴사두근을 25N부터 700N까지 수축시키면서 착지 동작 사

체 시뮬 이션 실험을 진행하 다.그 결과 퇴사두근의 조기 근 활성

은 방십자인 에서 작용하는 부하와 정 상 계로 나타났으나 착지

부하와는 부 상 계를 보 다.따라서 퇴사두근의 조기 근 활성은

착지 동작 시 방십자인 의 부상 방지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하 다.

Simonsen등(2000)은 방향 환 동작 시 퇴이두근이 방십자인 의

부하를 감소시키는가에 한 의문을 해소하기 해 연구를 진행하 다.

6명의 여성 핸드볼 선수를 상으로 방향 환 동작을 분석한 결과 무릎

의 모멘트는 평균 239Nm, 방십자인 의 부하는 520N으로 나타

났다. 이와 동시에 퇴이두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MVC(Maximum VoluntaryContraction) 비 34~39%의 근 활성도로

비교 낮은 수치를 보 기 때문에 퇴이두근이 방십자인 의 부하

감소에 미치는 향은 을 것으로 측하 다.

Lephart등(2005)은 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라이오메트릭 트

이닝과 항성 훈련이 근력과 착지 동작 시 운동역학 변인과 근

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연구 상자는 27명의 여성 운동선수

로 두 가지 트 이닝 방법을 용하여 사 -사후 차이를 비교분석 하

다.그 결과 항성 훈련을 통한 무릎 주변의 안정성 향상은 십자인

부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상하 다.Mandelbaum 등(2005)은 여

성 축구선수들을 상으로 근신경(neuromuscular) 자기수용

(proprioceptive)훈련으로 구성된 비운동이 방십자인 부상 감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1년차에는 1,041명,2

년차 844명의 선수가 근신경 자기수용 훈련을 실시하 고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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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명,2년차 1,913명은 기존 비운동을 실시하 다.각 의 지도자들

에게 매주 부상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방십자인 부상 발생률

은 기존 비운동 선수들에 비하여 1년차 88%,2년차 74%가 감소하

다.따라서 근신경 자기수용 훈련으로 구성된 비운동은 여성 축

구선수들의 방십자인 부상 방지에 매우 효과 인 방법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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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 방십자인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

향 환 동작을 상으로 상해 요인을 분석하고 부상 방지 방안을 제시하

고자 수행하 다.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고자 운동역학 연구방법의

기반의 실험과 시뮬 이션 분석을 실시하 다.본 장에서는 구체 인 연

구방법을 소개하고자 기술하 으며,구성은 연구 상자,실험장비,실험

차,자료 분석,통계처리로 하 다.

1.연구 상자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재 Y고등학교에 재학 인 문 야구선수

14명으로 우측 발을 주발로 사용하며 무릎 을 포함한 하지 근골격계

에 병 인 이상이 없는 인원을 상으로 모집하 다(표 1).야구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순간 인 속도 변화와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포함하여 무릎 을 포함한 방십자인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종목

이기 때문이다.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상자의 권리와 안 을

보장하기 하여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IRB No.1511/022-001)의

연구승인을 받았다.

연령(yr) 신장(cm) 체 (kg)

17.42±0.69 174.6±4.0 73.3±8.94

표 1.연구 상자 특성(±,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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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장비

연구 상자가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운동학

운동역학 정보를 측정을 한 장비는 상분석 시스템,지면반력 측정

시스템,근 도 측정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1) 상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연구 상자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하여 외선 카메라(Qualisys7+,SWE)18 를 사용하 다

(그림 1).이와 동시에 고속촬 비디오카메라 1 를 외선카메라와 동

조(synchronization)하여 촬 하 으며 이 상은 동작 변화 양상을 정성

으로 찰하는데 사용하 다.18 의 외선카메라는 동작이 수행되는

지면반력 측정기를 심으로 3m ×5m ×2m의 공간을 충분히 촬

할 수 있도록 배치하 다.각각의 외선카메라는 datacable로 연결되어

있으며 1 의 마스터 카메라에 연결된 lancable을 통하여 측정용 데스

크톱 컴퓨터로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송된 데이터는 Qualisys

TrackManager2.11build2280을 사용하여 수집하 다.

2)지면반력 측정 시스템

연구 상자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의 지면반력 정보를 획득하기 하

여 지면반력 측정기(Kistler9287BA,SWI)1 를 사용하 으며 하 값

을 힘 값으로 변환하기 하여 type 5233A2 하증폭기(charge

amplifier)와 연결하 다(그림 2).지면반력 측정기는 편류(drift)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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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30분 이상 열하 고 신호는 16-bitcomputerboardsA/D

converter를 활용하여 정량화 하 다.정량화된 정보는 X,Y,Z방향의

힘 성분과 압력 심 의 치 그리고 회 효과(freemoment)를 산출하

는데 사용되며 역좌표계의 방향은 상분석 시스템과 동일하게 후방

향 X축,좌우방향 Y축,수직방향 Z축으로 설정하 다.이때의 sample

rate는 1,000Hz,gain은 4,000그리고 압의 범 는 ±10V 내에서 데

이터를 수집하 다.

3)근 도 측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의 하지 근육별 근 도 자

료를 얻기 하여 무선 근 도 시스템(TelemyoDTS,Scottsdale,AZ,

USA,samplerates1,000fixed,inputimpedance>100M Ω,CMRR>

100dB,InputRange+/-3.5V,centertocenterdistance=15mm)을

사용하 다(그림 3).

Equipment Model Nation

Motioncapture QualisysOqus7+ SWE

Forceplate Kistler9287BA SWI

Electromyography NoraxonTelemyoDTS USA

표 2.실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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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선

카메라

그림 2.지면반력

측정기

그림 3.근 도 측정

시스템

3.실험 차

1)실험 비

실험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

개발원(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생체역학실험실에서 진행하 다.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사 에 측정 장비 작동여부와 소모

품 상태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

동 환경에 합한 실험실 기온,습도 설정과 같은 환경 조성과 실험에

사용할 측정 장비의 작동 청결상태,소모품의 유통기한 확인 등의

차를 거쳤다. 이후 동작분석이 수행될 3차원 역좌표계(global

coordinatesystem 설정을 한 캘리 래이션(calibration)을 실시하 다.

캘리 래이션 과정은 반사마커가 붙어있는 L자형 frame과 T자형 wand

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설정한 후 본 실험에서 인체에 부착된 개별 반

사마커의 치좌표를 다수의 외선카메라로 획득하기 함이다.이와

함께 실험 공간 내 지면반력 측정기의 치 인식과 측정 데이터의 입력

종류 빈도 설정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본 연구에서는 외선카메라

의 samplingrate는 200frames/sec,지면반력 측정기 1,000Hz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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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역좌표계의 방향은 좌우방향 X축, 후방향 Y축,수직방향

Z축으로 정의하 다. 한 16ch의 근 도 신호를 수집하기 한 BNC

이블을 A/Dboard에 연결하여 동작,지면반력 근 도 신호를 동기

화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는 가장 먼 피험자용 설명서 동의서

를 제공받으면서 연구의 목 ,실험 과정,개인정보 보호 등의 반 인

안내사항을 구두로 설명 후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 다(부록

참조).연구의 내용과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을 한 연구 상자는

신체조건에 맞는 동일한 실험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신체 주요

분 과 근육에 반사마커와 극을 부착하게 된다.동작분석에 필요한 반

사마커는 골반(pelvis)을 구성하기 한 ASIS(AnteriorSuperiorIliac

Spine), PSIS(Poterior Superior Iliac Spine), 천골(sacrum), 어깨

(shoulder),팔꿈치(elbow),무릎(knee),발목(ankle) 에 부착하는

마커(jointmarker) 머리(head),상체(trunk),상완(upperarm),하

완(lowerarm), 퇴(thigh),하퇴(shank),발(foot)에 해당하는 신체 분

에 3~4개 이상 부착하는 추 마커(trajectory marker)로 구성한다

(Cappozzo,Cappello,Croce,& Pensalfini,1997;Collins,Ghoussayni,

Ewins,& Kent,2009;Wu,Siegler,Allard,Kirtley,& Leardinietal.,

2002;Wu,Van DerHelm,Veeger,Makhsous,Van Roy,Anglin,

Nagels,Karduna,McQuade,Wang,Werner,& Buchholz,2005).근 도

분석에는 직경 22mm의 Ag/AgCl표면 극(Noraxon,Scottsdale,AZ,

USA)을 사용하 으며 양질의 신호를 획득하기 하여 피부 외층의 인

모를 제거하고 알코올 솜으로 세척한 후 연구 상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

하 다(Hermens,Freriks,Merletti,Stegeman,& Bloketal.,1999).부

착 치는 각 근육별 근 복부이며 상 근육은 우측 하지의 퇴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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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usfemoris),내측 근(vastusmedialis),외측 근(vastuslateralis),

퇴이두근(bicepsfemoris),반건양근(semitendinosus)으로 정하 다(Lin

etal.,2009).모든 실험 비가 끝난 후 본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

구 상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하여 가벼운 러닝을 포함한 비운동과

스트 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다.

그림 4.반사마커 부착 치

2)본 실험

비운동과 스트 칭을 마친 연구 상자는 근 도 자료의 일반화를

하여 각 근육별로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5 간 등척성 수축

(MVC,Maximum VoluntaryContraction)을 실시하 다(Konrad,2005;

Weinhandletal.,2013).MVC 측정과 본 실험에서 요구하는 방향 환

러닝 동작 수행 시 근 도 자료는 동작 힘 정보와 동기화되어

MR-XP(v1.07,Noraxon,Scottsdale,AZ,USA)와 Qualisys Track

Manager(v2.11,Qualisys,Gothenburg,SWE) 로그램에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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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근육별 극 부착 치

MVC 측정을 마친 연구 상자는 인체 심 을 추정하기 한

static촬 을 5 간 실시하게 된다.이때 연구자는 연구 상자들에게

촬 이 진행되는 동안 해부학 자세를 취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요구하

다.이후 내측에 부착한 팔꿈치,손목,무릎,발목 반사마커 8개는

제거하 다.

본 실험은 방십자인 부상이 빈번히 발생되는 동작이라 보고된 ①

방향 환(McLeanetal.,2004;McLeanetal.,2008;Weinhandletal.,

2013)과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 한 ②러닝(Weinhandletal.,2013;

Zhangetal.,2011)동작으로 구성하 다.방향 환 동작 수행은 지면반

력 측정기 기 으로 5m 후방에서 출발하여 3,4,5m/sec조건으로 질

주하도록 유도하 다(그림 6).이후 오른발로 지면반력 측정기에 착지한

후 진행방향의 좌측 35°~55°범 로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한다(Donnelly,

Lloyd,Elliott,& Reinbolt,2012;McLeanetal.,2004;McLeanetal.,

2008;Weinhandletal.,2013).속도 통제를 한 측정은 지면반력 측정



- 29 -

기 후에 2개의 게이트를 설치하여 on/off방식으로 시간 측정을 하는

구간 시간 측정기 Witty(Microgate,Bolzano,ITA)를 활용하 다.러닝

동작은 방향 환 동작과 최 한 동일한 자세로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

으며,다만 방향 환 없이 오른발로 지면반력 측정기를 지지한 후 진행

방향 그 로 질주하도록 유도하 다(Weinhandletal.,2013).실험 동작

진행 순서는 연구 상자별로 무작 로 할당하여 체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의 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 고 동작 속도별 10회 반복

측정하여 분석에는 5회의 자료를 사용하 다.연구 상자의 의사를 존

하고 안 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 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단하 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연구결과

에 반 되지 않도록 조치하 다.

