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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리의 충격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 동작 중에 

자주 발생하며, 주로 점프 후 이어지는 드롭 착지(drop landing) 단계에

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 예를 들어 농구, 배구 및 축구는 경기 중 

점프가 빈번하게 수행되며, 점프 후 중력에 의해 드롭 착지가 필요불가

결하게 수반된다고 하였고[2], 드롭 착지는 발이 지면과 접촉 하면서 발

목, 무릎, 엉덩 및 척추 관절의 순서로 인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이

라고 보고되고 있다[3]. 즉, 드롭 착지는 다양한 스포츠 상황 중 동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특

히 드롭 착지 중 모든 근육은 초기에 부하가 크게 나타나며, 움직임이 

종료되면서 부하가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며[5],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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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vastus lateralis (VL) architecture and exercise biomechanics indices during 
drop landing in young football players.

METHODS: Fifteen young football players were divided into a long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group (LFG, n=8) and short 
vastus lateralis muscle fascicle length group (SFG, n=7). All of the participants performed drop landing onto the ground reaction force 
plate from a platform 30 cm high.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VL, tibialis anterior (TA), and gastrocnemius (GCM), angular velocity, 
and ground reaction force in the ankle, knee, and hip joints were measured during drop landing.

RESULTS: The VL muscle activity (p=.032), ankle ground contact angle (p=.027), ankle maximum flexion angle (p=.014), knee maxi-
mum flexion angle (p=.007), and ground reaction force per body weight (p=.032)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FG than in the 
SFG. Muscle activity of the TA (p=.017), ankle (p=.033), and hip (p=.045) time to stability and the ground reaction force time to sta-
bility (p=.043)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LFG than in the SFG. Muscle activity of the GCM (p=.053) and knee time to stability 
(p=.057) tended to be lower in the LFG than in the SFG.

CONCLUSION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muscle activity, angular velocity, and ground reaction force variables during drop land-
ing are affected by the VL muscle fascicle length in young foot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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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드롭 착지는 발목 및 무릎관절을 효율적으로 굽혀서 지면에서 오

는 충격 즉, 지면반력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지만, 반면에 잘못된 드

롭 착지는 발목 관절의 뒤침(supination), 무릎관절의 굽힘(flexion) 결

여 및 외반력(valgus moment)과 같이 관절이 취약한 자세로 부하를 받

게 되어 급성 부상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 

드롭 착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이 보고되어 있다. Dufeck & 

Bates [7]의 연구에 의하면, 점프 동작이 수행되는 스포츠 경기는 다리

의 관절 중 특히, 무릎관절의 손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Malmir et al. [8]은 근육의 피로는 드롭 착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적인 스포츠 현장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관절의 안정성을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축구처럼 다리 근육의 사용이 높은 종목 선

수에게 중요한 동작이라고 생각된다. Niu et al. [9]은 드롭 착지 중에 양

측 발목 관절의 각속도와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발등 굽힘 및 엎침

(pronation)의 최대 각속도는 비주측(non-dominent)과 비교해서 주측

(dominant)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muscle)의 활성도는 주측과 비교해서 비주측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면서, 부상은 비주측의 발목 관절보다 주측의 발목 관절

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드롭 착지

와 관련한 분석은 다리의 각 관절과 근육에 누적된 피로, 통증 및 안정

성 감소 등과 같은 부상 예측 인자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

히,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 muscle)은 무릎관절의 폄 동작[10]과 축

구의 킥 동작에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1]. 또한, 가쪽넓은근은 

드롭 착지 중에 가해지는 부하에 의한 운동 유발성 손상으로부터 힘

줄을 보호한다고 하였으며[12], Cerrah et al. [13]은 프로축구선수의 킥 

동작 중 무릎관절의 폄 구간에서 가쪽 및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muscle)의 활성도는 아마추어 선수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가쪽넓은근은 안쪽넓은근 등의 무릎 주변 근

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앞정강근 및 장딴지근의 발목 관절과 관련

한 근속 길이와 근활성도, 근속 길이와 각속도 및 지면반력은 검토되

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소년 축구선수는 다리의 근육 중에 가쪽넓은

근이 축구 경기력 및 부상의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과 부상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골격근은 평행근(parallel muscle)과 깃털근(pennate muscle)의 

두 가지 큰 섬유 배열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깃털근은 반깃근(uni-

pennate muscle), 깃근(bipennate muscle) 및 뭇깃근(multipennate mus-

cle)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10], 근속은 건과 사선으로 배열되어 있

고,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각도(pennation angle)는 근육의 수

축 시 변화하며, 근속 길이와 각도는 근육이 발현하는 힘의 생성 능력

뿐만 아니라 건과 건막의 탄성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14]. 또한, 근속의 

배열은 근육의 물리적 기능 즉, 수축 등과 관련한 기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15]. 특히 깃털근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 중에 근육의 두

께(thickness), 깃각 및 근속 길이(fascicle length)는 훈련 및 운동수행력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6-18]. Aagaard et al. [16]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4주간에 걸쳐 다리의 고중량 저항 훈련을 실시

한 결과, 가쪽넓은근의 깃각, 근횡단면적(cross-sectional area) 및 최대

근력은 저항 훈련 후에 증가하였으며, Kumagai et al. [18]은 100 m 달리

기 선수를 대상으로 가쪽넓은근 및 장딴지근의 두께, 깃각 및 근속 길

이를 측정한 결과, 근육의 두께는 기록이 우수한 선수 집단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깃각 및 근속 길이는 경기 기록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awakami et al. [14]은 일반인과 보디