그림 6.사이드 스텝 커 과 러닝 동작의 실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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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1)자료처리

3차원 동작분석의 원 자료는 NLT(Non-LinearTransformation)기법

을 사용하여 획득한 후 반사마커를 인식시키는 과정과 일부 락된 치

정보를 수학 으로 계산(labeling)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이 게 얻어

진 치좌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변인 계산 과정에서 가장 기본 인

자료인 인체 심 산출에 이용한다.하지만 원 자료는 실험 시

연구 상자의 동작 수행 발생하는 피부표면의 떨림(skinmovement)

에 의한 잡음(noise)과 labeling과정에서 일부 락된 정보를 계산하면

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한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하여 본 연

구에서는 Butterworth4thorderlowpassfiltercut-offfrequency15Hz

의 필터링을 용하여 정류화 하 다(Donnellyetal.,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면반력 측정기는 압 (piezoelectric)방식으로

실험 시 측정한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기 해

Butterworth4thorderlowpassfiltercut-offfrequency20Hz의 필터링

을 용하 다(Weinhandletal.,2013).정류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FX,

FY,FZ,MX,MY,MZ의 힘과 압력 심 (CenterofPressure)을 산출하여

운동역학 분석에 활용한다.

근 도 신호 자료처리는 측정 시 연구 상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생성

되는 인 인 신호(movementartifact)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잡음

을 제거하기 하여 Butterworth 4th orderhighpass filtercut-off

frequency20Hz의 필터링을 용하 다(DeLuca,Gilmore,Kuznetsov,

& Roy,2010).이후 실효값으로 변환하기 한 정류화(full-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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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ication)작업 후 형의 끝을 선형 으로 연결하는 신호처리를

하여 Butterworth4thorderlowpassfiltercut-offfrequency15Hz의

필터를 실시하 다(Laughlin etal.,2011).이러한 신호처리 과정은

MVC측정과 본 실험을 포함한 모든 근 도 측정 자료에 동일하게 용

하 으며 최종 변인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각 근육별 MVC측정 자료를

기 으로 동작별 비율 값으로 제시하 다.

2)실험 변인 분석

(1)신체 심 주요 분 의 치,속도와 가속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modifiedHelenHayesmarkerset으로 6

DOF(DegreesofFreedom)분석을 하여 기존의 HelenHayesmarker

set과 clustermarkerset을 혼합한 방식이다(Collinsetal.,2009).신체

분 은 골반,상체,머리,상완,하완, 퇴,하퇴,발로 구성하 으며 팔

꿈치,손목,무릎,발목 의 심 치는 midpoint방식을 사용하여 신

체 심 산출에 활용하 다.신체 심 산출에 앞서 각 분 의 심 치

,,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공식에서 는 번째 분 근 단의 좌표,는 번째 분 원

단의 좌표, 은 백분율로 제시된 근 단에서 분 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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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각 분 의 치좌표는 다음의 공식에 입

하여 신체 심을 산출한다.

  
  



×

여기에서 는 번째 분 의 무게 심 치,는 번째 분

의 질량,은 분 질량의 총합을 의미한다.

신체 심 평균 속도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서 변하는 치의 차이에 의

하여 결정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에서  신체 심의 평균 속도(m/sec)를 말하고 ,,

는 좌우, 후,상하 방향으로 작용하는 신체 심 치좌표를 의

미한다.

(2)각도,각속도와 각가속도

본 연구에서 산출할 각도는 상체,고 ,무릎 ,발목 의 3차원

각도로 산출하고자 하는 상 에 인 한 두 분 을 구성하는 벡터의

내 을 통하여 구하 다.내 의 정의에 의하여 두 벡터    

와    가 이루는 각 는 다음 식과 같으며 후면,좌우면,횡



- 33 -

단면에 따라 치좌표를 변환해 가면서 입한다.

cos ∙

∙
∙








상체 각도는 골반 분 의 벡터   와 상체 분 의 벡터

   가 이루는 각도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cos∙


∙
 

고 각도는 골반 분 의 벡터   와 퇴 분 의 벡터

    가 이루는 각도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cos∙


∙
 

무릎 각도는 퇴 분 의 벡터    와 하퇴 분 의 벡

터    가 이루는 각도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c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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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각도는 하퇴 분 의 벡터   와 발 분 의 벡터

    가 이루는 각도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cos∙


∙
 

(3) 단력(jointshearforce)과 모멘트(jointmoment)

단력과 모멘트를 산출하기 하여 역동역학(inverse

dynamics)방법을 사용하 다.이 방법은 상분석과 지면반력 측정기로

부터 얻어지는 변 힘 정보와 함께 신체모수치를 운동방정식에 입

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 다.본 연구에서는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

기 때문에 축,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합력을 단력으로 정의하

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Winter,2009).

∑ 

여기에서 는 근 분 에 의한 힘,는 원 분 에 의한 힘,

은 해당 분 의 질량,는 력가속도,는 해당 분 의 가속도

를 의미한다.

두 분 사이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아래와 같다.

∑


 

여기에서 는 근 모멘트,는 원 모멘트, 는

근 의 반력에 의한 모멘트,는 원 의 반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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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는 분 의 무게에 의한 모멘트,는 분 심에서 발생

하는 성모멘트,는 분 의 각가속도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소요시간,발목 심 과 압력 심 까지의 거리,

신체 심의 평균속도 감속 크기,최 부하 시 무릎 각,무릎

의 단력,무릎 의 굴곡/신 ,내/외 ,내/외측회 모멘트를 산출하

다.분석 로그램은 Visual3d(v5.01,C-MotionInc.,Rockville,MD,

USA)를 사용하 으며 분석 구간은 오른발이 지면반력 측정기에 착지하

는 순간(event1),오른발이 지면반력 측정기에 착지하여 완 히 수평이

되는 순간(event2),오른발이 지면반력 측정기에서 떨어지는 순간(event

3)으로 정하 다.

(4)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Co-ContractionIndex)은 퇴를 구

성하고 있는 근육의 근 활성도를 MVC로 표 화하여 분석 구간 내 평균

치를 아래 공식에 입하여 산출하 다(Park,Sun,Zatsiorsky,&

Latash,2011).

   
 

  


여기에서 Extensor은 퇴직근,내측 근,외측 근으로 구성하

고 Flexor은 퇴이두근,반건양근을 의미한다.

분석 구간은 지면반력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시 을 기 으로

후 100ms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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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 신 근과 굴곡근의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은 다차원의 벡터로 구성

된 자료를 높은 차원에서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낮은 차원에서 축소시키

는 다변량 처리 방법 하나이다(Jolliffe,2002).본 연구에서는 방향

환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착지 구간에서의 퇴 신 근( 퇴직

근,내측 근,외측 근)과 굴곡근( 퇴이두근,반건양근)을 주성분 분석

하여 제시하 다.

3)시뮬 이션 변인 분석

(1) 방십자인 의 부하

방십자인 부하 산출에는 OpenSim(ver.3.3,StanfordUniversity,

Stanford,CA,USA)에서 제공하는 IKtool을 사용하 다.이 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모델 등의 자료를 오 소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수정 분석이 용이하다

(https://simtk.org참조).본 연구의 기 가 된 모델은 gait2392모델로

하지와 몸통 등 12개의 분 ,23개의 자유도(DegreeofFreedom),92개

의 근육으로 구성되나 무릎 의 자유도가 1개(굴곡/신 )라는 한계가

있다(Anderson & Pandy,1999;Delp,Loan,Hoy,Zajac,Topp,&

Rosen,1990). 방십자인 부하를 산출하기 해서는 무릎 의 굴곡/

신 ,내/외 ,내/외측 회 의 움직임과 그 주변에서 작용하는 근육들의

등척성 수축 한계치(maximum isometricforce)를 증가시킨 모델이 필요

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it2392 모델에 Kar와 Quesada(2012,

2013),Xu,Bloswick그리고 Merryweather(2015)가 제시한 무릎 3

축 자유도와 주변근육의 등척성 수축의 한계치, 방십자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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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softtissue)을 추가,수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무릎 이동범 는 굴곡/신

-120°~+10°,내/외 +15°~-15°,내측/외측회 +30°~-45°로 설정하 다

(Xuetal.,2015).무릎 의 움직임에 향을 주는 표 인 근육인

퇴직근, 퇴이두근 방십자인 의 힘과 부하는 Hill모델에서 구하

는 방식을 사용하 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Hill,1938;Kar &

Quesada,2012,2013).


  

 
  

 
 cos

 

여기에서 

은 근육의 활성도,은 Hill모델의 힘-길이-속도 곡

선에 의하여 작용하는 능동 인 힘,

은 근육의 길이,


근육 방

향으로 작용하는 건의 속도,는 수동 인 힘,

은 근육의 우

모각(pennationangle)을 의미한다. 방십자인 부하는 무릎

의 움직임과 주변 근육들에 의하여 수동 인 힘을 받는 조직이므

로 공식에서 제시한 두 번째 힘,즉  이하만 계산에 사용한

다.

방십자인 의 치는 퇴 하단 x축 -0.86215cm,y축 -34.91700

cm,z축 0.52620cm와 하퇴 상단 x축 -0.43825cm,y축 -5.61862cm,z

축 -1.22600cm에 삽입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 다(Kar& Quesada,

2012,2013).부상을 단할 수 있는 역치 수 은 사체연구를 수행한 결

과를 사용하 으며,20 기 의 2,160 N으로 정하 다(Woo etal.

1991). 방십자인 길이는 성인 50명(남성 30명,여성 20명)을 상으

로 MRI촬 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 다.이 연구결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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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9mm,여성 36.9±2.7mm로 성별과 신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 상자의 방십자인 길이는

36.9mm로 정하 다(Cohen,VanBeek,Starman,Armfield,Irrgang,&

Fu,2009). 방십자인 의 비(crosssection)는 스트 스에 한 연구

를 수행할 경우 찰해야 하는 요인이나 본 연구의 목 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10mm로 동일하게 용하 다(Kar&

Quesada,2012,2013). 방십자인 의 변형률(strain)은 주변 무릎 의

움직임과 근육들의 수축에 의하여 작용하는 수동 인 힘을 산출하는데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15% 수 이내에서 용되어야 한다

(Delp,Anderson,Arnold,Loan,Habib,John,Guendelman,& Thelen,

2007).여기에서 제시한 15%는 근섬유가 마이크로 단 에서 열되는

범 인 9~15%의 최 치를 감안한 결과이다.본 연구에서 용한 방

십자인 변형률은 연구 상자별 수행 동작의 굴곡/신 각도 변화에 따

라 제시한 곡선에 입하여 얻어졌으며,그 결과 2.0~4.0% 수 으로 정

해졌다(Noyes,1977;Shinetal.,2009).

Variable Figure Reference

최 부하(maximum force) 2,160±157N Wooetal.(1991)

길이(length) 36.9mm Cohenetal.(2009)

비(crosssection) 10mm Kar& Quesada(2012,2013)

변형률(strain) 2.0~4.0% Noyes(1977),Shinetal.(2009)

표 3. 방십자인 모델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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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연구에 사용한 시뮬 이션 모델과 방십자인

(2)회귀방정식 산출

6,7m/sec의 종속변인 결과를 추정에 활용한 회귀방정식은 실험을 통

하여 얻은 3,4,5m/sec의 운동역학 자료이며,Matlab(R2009b,The

MathWorks,Inc.,Natick,MA,USA)에서 제공하는 polyfit함수를 사용

하여 1,2차 회귀방정식을 산출하 으며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는 오차값(error)으로 정해진 값에서 값과의 직선거

리를 의미한다.

공식에서 는 최소제곱법(leastsquaresestimate)에 의하여 구해지

며 와 의 최소제곱 추정치를 공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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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선 합(curvefitting)을 하여 2차 다항식을 산출하 으며 그 공식

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1차 방정식은 직선이고 부터는 차 다항식에 합함을

의미한다.은 잔차이다(Sugiura,197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변인은 방십

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과 모멘트 요인이다.

(3) 방십자인 부상의 역치 수

다항식에 의하여 추정된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역학 요인을 통한

방십자인 부상 단 여부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 두 가지

조건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었을 경우로 정하 다.

첫째,무릎 의 단력이 2,000N이상 는 외 모멘트가 125Nm

이상일 경우 부상으로 단한다(McLeanetal.,2008;Seering etal.,

1980;Shinetal.,2007).

둘째, 방십자인 부하가 2,160N 이상일 경우로 한다(Wooet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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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실험 조건

◦ 연구 상자 :고등학교 남성 엘리트 야구선수 14명

◦ 실험동작 :질주 후 좌측 35°~55°방향으로 속도별 방

향 환 동작 10회

◦ 질주속도 :3.0±0.5,4.0±0.5,5.0±0.5m/sec

◦ 측정장비 :동작,지면반력,근 도 측정기

자료 분석

◦ 분석변인

-운동학 변인 :소요시간,발목 심 과 압력 심

까지의 거리,신체 심의 평균속도 감속 크기,최

부하 시 무릎 각

-운동역학 변인 :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 모멘트,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

축 주성분 분석

◦ 상 분석

-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착지 시 무릎 각

도와의 상 계 분석

-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역학 변인과의

상 계 분석

◦ 1,2차 회귀방정식 산출

-속도 증가에 따른 방십자인 부하,무릎 단

력 모멘트의 회귀방정식 산출

-회귀방정식에 의한 6,7m/sec의 방십자인 부하,

무릎 단력 모멘트 결과 추정

시뮬 이션

◦ 방십자인 부하 산출

- 방십자인 모델 작성 후 속도별 방십자인 부

하 산출

-20 기 의 방십자인 특성 사용(최 부하 2,160

N,길이 36.9mm, 비 10mm,변형률 2~4%)

표 4.연구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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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연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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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계처리

본 연구의 목표인 방십자인 부상 요인 탐색 방지 방안을 제시

하기 하여 소요시간,발목 심 과 압력 심 까지의 거리,신체 심의

평균속도 감속 크기,최 부하 시 방십자인 부하, 퇴 신 근

굴곡근의 동시수축,무릎 의 단력, 모멘트 요인을 분석하

다.모든 통계처리는 SPSS 16.0(SPSS Inc.,Chicago,IL,USA)과

Matlab(R2009b,TheMathWorks,Inc.,Natick,MA,USA)을 사용하

으며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속도 동작과 종속 변인의 차이를 분석

하기 하여 반복측정 이원배치분산분석(repeated measure with

two-wayANOVA)을 한다.사후분석으로 속도(3,4,5m/sec)와 동작

(방향 환,러닝)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응표본 차이검증

(pairedt-test)을 실시한다.

둘째,속도 방십자인 부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인의 상 계

규명을 하여 피어슨 상 분석(pearson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한다.

셋째,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3,4,5m/sec)를 활용하여 6,7

m/sec의 결과를 추정하기 한 회귀방정식과 이 방정식에 입한 종속

변인의 결과를 산출한다.

이때 이원배치분산분석 상 분석의 통계 유의수 은 =.05,사후

분석의 유의수 은 =.017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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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속도에 따른 방향 환과 러닝 동작 시 운동학 운동역

학 분석 결과를 기술하 다.운동학 분석 결과는 시간,거리,속도,

각도 요인이며,운동역학 분석 결과는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과 모멘트.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 주성분 분석으로

구성하 다. 한 속도와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학 운동역학 요

인과의 계를 악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실험으로 구 이 불

가능한 질주속도의 주요 요인 변화를 찰하기 하여 1차,2차 회귀방

정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

1.운동학 분석 결과

1)시간 요인

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오른발이 지면반력 측정기에

지지하는 시간을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의 소요

시간은 3m/sec0.284±0.025sec,4m/sec0.239±0.021sec,5m/sec

0.206±0.014m/sec로 나타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은 짧아지는 결

과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01).러닝 동작

의 소요시간은 3m/sec0.289±0.019sec,4m/sec0.232±0.016sec,5

m/sec0.200±0.013m/sec로 나타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은 짧아

지는 결과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001).3

m/sec,4m/sec,5m/sec모두 동작 간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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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속도 통제는 유효하다. 한 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Phase
time

cutting 0.284±0.025 0.239±0.021*** 0.206±0.014***###

.112

running 0.289±0.019 0.232±0.016*** 0.200±0.013***###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 p<.001comparedwith3

m/s.###p<.001comparedwith4m/s.

표 5.속도 동작별 소요시간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단 :sec)

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면서 착지 시 부터 구간 내 최 감속

시 까지 도달시간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의 소요

시간은 3m/sec0.047±0.006sec,4m/sec0.042±0.007sec,5m/sec

0.037±0.006m/sec로 나타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은 짧아지는 결

과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1).러닝 동작의

소요시간은 3m/sec0.047±0.005sec,4m/sec0.040±0.004sec,5m/sec

0.033±0.003m/sec로 나타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은 짧아지는 결

과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001).3m/sec,4

m/sec,5m/sec의 질주속도 모두 동작 간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기 때문에 속도 통제는 유효하다. 한 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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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Phase
time

cutting 0.047±0.006 0.042±0.007** 0.037±0.006***##

.146

running 0.047±0.005 0.040±0.004*** 0.033±0.003***###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1comparedwith3m/s,
***p<.001comparedwith3m/s.##p<.01comparedwith4m/s,###p<.001

comparedwith4m/s.

표 6.속도 동작별 신체 심 최 감속 도달시간의 반복측정 이원분

산분석 결과(단 :sec)

2)거리 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거리 요인은 발목 심 과 압력 심 의 거리 차

이로 후족 착지 수행여부를 통계 으로 단하기 하여 분석하 다.후

족 착지를 하 을 경우 양의 값, 족 착지를 하 을 경우 음의 값이 산

출되도록 계산하 으며 모든 결과는 연구 상자별 발 길이로 표 화하여

<표 7>에 제시하 다.

방향 환 동작의 발목 심 과 압력 심 의 거리 차이는 3m/sec

0.530±0.029m/footlength,4m/sec0.532±0.034m/footlength,5m/sec

0.603±0.149m/footlength로 속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러닝 동

작의 발목 심 과 압력 심 의 거리 차이는 3m/sec 0.524±0.030

m/footlength,4m/sec0.542±0.267m/footlength,5m/sec0.532±0.029

m/footlength로 속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방향 환과 러닝 동

작 간 거리 차이는 4m/sec에서 나타났으며,속도와 동작별 상호작용 효



- 47 -

과는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Distance

cutting 0.530±0.029 0.532±0.034 0.603±0.149

.075

running 0.524±0.030 0.542±0.267 0.532±0.029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measuresbetweentasksandtime.

표 7.속도 동작별 착지 시 발목 심 과 압력 심 거리의 반복측

정 이원분산분석 결과(단 :m/footlength)

3)속도 요인

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 심의 수평, 후 수

직속도 결과는 <표 8>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의 신체 심 수평속

도는 3 m/sec -1.034±0.118 m/sec,4 m/sec-1.317±0.164 m/sec,5

m/sec-1.622±0.215m/sec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수

평속도는 4m/sec와 5m/sec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001,<.001),4m/sec의 속도도 5m/sec보다 높은 결과를 보 다(

<.001).러닝 동작의 신체 심 수평속도는 4m/sec-0.010±0.055m/sec

와 5m/sec-0.034±0.069m/sec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05).방

향 환과 러닝 동작 간 차이에서는 3m/sec,4m/sec,5m/sec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 다(<.001).신체 심 수평속도와 동작별 상호작용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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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001).이 결과는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속도가 증가하면서 좌측(-)방향의 속도가 격히 증가하

으나 러닝 동작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림 12).

방향 환 동작의 신체 심 후속도는 3m/sec2.740±0.112m/sec,4

m/sec3.658±0.249m/sec,5m/sec4.797±0.345m/sec로 증가하 다.사

후분석 결과 3m/sec,4m/sec와 5m/sec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001). 러닝 동작의 신체 심 후속도는 3 m/sec

3.087±0.164m/sec,4m/sec4.463±0.242m/sec,5m/sec5.754±0.388

m/sec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4m/sec,5m/sec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001).동작 간 차이에서는 3m/sec,4m/sec,5

m/sec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러닝 동작의 속도가 방향 환 동작

의 속도 보다 높았다(<.001).신체 심 후속도와 동작별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01).이 결과는 방향 환 동

작의 신체 심 후속도 증가의 폭이 러닝 동작에 비하여 낮기 때문인데

수평속도의 증가 폭이 크므로 큰 의미는 없다(그림 9).

방향 환 동작의 신체 심 수직속도는 3m/sec0.073±0.035m/sec와 5

m/sec0.158±0.095m/sec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05).

러닝 동작의 신체 심 후속도는 3m/sec0.103±0.036m/sec,4m/sec

0.135±0.035m/sec,5m/sec0.218±0.049m/sec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4m/sec,5m/sec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01,

<.001).방향 환과 러닝 동작 간 차이에서는 4m/sec와 5m/sec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01,<.05).신체 심 수직속도의 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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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COM
velocity
x-axis

cutting -1.034±0.118 -1.317±0.164*** -1.622±0.215***###

.000

running -0.007±0.038††† -0.010±0.055††† -0.034±0.069#†††

COM
velocity
y-axis

cutting 2.740±0.112 3.658±0.249*** 4.797±0.345***###

.001

running 3.087±0.164††† 4.463±0.242***††† 5.754±0.388***###†††

COM
velocity
z-axis

cutting 0.073±0.035 0.103±0.065 0.158±0.095*

.432

running 0.103±0.036 0.135±0.035**†† 0.218±0.049***###†

COM=CenterofMass.Minusinx-axismeansleftdirection.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5comparedwith3m/s,
**p<.01comparedwith3m/s,***p<.001comparedwith3m/s.#p<.05
comparedwith4m/s,###p<.001comparedwith4m/s.† p<.05compared
withcutting,†† p<.01comparedwithcutting,††† p<.001comparedwith
cutting.

표 8.속도 동작별 신체 심 평균속도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단 :m/sec)

그림 9.신체 심 속도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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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착지시 부터 구간 내 최 감

속 시 까지 신체 심 속도 차이 결과는 <표 9>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의 신체 심 감속은 3 m/sec 0.547±0.131 m/sec,4 m/sec

0.600±0.103m/sec,5m/sec0.597±0.099m/sec이나 통계 인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러닝 동작의 신체 심 감속은 3 m/sec0.376±0.120,4

m/sec0.416±0.064m/sec,5m/sec0.381±0.208m/sec이나 통계 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방향 환과 러닝 동작 간 차이는 모든 속도 조건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4m/sec의 차이가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001,<.05).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Resultant
deceleration

cutting 0.547±0.131 0.600±0.103 0.597±0.099

.676

running 0.376±0.120††† 0.416±0.064††† 0.381±0.208†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 p<.05comparedwithcutting,
††† p<.001comparedwithcutting.

표 9.속도 동작별 신체 심 감속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단

:m/sec)

4)각도 요인

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방십자인 가 최 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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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무릎 굴곡/신 ,내/외 내/외측회 각도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의 무릎 굴곡 각도는 3m/sec

-21.25±3.85degree,4m/sec-23.28±4.74degree,5m/sec-24.75±4.01

degree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무릎 굴곡 각도는 4

m/sec와 5m/sec보다 낮았다(<.05,<.01).러닝 동작의 무릎 굴

곡 각도는 3m/sec-20.05±4.76degree,4m/sec-23.15±5.23degree,5

m/sec-32.68±5.00degree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무릎

굴곡 각도는 4m/sec와 5m/sec보다 낮았으며(<.05,<.001),4

m/sec의 무릎 굴곡 각도는 5m/sec보다 낮았다(<.001).동작 간

차이에서는 5m/sec의 방향 환 동작에서 러닝 동작 보다 신 된 자세

로 나타났다(<.0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 다(<.01).이 결과는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무릎 굴곡 각도가 비교 일정하게 증가하 으나 러닝

동작의 경우 5m/sec조건에서 격히 증가하 기 때문이다(그림 10).

방향 환 동작의 무릎 외 각도는 3m/sec1.060±3.077degree,4

m/sec-0.140±3.731degree,5m/sec-1.215±3.274degree로 증가하 다.

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무릎 외 각도는 5m/sec보다 낮았다(

<.001).동작 간 차이에서는 5m/sec의 방향 환 동작이 러닝 동작 보다

외 된 자세로 나타났다(<.05).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01).이 결과는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내 에서 외 된 자세를 보인 반면 러닝 동작에

서는 질주속도의 증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림 10).

방향 환과 러닝 동작의 내/외측회 각도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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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Sagi.
plane

cutting -21.25±3.85 -23.28±4.74* -24.75±4.01**

.001

running -20.05±4.76 -23.15±5.23* -32.68±5.00***###†††

Fron.
plane

cutting 1.060±3.077 -0.140±3.731 -1.215±3.274***

.007

running 1.040±3.818 0.842±4.528 1.614±5.312†

Tran.
plane

cutting 1.899±4.423 3.143±5.692 2.675±5.900

.775

running -0.372±4.074 2.037±4.789 0.503±5.165

Sagi.=Sagittal(minus=flexion),Fron.=Frontal(minus=abduction),
Tran.=Transverse(plus=internalrotation)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5comparedwith3m/s,
**p<.01comparedwith3m/s,***p<.001comparedwith3m/s.###p<.001
comparedwith4m/s.† p<.05comparedwithcutting,††† p<.001compared
withcutting.

표 10.속도 동작별 방십자인 최 부하 시 무릎 각도의 반

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단 :degree)

그림 10.무릎 각도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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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동역학 분석 결과

1) 방십자인 부하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산출한 속도 동작별 방십자인 최 부

하와 이를 체 으로 표 화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최 부하는 3m/sec1,465.9±81.9N,4m/sec

1,556.0±102.1N,5m/sec1,661.5±58.5N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

m/sec와 4m/sec의 최 부하는 5m/sec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001,<.05).러닝 동작 시 방십자인 최 부하는 3m/sec

1,483.2±61.2N,4m/sec1,529.6±54.4N,5m/sec1,582.6±104.0N로 증

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최 부하는 4m/sec와 5m/sec보

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001,<.05).동작 간

차이는 5m/sec에서만 나타났으며 방향 환 동작의 최 부하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001).이 결과는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방

향 환 동작의 방십자인 최 부하가 러닝 동작 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그림 11).

방향 환 동작 시 체 으로 표 화한 방십자인 최 부하는 3

m/sec 2.050±0.321 N/BW,4 m/sec 2.167±0.370 N/BW,5 m/sec

2.337±0.383N/BW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최 부하는

4m/sec와 5m/sec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001,<.01).

러닝 동작 시 방십자인 최 부하는 3m/sec2.064±0.310N/BW,4

m/sec2.130±0.315N/BW,5m/sec2.175±0.364N/BW로 증가하 다.사

후분석 결과 3m/sec의 최 부하는 4m/sec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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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01).동작 간 차이는 5m/sec에서만 나타났으며 방향 환 동작의

최 부하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5).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01).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ACL
force
(N)

cutting 1465.9±81.9 1556.0±102.1*** 1661.5±58.5***#

.000

running 1483.2±61.2 1529.6±54.4*** 1582.6±104.0*††

ACL
force
(N/BW)

cutting 2.050±0.321 2.167±0.370* 2.337±0.383***##

.007

running 2.064±0.310 2.130±0.315*** 2.175±0.364†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5comparedwith3m/s,
***p<.001comparedwith3m/s.#p<.05comparedwith4m/s,##p<.01
comparedwith4m/s.† p<.05comparedwithcutting,†† p<.01compared
withcutting.

표 11.속도 동작별 방십자인 최 부하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

석 결과(단 :N,N/BW)

그림 11. 방십자인 부하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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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릎 단력

속도 동작별 무릎 의 최 단력과 체 으로 표 화한 분석 결

과 <표 12>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체 으로 표 화한 무릎

의 최 단력은 3m/sec0.862±0.166N/BW,4m/sec1.071±0.176

N/BW,5m/sec1.220±0.277 N/BW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

m/sec와 4m/sec의 무릎 최 단력은 4m/sec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001,<.05).러닝 동작 시 체 으로 표 화한 무릎 의

최 단력은 3m/sec0.849±0.115N/BW,4m/sec0.992±0.134N/BW,

5m/sec1.178±0.137N/BW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와 4

m/sec 단력이 5m/sec보다 낮았다(<.001,<.01).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Knee
shear
force
(N)

cutting 637.6±167.7 784.1±171.8*** 901.3±255.5***#

.541

running 623.3±125.5 733.2±177.4** 861.0±152.5***#

Knee
shear
force
(N/BW)

cutting 0.862±0.166 1.071±0.176*** 1.220±0.277***#

.292

running 0.849±0.115 0.992±0.134*** 1.178±0.137***##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1comparedwith3m/s,
***p<.001comparedwith3m/s.#p<.05comparedwith4m/s,##p<.01
comparedwith4m/s.

표 12.속도 동작별 무릎 단력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단 :N,N/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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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릎 모멘트

방향 환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동작과 속도별 무릎 의 최

모멘트와 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모멘트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의 최 굴곡 모멘트는 3m/sec

-232.1±34.97Nm,4m/sec-242.4±33.86Nm,5m/sec-281.7±40.93Nm

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와 4m/sec의 굴곡 모멘트는 5

m/sec보다 낮았다(<.001,<.01).러닝 동작에서 통계 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동작 간 차이에서는 4m/sec와 5m/sec의 방향 환

동작 시 굴곡 모멘트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5,<.0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001).이

러한 결과는 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굴곡 모멘트가

격히 증가한 반면 러닝 동작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림 12).

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의 최 내 모멘트는 3 m/sec

41.35±42.76Nm,4m/sec99.65±71.95Nm,5m/sec115.46±72.08Nm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 m/sec의 내 모멘트는 4 m/sec와 5

m/sec보다 낮았다(<.05).러닝 동작 시 무릎 의 최 내 모멘트

는 3 m/sec 9.127±2.850 Nm,4 m/sec 14.49±5.30 Nm,5 m/sec

25.82±11.02Nm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와 4m/sec의 내

모멘트는 5m/sec보다 낮았다(<.001,<.01).동작 간 차이에는 4

m/sec와 5m/sec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방향 환 동

작의 내 모멘트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1,<.001).

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의 최 내측회 모멘트는 3 m/sec

88.70±22.04Nm,4m/sec115.8±29.39Nm,5m/sec133.6±27.41Nm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내측회 모멘트는 4m/sec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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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Sagi.
plane
(Nm)

cutting -232.1±34.97 -242.4±33.86 -281.7±40.93***##

.000
running -214.2±45.86 -208.0±44.75† -213.3±44.00†††

Fron.
plane
(Nm)

cutting 41.35±42.76 99.65±71.95* 115.46±72.08*

.059
running 9.127±2.850 14.49±5.30*†† 25.82±11.02***##†††

Tran.
plane
(Nm)

cutting 88.70±22.04 115.8±29.39*** 133.6±27.41***

.000
running 1.982±1.553††† 2.539±1.561††† 5.848±3.774**#†††

Sagi.
plane.
(Nm/(B
W*HT))

cutting 0.717±0.109 0.722±0.118 0.725±0.113

.988

running 0.678±0.101 0.680±0.098†† 0.680±0.114

Fron.
plane.
(Nm/(B
W*HT))

cutting 0.188±0.027 0.197±0.019 0.212±0.020**

.016

running 0.166±0.026† 0.168±0.020† 0.165±0.021†††

Tran.
plane
(Nm/(B
W*HT))

cutting 0.031±0.032 0.075±0.052* 0.091±0.055**

.000

running 0.007±0.002 0.012±0.004**†† 0.021±0.010***##†††

Sagi.=Sagittal(minus=flexion),Fron.=Frontal(plus=adduction),
Tran.=Transverse(plus=internalrotation)
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
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p<.05comparedwith3m/s,
**p<.01comparedwith3m/s,***p<.001comparedwith3m/s.#p<.05
comparedwith4m/s,##p<.01comparedwith4m/s.† p<.05compared
withcutting,†† p<.01comparedwithcutting,††† p<.001comparedwith
cutting.

표 13.속도 동작별 무릎 최 모멘트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단 :Nm,Nm/(B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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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c보다 낮았다(<.001).러닝 동작 시 무릎 의 최 내측회 모

멘트는 3m/sec1.982±1.553Nm,4m/sec2.539±1.561Nm,5m/sec

5.848±3.774Nm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3m/sec와 4m/sec의 내측회

모멘트는 5m/sec보다 낮았다(<.01,<.05).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001).이러한 결과는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방향

환 동작의 내측회 모멘트 증가는 증가하나 러닝 동작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림 12).

방향 환과 러닝 동작 시 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무릎 의 최

굴곡 모멘트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동작 간 차이

에서는 4m/sec에서만 통계 인 차이를 보 으며 방향 환 동작의 굴곡

모멘트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향 환 동작 시 체 으로 표 화한 무릎 의 최 내 모멘트는

무릎 의 최 내 모멘트는 3m/sec0.188±0.027N/(BW*HT),4

m/sec0.197±0.019N/(BW*HT),5m/sec0.212±0.020N/(BW*HT)로 증

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내 모멘트가 5m/sec보다 낮았

다(<.01).동작 간 차이는 3m/sec,4m/sec,5m/sec모두 통계 인

차이를 보 으며 방향 환 동작 시 내 모멘트가 높았다(<.05,<.05,

<.0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05).이러한 결과

는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방향 환 동작의 내 모멘트 증가는 증가하

나 러닝 동작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림 12).

방향 환 동작 시 체 으로 표 화한 무릎 의 최 내측회 모멘

트는 3 m/sec 0.031±0.032 N/(BW*HT), 4 m/sec 0.075±0.052

N/(BW*HT),5m/sec0.091±0.055N/(BW*HT)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내측회 모멘트는 4m/sec와 5m/sec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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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러닝 동작 시 무릎 의 최 내측회 모멘트는 3

m/sec0.007±0.002N/(BW*HT),4m/sec0.012±0.004N/(BW*HT),5

m/sec 0.021±0.010 N/(BW*HT)으로 증가하 다.사후분석 결과 3

m/sec와 4m/sec의 내측회 모멘트는 5m/sec보다 낮았으며(<001,

<.01),3m/sec의 내측회 모멘트는 4m/sec보다 낮았다(<.01).동

작 간 차이는 방향 환 동작 시 4m/sec와 5m/sec시 내측회 모멘트

가 러닝 동작 보다 높았다(<.01,<.0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

과도 나타났다(<.01).속도와 동작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001).이러한 결과는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방향 환 동작의 내측회

모멘트 증가는 증가하나 러닝 동작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12).

그림 12.무릎 모멘트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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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

근 도 측정에 의한 퇴 신근 과 굴곡근의 퇴 동시수축 분석 결과

는 <표 14>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동시수축 비율은 3m/sec

0.553±0.183%,4m/sec0.296±0.162%,5m/sec0.244±0.107%로 속도

가 증가하면서 동시수축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사후분석 결과

3m/sec의 동시수축 비율은 4m/sec와 5m/sec보다 높았다(<.001).

러닝 동작 시 동시수축 비율은 3 m/sec 0.515±0.204 %,4 m/sec

0.403±0.195%,5m/sec0.461±0.163%로 나타났다.사후분석 결과 3

m/sec의 동시수축 비율이 4m/sec보다 높았으나(<.05)5m/sec와 통

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동작 간 차이에서는 방향 환 동작의 5

m/sec동시수축 비율이 러닝 동작 보다 낮았다(<.001). 한 속도와 동

작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001).이

결과는 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퇴 신 근 작용이

격히 증가하 고 동시수축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이다(그림 13).

Variables Tasks
Velocitycondition

-value
3m/sec 4m/sec 5m/sec

CCI
(%)

cutting 0.553±0.183 0.296±0.162*** 0.244±0.107***

.000
running 0.515±0.204 0.403±0.195* 0.461±0.163†††

CCI=Co-contractionindex.Valuesarepresentedasmean±SD.ANOVA
indicatestwowayrepeatedANOVA measuresbetweentasksandtime.*
p<.05comparedwith3m/s,***p<.001comparedwith3m/s.††† p<.001
comparedwithcutting.

표 14.속도 동작별 퇴 신 근과 굴곡근 동시수축의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 결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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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퇴 신 근과 굴곡근 동시수축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

5) 퇴 근 활성도의 주성분 분석 결과

속도 동작별 퇴 신 근과 굴곡근의 제1주성분 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 다.방향 환과 러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제1주성분

(PC1)의 설명력은 평균 65.6%,제2주성분(PC2)의 설명력은 평균 23.6

%로 나타났다(부록 참조).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명력이 높은 제1주성

분 분석 결과를 심으로 살펴본다.

방향 환 동작에서 신 근의 주성분 결과는 3m/sec0.774,4m/sec

0.776,5m/sec0.76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굴곡근의 주성분 결과

는 3m/sec0.748,4m/sec0.781,5m/sec0.767로 4m/sec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러닝 동작에서 신 근의 제1주성분 결과는 3m/sec0.802,4m/sec

0.781,5m/sec0.758로 속도가 증가하면서 신 근의 작용이 낮아지는 결

과로 나타났다.굴곡근의 제1주성분 결과는 3m/sec0.785,4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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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5m/sec0.692로 4m/sec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이상과

같이 퇴 근 활성도의 제1주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방향 환과 러

닝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신 근과 굴곡근은 동시에 수축하는 결과로 나

타났다.이 러닝 동작의 경우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신 근의 수축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Tasks
3m/sec 4m/sec 5m/sec

Ext. Fle. Ext. Fle. Ext. Fle.

Cutting 0.774 0.748 0.776 0.781 0.765 0.767

Running 0.802 0.785 0.781 0.831 0.758 0.692

Ext.=Meanofextensormuscle(rectusfemoris,vastusmedialis,
vastuslateralis),Fle.= Mean offlexormuscle(bicepsfemoris,
semitendinosus).

표 15.속도 동작별 퇴 신 근과 굴곡근 제1주성분 분석 결과

3.상 분석 결과

1)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학 변인과의 상 분석 결과

신체 심 평균 이동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무릎 각도와의

동작별 상 분석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질주

속도 증가와 무릎 의 굴곡 각도만 정 인 상 계를 보 다(=560,

<.01). 방십자인 부하와의 계에서는 무릎 의 굴곡 각도(=491,

<.01)와 외 각도 정 인 계로 나타났다(=341,<.05).

러닝 동작 시 질주속도 증가에 따른 무릎 각도는 굴곡 각도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정 인 상 계를 보 다(=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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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십자인 부하와 무릎 각도의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Task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variables 

Cutting
(n=14)

Velocity
(m/sec)

Kneeflexionangle .560**

Kneevalgusangle .295

Kneeinternalrotationangle -.191

ACLforce
(N)

Kneeflexionangle .491**

Kneevalgusangle .341*

Kneeinternalrotationangle -.130

Running
(n=14)

Velocity
(m/sec)

Kneeflexionangle .676**

Kneevalgusangle .105

Kneeinternalrotationangle .194

ACLforce
(N)

Kneeflexionangle -.128

Kneevalgusangle -.025

Kneeinternalrotationangle -.105

표 16.속도 방십자인 부하 변화와 착지 시 무릎 각도와의

pearsoncorrelation분석 결과

2)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역학 변인과의 상 분석 결과

신체 심 평균 이동속도 방십자인 부하와 운동역학 요인과의

동작별 상 분석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 다.방향 환 동작 시 속도

증가와 방십자인 의 부하와는 정 인 상 계를 보 다(=669,

<.01). 한 무릎 의 단력(=450,<.01),무릎 의 굴곡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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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variables 

Cutting
(n=14)

Velocity
(m/sec)

ACLForce(N) .669**

Kneeshearforce(N) .450**

Maximum kneeflexionmoment
(Nm)

.416**

Maximum kneevarusmoment
(Nm)

.397**

Maximum kneeinternalrotation
moment(Nm)

.556**

Co-contractionindex(%) -.599**

ACLforce
(N)

Kneeshearforce(N) .415**

Maximum kneeflexionmoment
(Nm)

.390*

Maximum kneevarusmoment
(Nm)

.219

Maximum kneeinternalrotation
moment(Nm)

.341*

Co-contractionindex(%) -.488**

Running
(n=14)

Velocity
(m/sec)

ACLForce(N) .384*

Kneeshearforce(N) .500**

Maximum kneeflexionmoment
(Nm)

.014

Maximum kneevarusmoment
(Nm)

.663**

Maximum kneeinternalrotation
moment(Nm)

.564**

Co-contractionindex(%) -.132

ACLforce
(N)

Kneeshearforce(N) .373*

Maximum kneeflexionmoment
(Nm)

.235

Maximum kneevarusmoment
(Nm)

.462**

Maximum kneeinternalrotation
moment(Nm)

.220

Co-contractionindex(%) .025

표 17.속도 방십자인 부하 변화와 주요 운동역학 변인과의

pearsoncorrelation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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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1),무릎 의 내 모멘트(=397,<.01),무릎 의 내측회

모멘트(=556,<.01)요인도 질주속도 증가와 정 인 상 계를 보

다.하지만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 비율은 질주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부정 인 상 계를 보 다(=-599,<.01). 방십자

인 의 부하와의 계에서는 무릎 의 단력(=415,<.01),무릎

의 굴곡 모멘트(=390,<.05),무릎 의 내측회 모멘트(=341,

<.05)요인이 정 인 상 계를 보 다.하지만 퇴 신 근과 굴곡근

의 동시수축 비율은 방십자인 부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부정 인

상 계를 보 다(=-488,<.01).

러닝 동작 시 속도 증가와 방십자인 의 부하와는 정 인 상 계

를 보 다(=384,<.05). 한 무릎 의 단력(=500,<.01),무릎

의 내 모멘트(=663,<.01),무릎 의 내측회 모멘트(=564,

<.01)요인도 질주속도 증가와 정 인 상 계를 보 다. 방십자인

의 부하와의 계에서는 무릎 의 단력(=373,<.05)과 무릎 의

내 모멘트(=462,<.05)요인만 정 인 상 계를 보 다.

4.회귀방정식 산출 결과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방향 환 속도별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 모멘트 요인의 1차 직선방정식과 2차 다항식에 입하여

6,7m/sec조건의 결과를 추정하 으며,그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

다. 방십자인 부하의 경우 1차 직선방정식에서는 6m/sec1,731.1

N에서 7m/sec1,814.6N으로 83.5N이 증가하 다.2차 다항식의 경우

6m/sec1,729.3N에서 7m/sec1,816.3N으로 87.0N증가를 하 다.1

차,2차 다항식의 상 계수는 동일하 기 때문에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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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quation
6m/sec
(A)

7m/sec
(B)

(B)-(A) 

ACL
force
(N)

Li. =83.52+1230 1731.1 1814.6 83.5 .541***

Qu. =1.196+74.03+1248 1729.3 1816.3 87.0 .541***

Knee
joint
shear
force
(N)

Li. =112.6+330.9 1006.5 1119.1 112.6 .371***

Qu. =18.70-37.79+618.2 1064.7 1270.0 205.3 .381***

Knee
Ad.
moment
(Nm)

Li. =44.70-74.69 193.5 238.2 44.7 .418***

Qu. =-7.488+105.1-190.0 171.0 178.8 7.8 .440***

Knee
IR

moment
(Nm)

Li. =28.30+7.112 176.9 205.2 28.3 .453***

Qu. =-1.147+37.32-9.790 172.8 195.2 22.4 .456***

Ad.=adduction,IR=internalrotation,Li=linear,Qu.=quadratic

표 18.회귀방정식을 통하여 추정한 방향 환 동작 시 6,7m/sec의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 모멘트 결과

방십자인 부하도 선형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무릎 단력의 1차 방정식을 통한 추정 결과 6m/sec1,006.5N에

서 7m/sec1,119.1N으로 112.6N 증가하 다.2차 다항식의 경우 6

m/sec1,064.7N에서 7m/sec1,270.0N으로 205.3N증가하여 방향 환

속도가 증가할수록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하지만 7

m/sec가 과되는 종속변인의 결과 산출은 통계학 인 한계로 인하여

추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무릎 단력의 역치 수 은 본 연구에서

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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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내 모멘트의 1차 방정식을 통한 추정 결과 6m/sec193.5

Nm에서 7m/sec238.2Nm로 44.7Nm 증가하 다.하지만 2차 다항식

추정 결과 6m/sec171.0Nm에서 7m/sec178.8Nm로 7.8Nm 증가하

다.따라서 무릎 내 모멘트는 6m/sec이상 속도에서의 증가 폭

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무릎 내측회 모멘트의 1차 방정식을 통한 추정 결과 6m/sec

176.9Nm에서 7m/sec205.2Nm로 28.3Nm 증가하 다.2차 다항식을

통한 추정 결과는 6m/sec172.8Nm,7m/sec195.2Nm로 22.4Nm 증

가하 다.따라서 무릎 내 모멘트는 7m/sec이상 속도에서의 증

가 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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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자료를 기반으로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하에 향을 주는

요인을 심으로 고찰하 다.구성은 방향 환 러닝 동작의 착지자세

특성,무릎 에 작용하는 힘과 방십자인 의 부하, 방십자인 부

상 방지를 한 방안으로 하 다.

1.방향 환 러닝 동작의 착지자세 특성

방십자인 에 작용하는 부하 정도는 무릎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abriel,Wong,Woo,Yagi,& Debski,2004).부하가 가장 높

게 나타나는 무릎각도는 완 히 신 된 0°~30°로 보고되고 있다

(DeMoratetal.,2004;Dürselenetal.,1995).Gabriel등(2004)은 사체연

구를 통하여 무릎 을 0°,15°,30°,60°,90°로 고정한 후 134N의 충

격을 주어 굴곡 각도 변화에 따른 방십자인 부하를 찰하 다.그

결과 무릎 각도가 15°~20°일 때 119±24N으로 가장 높은 부하를 보

다. 한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한 실제 사례 상을 분석한 결과,

방십자인 최 부하 시 무릎 각도가 21°~25°범 를 보 기 때

문에 착지 시 무릎 이 신 될수록 방십자인 부상 발생 험이 크

다고 할 수 있다(Krosshaugetal.,2005).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방

향 환 동작 5m/sec의 방십자인 최 부하 시 무릎 각도는

-24.75±4.01°로 방십자인 에 가장 높은 부하를 가할 수 있는 자세로

나타났다.반면 동일한 속도의 러닝 동작에서는 -32.68±5.00°까지 무릎



- 69 -

을 굴곡 시키는 자세를 취하여 방향 환 동작 보다는 부상의 험에서

안 할 것으로 단된다.

방향 환과 같이 무릎 에 복합 인 힘을 가하는 동작에서는 굴곡/

신 움직임뿐만 아니라 내/외 ,내/외측회 의 움직임도 찰해야 한

다.Markolf등(1995)은 무릎 굴곡 각도(-10°~90°)에 따라 100N의

단력과 함께 내/외 ,내/외측회 모멘트를 경골에 가하여 외 과 내

측회 이 방십자인 부하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이 연구에

서도 무릎 이 신 될수록 방십자인 부하가 높았으며 특히,20°

후로 굴곡 된 상태에서 단력과 외 모멘트가 함께 작용하 을 경우

가장 높은 부하를 보 다.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의

방십자인 최 부하 시 5m/sec무릎 외 각도는 -1.215±3.274°로

3m/sec1.060±3.077°보다 통계 으로 높은 결과로 나타났지만(<.001)

정량 인 가동범 차이는 2°로 내외로 높지 않은 수 이었다.이 결과

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들이 남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와는 반 로 여성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의 방향 환

착지 시 무릎 각도는 15°~20°범 의 외 된 자세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체 구조 인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한기훈,

임비오,2009;McLeanetal.,2004;Olsen,Myklebust,Engebretsen,&

Bahr,2004).따라서 추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수행될 후속 연구의 연구

상자가 여성일 경우 외 각도 변화에 따른 여러 요인을 조사하여 방

십자인 부상 기 에 한 이해가 증진되길 기 한다.

실제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하는 경기 상의 분석을 통하여 얻은

무릎 의 특징은 경골이 외측회 된 상태에서 방향 환이나 감속을

시도한 상황이라 하 다(Bodenetal.,2000).이와 같은 상황은 경쟁경기

운동선수에게 흔히 발생하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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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방향 환 동작의 진행방향을 미리 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릎

이 내측회 된 상태에서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 다.따라서 Boden

등(2000)이 주장한 무릎 이 외측회 된 상태로 착지한 자세의 험

성은 본 연구를 통하여 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방십자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착지자세 특성을 살펴보면,무릎 이 신 된 상태에서

외 과 내측회 된 자세로 격한 감속을 동반한 방향 환 동작을 수행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2.무릎 에 작용하는 힘과 방십자인 부하

방십자인 부하에 향을 미치는 무릎 주변의 힘은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내/외 내/외측회 모멘트, 퇴사두근과 퇴이

두근의 근 수축으로 알려져 있다(Bernsetal.,1992;DeMoratetal.,

2004;Draganichetal.,1995;Dürselenetal.,1995;Fukudaetal.,2001,

2003;Hollisetal.,1991;Markolfetal.,1995).하지만 내 과 외측회

모멘트는 방십자인 부하 증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Bendjaballahetal.,1997;Flemingetal.,2001;Markolfet

al.,1995). 한 퇴이두근의 근 수축이 방십자인 부하를 감소시킨

다는 연구와 그와는 반 로 보고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Bodenetal.,2000;Beynnonetal.,1995).

먼 경골 근 에서 방으로 작용하는 단력을 살펴보면,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에 2,000N 이상의 힘이 작용할 경우 방십자인 부

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McLean etal.,2007,Seering etal.,

1980;Shinetal.,2007).본 연구에서는 방향 환 동작 시 5m/sec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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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단력이 900.6±265.9 N(체 으로 표 화한 경우 1.220±0.288

N/BW)으로 가장 높았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2,000N 보다는 낮았

다.따라서 McLean등(2004)이 제시한 무릎 에서 작용하는 방

단력은 독자 으로 방십자인 부상을 유발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일치

하 다.김경훈과 조 행(2012)은 다양한 방향(0°,45°,90°)으로 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 는데 방향 환 각도가 증가할수록 경골의 내측회 모멘

트는 증가하 으나 무릎 의 단력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하지

만 본 연구의 결과 속도가 증가할수록 방향 환 동작 시 내측회 모멘

트와 무릎 의 단력은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선행연구과 차이

를 보이고 있다.김경훈과 조 행(2012)의 연구에서 무릎 의 단력

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좌

우, 후 방향의 합력에 의한 결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질주동

작 후 방향 환 각도에 따른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는 힘에 한 후

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향 환 동작의 험 요인을 평가하기 해서는 방 단력과 함께

내/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는 외 모멘트가 방십자인 부하 가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Fukudaetal.,2003;Hollisetal.,1991;Markolfetal.,

1995;McLeanetal,2004,200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십자인 의

부상 역치 수 을 외 모멘트 125Nm 이상으로 설정하 다(McLeanet

al.,2007,Seeringetal.,1980;Shinetal.,2007).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 시 5 m/sec 조건의 내 모멘트가

115.46±72.08 Nm(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경우 0.212±0.020

N/BW*HT)로 러닝 동작의 25.82±11.02Nm(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경우 0.165±0.021N/BW*HT)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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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성별에 따른

신체구조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이기 ,이 택,이정호,2011;

Fukudaetal.,2003).따라서 외 모멘트가 방십자인 부하 가 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연구 상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내/

외 모멘트로 인한 부상 역치 수 에 한 근거도 재정립 되어야 할 것

이다.

무릎 에서 작용하는 내/외측회 모멘트도 방십자인 부하를 증

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하 다(Bernsetal.,1992).Markolf등(1995)은

사체에 일정한 무릎 각도(과신 5°부터 굴곡 90°까지)에서 100N의

단력과 10Nm의 모멘트를 가하여 변화하는 방십자인 부하를

찰하 다.그 결과 무릎 이 15°로 굴곡하 을 경우를 기 으로 단

력과 내측회 모멘트 조건(약 180N)은 단력과 외측회 모멘트 조

건(약 70N)보다 약 2.6배 높은 방십자인 부하를 보 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외측회 모멘트를 방십자인 부상 험 요인에서 제외하

는 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한 여성 축구선수들을 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내측회 모멘트가 외측회 모멘트 보다 높은 결과를 보

기 때문에 방향 환 시 방십자인 부하와 련하여 외측회 모멘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단된다(박은정 등,2011).본 연구

에서의 내측회 모멘트는 133.6±27.41Nm(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경우 0.091±0.055N/(BW*HT))로 러닝 동작의 5.848±3.774Nm(체 과

신장으로 표 화한 경우 0.021±0.010N/(BW*HT))보다 매우 높은 결과

로 나타났다(<.001).따라서 방향 환 동작에서 내측회 모멘트는

방십자인 부하를 추정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단되나

부상 역치 수 에 한 근거가 미비하여 이 부분에 한 후속 연구가 진

행되길 기 한다(McLeanetal.,2004).



- 73 -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여 방십자인 부하에 향을 미치는

다른 힘은 퇴사두근과 퇴이두근의 근 수축이다.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퇴사두근의 높은 근 수축에 의하여 경골이 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방십자인 부하를 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eMoratetal.,

2004;Draganichetal.,1995;Dürselenetal.,1995;Fleming etal.,

2001;Markolfetal.,1995). 한 퇴이두근이 퇴직근과의 동시수축

(co-contraction)에 게 동원되거나 근 피로 등의 이유로 근 수축 타이

이 지연되었을 경우 방십자인 의 부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Bodenetal.,2000;Hewettetal.,2005).하지만

Simonsen 등(2000)은 방향 환 동작 시 퇴이두근의 근 활성도는

MVC(maximum voluntarycontraction) 비 34-39%로 비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퇴이두근이 방십자인 부하 감소에 미

치는 향은 을 것으로 측하 다.본 연구에서는 Boden등(2000)이

주장한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이 방십자인 부하를 감소시킨다는 주

장을 확인하기 하여 속도별 퇴 신 근과 굴곡근의 동시수축 비율을

조사하 다.그 결과 방향 환 동작 시 5m/sec의 퇴 신 근과 굴곡근

의 동시수축 비율은 0.244±0.107%로 3m/sec보다 낮았다(<.001).이

의미는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신 근에 해당하는 퇴직근,내측 근,

외측 근의 근 활성도 비율이 높고 굴곡근에 해당하는 퇴이두근,반건

양근의 근 활성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방십자인 부상 험이 증가한

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질

주속도가 증가하고 방십자인 부하가 증가할수록 퇴 신 근과 굴곡

근의 근 활성도 비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Boden등(2000)이 주장한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은 방십자인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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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도 증가에 따른 방십자인 부하

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주변에서 작용하는 힘에 하여 분석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질주속도를 5m/sec 후로 통제하 고 방향 환 범

는 진행방향의 측면 35°-55°로 설정하 다(Donnelly etal.,2012;

McLeanetal.,2004;McLeanetal.,2008;Weinhandletal.,2013).이

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방향 환 범 를 좌측

35°-55°로 설정하 으며,질주속도에 변화를 주어 3,4,5m/sec조건에

서 반복측정 후 분석하 다.그 결과 방십자인 최 부하는 3m/sec

1465.9±81.9N(체 으로 표 화 한 경우 2.050±0.321N/BW),4m/sec

1556.0±102.1N(체 으로 표 화 한 경우 2.167±0.370N/BW),5m/sec

1661.5±58.5N(체 으로 표 화 한 경우 2.337±0.383N/BW N/BW)로

질주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하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닝 동작의 방십자인 최 부하는 3m/sec1,483.2±61.2N(체 으

로 표 화 한 경우 2.064±0.310N/BW),4m/sec1,529.6±54.4N(체 으

로 표 화 한 경우 2.130±0.315N/BW),5m/sec1,582.6±104.0N(체 으

로 표 화 한 경우 2.175±0.364N/BW N/BW)로 증가하 으나 5m/sec

에서는 체 으로 표 화 한 경우 낮은 질주속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 환 동작에서만 방십자인 부하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뮬 이션을 통하여 산출한 방십자인 부하를 신체 심 평균속도

와 상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속도 증가에 따

라 방십자인 부하도 증가하는 정 인 계를 보 다(=669,<.01).

러닝 동작도 정 인 계를 보 으나(=384,<.05)방향 환 동작의 상

계수가 러닝 동작보다 높았다.회귀방정식을 활용하여 추정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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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동작의 방십자인 최 부하는 6 m/sec 1,729.3~1731.1 N,7

m/sec1,814.6~1816.3N으로 나타났으며 1차 직선방정식,2차 다항식 모

두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541,<.001).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

한 방향 환 동작에서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속도는 7m/sec 후로 상할 수 있다.Olsen등(2004)의 연구에서는

핸드볼 경기 방십자인 부상이 발생한 20건의 상 자료를 분석하

여 방향 환,한발 착지,감속 등의 동작 형태로 구분한 후 부상 시 속

도,무릎 의 자세,체 분배, 유무를 정성 으로 조사하여 제시

하 다.이 에서 가장 높은 부상 빈도를 보인 동작 형태는 방향 환

동작으로 12건(60%)에 해당한다.방향 환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방

십자인 부상이 발생한 질주속도는 9건(75%)의 빈도를 보이는 “높은

속도”라 보고하 다.이 연구에서는 부상 시 상 자료를 정성 으로 분

석하 기 때문에 질주속도를 매우 높음( 력질주),높음(질주),낮음(조

깅)등의 서열척도로 구분하 는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높은 속

도”가 5~8m/sec 후로 짐작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 환 동작

시 부상 험 속도인 7m/sec와 유사한 수 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에 작용하는 부하는 6

m/sec1,731.1N,7m/sec1,814.6N범 이다.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

정한 20 기 의 방십자인 열 기 인 2,160N에 비교하여 다소 낮

은 수치이다(Woo etal.,1991).하지만 Stapleton,Waldrop,Ruder,

Parrish와 Kuivila(1998)의 연구에서는 방십자인 부상 역치 수 을

1,800~2,250N으로 정하 고 Miller,Cooper와 Warner(2002)는 1,725~2,500

N이라 하 다.본 연구에서 추정한 7m/sec조건의 방십자인 부하는

두 연구에서 설정한 역치 수 에 근 한 결과로 나타나 유사한 조건에

서 7m/sec이상의 방향 환 동작 수행은 매우 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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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방안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연구는 착지자세와 무릎 의 부하

(Dempseyetal.,2007),근 활성 근 기능 시뮬 이션(Laughlinetal.,

2011),트 이닝 로그램 용 효과(Lephartetal.,2005;Mandelbaum

etal.,2005)를 주제로 다루었다.Dempsey등(2007)은 연구 상자 본인

이 구사하는 방향 환 동작과 여러 변형 동작(상체 좌우 치와 회 방

향,무릎 의 신 정도,발의 착지 후 거리와 착지 방향)수행 시

변화하는 무릎 모멘트를 분석하 다.그 결과 착지 시 발 분 과 신

체 심의 거리가 멀 경우 굴곡,외 ,내측회 모멘트가 증가하 기 때

문에 방십자인 부하가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는 착지

자세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주속도가 증가하면서 굴곡,내측회

모멘트가 증가하 고 내 모멘트가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따라서 방

향 환 동작 시 부상 방지를 한 착지자세는 발 분 이 신체 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상체는 진행방향으로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

림 14,그림 15).

그림 14. 방십자인 부상

장면(Olsenetal.,2004)

그림 15.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착지자세(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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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ghlin등(2011)은 근 해석 로그램(OpenSim ver.1.9.1,Stanford

University,Stanford,CA,USA)을 활용하여 한발 착지 방법(연성,강성)

에 따른 운동역학 요인과 방십자인 부하 변화를 분석하 다.그

결과 연성 착지 동작 수행의 방십자인 최 부하 시 무릎 각은

18.0°로 강성 착지 동작의 13.9°보다 굴곡 시킨 자세를 취하 다(<.01).

한 방십자인 부하도 연성 착지 시 0.71N/BW로 강성 착지 시

0.80N/BW로 나타나 연성 착지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도 방

십자인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 다(<.05).본 연구에서 분석한

5m/sec의 방십자인 최 부하 시 무릎 각도는 방향 환 동작

이 더 신 된 자세로 나타났다(<.001).이 결과는 무릎 굴곡 각도

에 따른 방십자인 부하를 조사한 사체연구(in-vitro)결과와 일치한

다(DeMoratetal.,2004;Dürselenetal.,1995;Gabriel etal.,2004;

Markolfetal.,1995;Wooetal.1991).따라서 방십자인 부상 방지

를 해서는 방향동작 수행 착지 시 무릎 을 30°이상 구부린 자

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훈련 로그램 용 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Lephart등(2005)은 항성 훈련 집단과 라이오메트릭 트 이

닝 집단으로 구성한 연구를 진행하 다.이 연구에서는 항성 훈련 집

단의 훈련 착지 시 무릎 굴곡모멘트는 0.079±0.047Nm/BW*H에

서 훈련 후 0.051±0.033Nm/BW*H로 감소하 기 때문에 방십자인

부상 방지에 더 효과 이라 하 다(<.05).하지만 한발 착지 동작과는

다르게 방향 환 동작에서 방십자인 부상과 향이 깊은 요인은 외

내측회 모멘트로 알려져 있다(Bereetal.,2011;Dempseyet

al.,2007;Finermanetal.,1995;Fukudaetal.,2003;Hollisetal.,

1991;Kogaetal.,2010;Majewskietal.,2006;Markolfet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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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enetal.,2004).따라서 Lephart등(2005)이 실시한 유연성,밸런스,

근력 향상을 포함한 항성 훈련은 방십자인 부상 방지에 합하지

않은 훈련 로그램으로 단된다.Mandelbaum 등(2005)은 여성 축구선

수 67,680명을 상으로 방십자인 부상 방지를 한 비운동 3종류,

상체와 하지 스트 칭 5종류,근력 강화 운동 3종류, 라이오메트릭 트

이닝 5종류,축구 특성화 훈련 3종류로 구성된 근신경(neuromuscular)

자기수용(proprioceptive)훈련을 본 운동 2년 동안 실시하 다(세

부내용 부록 참조). 한 훈련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운동 방법에

한 동 상을 보 하 다.이 동 상에는 하지 이 신 된 상태에서

발바닥 체가 지면에 닿게 되는 착지 수행 시 Laughlin등(2011)이 제

시한 무릎 고 을 활용한 연성 착지자세를 강조하 다.그 결과 훈

련 집단의 방십자인 발생 비율은 1,000명당 0.09회로 통제 집단의

1,000명당 0.49회 보다 히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001).따라서

Mandelbaum 등(2005)이 제시한 근신경 자기수용 훈련은 매우 유용

한 방십자인 부상 방지 로그램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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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방향 환 동작 시 질주속도가 무릎 에 작용하는

부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십자인 부하를 추정하여 방십자인

손상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부상 방지를 한 방안을 제시

하는데 있다.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무릎 을 포함한 하

지 근골격계에 병 인 이상이 없는 남자 고등학교 야구선수 14명이 연구

에 참여하 다.실험 도구로는 상분석 시스템,지면반력 측정기,근

도 측정기를 활용하 으며,3,4,5m/sec의 방향 환 러닝 동작을 수

행하는 동안 연구 상자의 동작과 힘 정보를 획득하 다.주요 변인으로

신체 심의 속도,무릎 의 각도와 힘, 방십자인 부하, 퇴 근육

의 근 활성도 등을 분석하 으며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높은 속도에서

의 주요 변인 결과를 추정하기 하여 1,2차 회귀식을 작성하 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심으로 기존 선행연구 고찰하여 도출

한 결론과 추후 이와 유사한 방십자인 부상 연구 방향에 한 제언

을 한다.

1.결론

첫째,방향 환 동작의 질주속도 증가에 따른 무릎 자세는 외

된 형태이다. 한 본 연구의 가설로 제시한 방십자인 부하,무릎

의 단력,굴곡 모멘트,내측회 모멘트는 증가하 다.하지만 무릎

의 내/외 모멘트 요인에서는 가설과 반 로 내 모멘트가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연구 상자의 성별,방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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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방십자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는 무릎 이 신 되어 외 과 내측회

된 상태로 착지하여 격한 감속을 동반한 방향 환 동작이라 할 수 있

다.

둘째,착지 시 퇴사두근의 근 수축은 경골을 방으로 이동시켜

방십자인 부하를 가 시키고 이와 동시에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은

방십자인 부하 증가를 억제한다는 기 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본 연구에서 조사한 퇴 신 근( 퇴직근,내측 근,외측 근)과 굴

곡근( 퇴이두근,반건양근)의 동시수축 비율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의 경우 질주속도가 증가할수록 신 근의 비율이 증가하고 굴곡

근의 비율이 감소하 다.하지만 러닝 동작의 비율은 질주속도 변화에

향을 받지 않았다. 한 방십자인 부하와의 동시수축 비율과의 상

분석 결과에서도 부하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퇴이두근의 동시수축은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방향 환 동작의 착지 시 무릎 의 굴곡 정도는 방십자인

부하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향

환 동작 시 질주속도 증가에 따른 무릎 굴곡 각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하지만 러닝 동작에서는 굴곡 각도가 확연히 증가하 고 방십

자인 부하는 방향 환 동작에 비하여 낮았다.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착

지 시 무릎 각도가 20° 후로 유지되었을 때 방십자인 부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따라서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

상 방지를 해서는 무릎 을 보다 굴곡 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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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발 분 이 신체 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상체를 진행방향으

로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제언

첫째, 방십자인 부상과 련하여 무릎 의 내측회 모멘트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내측회 모멘트는 방십자인 부

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가장 주요한 요인 하나이다.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가 무릎 에 가해지는 외 모멘트에 심을 갖고 있

었고 사체연구의 경우 횡단면에서 외력을 작용하게 하는 기구 제작의 한

계로 인하여 내측회 모멘트 요인의 부상 역치 수 정립도 미비한 실

정이다.

둘째,방향 환이나 격한 감속을 포함한 동작 수행 시 착지자세와

방십자인 부하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질주속도를

제외한 다른 외 요인 최 한 통제한 후 비교 안정 인 상황에서 진

행하 다.따라서 추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수행될 후속 연구에서는 착

지자세,체 분배 등의 변화에 따른 여러 요인을 조사하여 방십자인

부상 기 에 한 이해가 증진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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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ofSpeedonFactors

toAnteriorCruciateLigamentInjury

whileChangingDirection

Jeheon,Moon

DepartmentofPhysical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nteriorcruciateligament(ACL)damageinsportssituationoccurs

whileperforming directionalchangesfollowing arapiddeceleration.

Therefore,thepurposeofthestudywastoexplorethefactorsthat

affecttheanteriorcruciateligamentbyestimatingtheloadactingon

the knee joint and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load while

performingdirectionalchangesfollowingasprintindifferentspeed(3,

4,5m/sec).Thesubjectsrecruitedforthestudywerefourteenmales

highschoolbaseballplayers(age:17.42±0.69years,height:174.6±

4.0cm,weight:73.3±8.94kg).Thesubjecthadprevioushistoryof

knee injury and musculoskeletal injury but no pathological

abnormalities.Threedimensionalmotionanalysissystem (Qualisys7+,

SWE),ground reaction force measuring system (Kistler 9287BA,

SWI) and electromyography system (Telemyo DTS,USA) were

utilizedforacquiringmotiondataandforcedata undertwocondition

(1)Sprintatthe3,4,5m/secspeed,(2)Sprintwith directional

changeatthe3,4,5m/secspeed.Themainvariablesselectedfor

theanalysiswerethevelocityofCOM,angleoftheknee,knee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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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force,anteriorcruciateligamentload,andmuscleactivityof

quadricepsand hamstring.Also,firstand second orderregression

formula wascalculated to estimatethemain variables forhigher

speed through simulation which could notbe performed in the

experiment.Toverifythedifferencesbetweenspeed(3,4,5m/sec)

and the motion (directional change/running) two-way repeated

measuresANOVA wasperformed.Thepostanalysiswascarriedout

with Paired t-testto verify the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ing

sample.Theconclusionobtainedfrom thestudyareasfollows:

First,with theincreasein speed,abductionwasobservedinthe

knee while performing sprintwith directionalchanges.Moreover,

anteriorcruciateligamentload,kneejointshearforce,flexionmoment

and internal/externalmomentalsoincreased.However,theinternal

andexternalmomentofthekneejointincreasedinaccordancewith

theincreasein speed,and thehypothesis wasnotproven.Itis

considered that the result may gender specific or due to the

perception ofdirectionalchanges.Thus,theposition in which the

kneejointisperforminginternalrotationandabductionaccompanied

byarapiddecelerationcanbeconsideredasthemotionwhichleads

toanACLinjury.

Second,thecontractionofthequadricepsduringthelandingtranslate

the tibia anteriorly which increases the ACL load while the

co-activation ofrectusfemorisand bicepsfemoriscan inhibitthe

increaseofACL load.Accordingtotheresultoftheco-activation

index of hip extensors (rectus femoris,vastus lateralis,vastus

medialis) and flexors (biceps femoris,semitendinosus),with the

increaseinspeedduringdirectionalchanges,theratioofactivationof

extensors increased while the flexors decreased.However,while

performing theonlysprint,theco-activationindex didnotchange

despiteanincreaseinthespeed.Inaddition,accordingtotheresult

ofcorrelation analysis ofco-activation leveland ACL loa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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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tivationleveldecreasedwiththeincreaseinACLload.Thus,it

isconsideredthattheco-activationofbicepsfemorisisexpectedto

play arolein preventing anteriorcruciateligamentinjurieswhile

performingdirectionalchanges.

Third,thedegreeofflexionofthekneejointswhilelandingfollowing

thedirectionalchangeisoneofthefactorsthateffectsontheACL

load.According totheresultofourstudy,thekneejointflexion

angleduring landing following directionalchanges did notappear

differentinbetweenconditionsdespiteanincreaseinspeed.However,

thekneejointflexionanglesignificantlyincreased,andtheACLload

was also low while sprinting than directionalchange condition.

StudieshadreportedthatACLloadwasobservedhigherwhenthe

kneeanglewasaround20degrees.Thus,topreventACL injuries

whilelanding,athletesshould perform morekneeflexion training.

Moreover,thepositionofthelowerlimbshouldnotfallwayfrom the

centreofmassandshouldbetiltedinthedirectionofthemovement

ofthetrunk.

Keyword :ACL,Injury,Modeling,Cutting,Speed

Studentnumber:2012-3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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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Vel. PC RF VM VL BF SE %

Cutting

3
m/sec

PC1 0.739 0.844 0.739 0.699 0.797 73.80

PC2 0.509 0.370 0.511 0.552 0.478 18.03

max 0.739 0.844 0.739 0.699 0.797

mean 0.624 0.607 0.625 0.625 0.637

4
m/sec

PC1 0.699 0.767 0.862 0.796 0.765 63.78

PC2 0.550 0.466 0.423 0.483 0.487 25.28

max 0.699 0.767 0.862 0.796 0.765

mean 0.624 0.616 0.642 0.640 0.626

5
m/sec

PC1 0.856 0.752 0.688 0.752 0.783 61.15

PC2 0.472 0.537 0.616 0.562 0.495 25.08

max 0.856 0.752 0.688 0.752 0.783

mean 0.664 0.645 0.652 0.657 0.639

Running

3

m/sec

PC1 0.831 0.844 0.731 0.822 0.748 71.48

PC2 0.432 0.425 0.503 0.465 0.541 22.10

max 0.831 0.844 0.731 0.822 0.748

mean 0.631 0.635 0.617 0.643 0.645

4

m/sec

PC1 0.757 0.797 0.788 0.818 0.845 64.41

PC2 0.529 0.480 0.531 0.445 0.456 23.76

max 0.757 0.797 0.788 0.818 0.845

mean 0.643 0.639 0.659 0.632 0.651

5

m/sec

PC1 0.782 0.738 0.755 0.713 0.670 58.90

PC2 0.458 0.485 0.479 0.536 0.551 27.23

max 0.782 0.738 0.755 0.713 0.670

mean 0.620 0.611 0.617 0.624 0.611

RF=rectusfemoris,VM =vastusmedialis,VL=vastuslateralis,
BF=bicepsfemoris,SE=semitendinosus.

속도 동작별 퇴 근육 근 활성도의 주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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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십자인 부상 방지 운동 로그램 -

Mandelbaum,B.R.,Silvers,H.J.,Watanabe,D.S.,Knarr,J.F.,

Thomas,S.D.,Griffin,L.Y.,Kirkendall,D.T.,& Garrett,W.

(2005).Effectiveness of a Neuromuscular and Proprioceptive

Training Program in Preventing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in Female Athletes 2-YearFollow-up.The American

journalofsportsmedicine,33(7),1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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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실험연구 참여자 모집)

다음 실험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상인원 : ○○고등학교 야구부 00명, 실험기간 : 1일(2시간 이내) 

이 연구의 목 은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에서 작용하

는 부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십자인 의 강성을 추정한 후 부상 

방지를 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본 연구에 사용될 실험장비로는 3차원 동작분석시스템(Qualisys사), 근

도 측정장비(Noraxon사)입니다.

참여 상

고등학교 문운동선수를 상으로 무릎 을 포함한 하지에 근골격

계 질환이나 부상이 없었던 분을 상으로 합니다.

실험과정

모든 측정은 1일 2시간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서울

시 노원구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1) 측정  충분한 비운동 시간을 가진 후 실험용 복장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후 근 도 측정을 한 신체에 극을 부착하게 되며 최

의 힘을 5  동안 3회 발휘하게 되며 모든 자료와 동 상은 측정

용 컴퓨터에 장됩니다.

2) 동작분석을 한 반사마커 70여개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며 4개 속

도별 방향 환 동작 10회, 4개 속도별 러닝 10회를 실시하게 되며 

10회 동작마다 휴식시간이 제공되며 모든 자료와 동 상은 측정용 

컴퓨터에 장됩니다.

3) 측정 종료 후 신체에 부착한 극과 반사마커를 제거한 후 환복 후 

귀가하게 됩니다.

4) 측정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귀하께서 신체에 부착하는 모든 

센서는 인체에 무해한 장비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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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락처

연구 과제명 :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요인에 한 연구

지도교수 : 박재범(서울 학교 사범 학 체육교육과 조교수)

연구 책임자 : 문제헌(서울 학교 사범 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연락처 : 02-970-9528, 010-3173-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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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학생용)

연구 과제명 :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방십자인  부상 요인에 한 연구

지도교수 : 박재범(서울 학교 사범 학 체육교육과 조교수)

연구 책임자명 : 문제헌(서울 학교 사범 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한 방십자인  부상 기 과 방지 방

안에 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방향 환을 많이 수행하는 문운동선수이

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소속의 문제헌 연구원(02-970-9528, 010-3173-8008)이 귀하

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

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속도에 따른 방향 환 동작 시 무릎 에서 작용하는 

부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십자인 의 부하를 추정한 후 부상 방

지를 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방향 환 운동을 많이 수행하는 문운동선수 2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

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측정 장소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한국스포츠개발원 운동역학실험실입

니다. 동작분석을 진행하게 되며 방향 환 동작  러닝 동작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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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측정  충분한 비운동 시간을 가진 후 실험용 복장을 제공

받게 됩니다. 이후 근 도 측정을 한 신체에 극을 부착하게 되며 최

의 힘을 5  동안 3회 발휘하게 되며 모든 자료와 동 상은 측정용 컴

퓨터에 장됩니다.

2) 동작분석을 한 반사마커 70여개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며 3 m/sec, 

4 m/sec, 5 m/sec, 본인 최  속도 방향 환 동작 10회, 3 m/sec, 4 

m/sec, 5 m/sec, 본인 최  속도 러닝 10회를 실시하게 되며 10회 동작

마다 휴식시간이 제공되며 모든 자료와 동 상은 측정용 컴퓨터에 장

됩니다.

3) 측정 종료 후 신체에 부착한 극과 반사마커를 제거한 후 환복 후 

귀가하게 됩니다.

4) 측정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귀하께서 신체에 부착하는 모든 센

서는 인체에 무해한 장비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측되는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다. 하지

만 낯선 환경에서 운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비

하여 실험실 환경에 응하고 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컨디션이나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측정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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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싶거나 부작용이나 험요소에 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

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방십자인  부상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문제헌 연구원(02-970-9528, 

010-3173-8008)입니다.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

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

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

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교통비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20,000원이 지 될 것

입니다. 한 귀하의 방향 환 동작 수행 능력에 한 과학  정보를 서

면으로 제공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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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문 제 헌        화번호:  02-970-9528, 010-3173-8008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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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 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

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8.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동 상이 촬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리인 성명(참여자와 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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