빌더를 대상으로 위팔세갈래근의 깃각을 비교한 결과, 근육 두께 및 

깃각은 보디빌더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근육의 

비대는 깃각의 증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Cunha et al. [17]은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성숙도(연령)가 가쪽넓은근의 구조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숙도와 근육의 두께, 근속 길이 및 깃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근육의 구조적인 특성은 연령 등의 성숙도보다 다양한 훈련과 같은 

반복적인 근육의 사용방법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며, 운동수행력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

로 근육의 두께, 깃각 및 근속길이와 같은 근육의 구조적 특성을 분류

하여 운동수행력 및 부상과의 연관성 즉, 드롭 착지와 관련한 분석은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소년 축

구선수를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 

지어 생체 역학 지표의 비교를 실천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가쪽넓은근의 근속길이는 가쪽넓은근, 앞정강근, 장딴지근의 근활성

도, 발목, 무릎, 엉덩관절의 각속도 및 지면반력의 각 하위 변인에 차이

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C지역 소재 C축구센터 유소년 축구 클럽에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축구 경력이 1일 2시간, 주 5회 및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남자 유소년 축구선수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가쪽넓은근의 근속 길이가 상위 50%인 근속길이

가 긴 집단(Long fascicle length, LFG)과 하위 50%인 짧은 집단(Short 

facicle length, SFG)으로 분류하였다[19,20]. 모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는 연구의 취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 후 참가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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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모든 대상자는 가쪽넓은근의 초음파 영상을 촬영하여 근육의 두께, 

깃각 및 근속길이를 측정하여 가쪽넓은근의 근속길이가 긴 집단과 짧

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30]. 모든 대상자는 드롭 착지 시 가쪽넓은근, 

앞정강근 및 장딴지근의 활성도, 발목, 무릎 및 엉덩관절의 각속도 변

인(각속도, 지면 접촉 각도, 최대 굽힘 각도 및 안정화 시간) 및 지면반

력 변인(체중 당 지면반력 및 안정화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각각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집단에 따라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측정방법 

1)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

(1) 초음파 영상 촬영

이 연구에서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은 초음파 영상 촬영기

(EPIQ 7G, Philip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침대

에 바로 누운 자세(Supine position)로 무릎관절과 연결된 다리 근육을 

수축하지 않은 상태로 해부학적 자세를 취한 뒤에 가쪽넓은근을 초음

파 영상을 통해 측정하였다[21]. 실험 전 전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탐촉

자 및 측정 부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잉크로 가쪽넓은근의 정확한 측

정 위치를 넙다리뼈 큰돌기와 넙다리뼈 가쪽위관절융기 사이의 원위 

30% 지점으로 표시하였다. B-mode 5 MHz 선형탐촉자(Linear-array 

transducer) 및 측정 부위에 투과젤(transmission gel Aquasonic® 100, 

Parker Laboratories, Fairfield, NJ, USA)을 바른 후 압력을 가하지 않았

으며, 초음파가 피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정하였다[22]. 탐촉자는 측

정 부위에 수직으로 위치시켜 근육의 구조적 특성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23].

(2) 가쪽 넓은근의 구조적 특성

이 연구에서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촬영한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

은 의료영상정보저장 소프트웨어(ViewRex; TechHeim, Seoul, Korea)의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육의 두께(muscle thickness) 및 깃각

(Pennation angle)을 측정하였다(Fig. 1). 근육의 두께는 얕은 힘줄막(su-

perficial aponeurosis)과 깊은 널힘줄(deep aponeurosis)사이의 수직 거

리, 근육의 깃각(muscle pennation angle)은 근속의 연장성과 깊은널힘

줄이 교차하며 생기는 각도, 그리고 근속길이(fascicle length)는 근속이 

얉은널힘줄에서 깊은널힘줄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근속길이는 

초음파 측정 시 전체 근속길이가 탐촉자의 가로 길이 보다 길어 영상

에 완전하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삼각함수법을 이용한 공식 [Fasci-

cle length = Muscle thickness/sin (Pennation angle)]을 적용하여 그 값을 

산출하였다[24].

2) 신체 조성

모든 대상자는 체성분 측정기(Inbody 720, Korea)를 사용하여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및 신체 질량지수(BMI)를 측정 및 산출하였다. 대상

자는 간편한 복장으로 발 전극을 정확히 밟고, 손 전극을 쥔 후 겨드랑

이가 닿지 않게 어깨관절을 약 30° 정도 가쪽 벌림 한 자세에서 측정하

였다.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4-6시간 이전에 식사 및 음

료의 섭취와 격렬한 신체활동을 제한하였다. 

3) 근활성도

본 실험에 앞서 피험자의 근활성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각 피험자

의 양측 앞정강근, 안쪽 장딴지근 및 가쪽넓은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

성 수축(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하

였다. 앞정강근은 선 자세로 발목의 각도가 90°를 유지한 자세에서 발

Fig. 1. Muscle architecture. Muscle thickness: Vertical distance between 
superficial tendinous membrane and deep aponeurosis. Pennation angle: 
The intersection angle of the extension in fascicle and deep aponeurosis.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LFG SFG T p

Height (cm) 153.15±3.72 149.68±6.17 1.339 .204
Weight (kg) 46.58±9.00 46.06±7.71 0.119 .907
Body fat (%) 18.33±6.66 19.70±4.89 -0.449 .661
Muscle mass (kg) 20.25±2.40 19.97±3.52 0.181 .859
BMI (kg/m2) 19.80±3.49 20.46±2.24 -0.426 .677

Values are means and SD.

Table 2. Vastus lateralis muscle architectures of the subjects

Variables LFG SFG T p

Thickness (cm) 2.07±0.28 1.97±0.25 0.722 .483
Pennation angle (deg) 16.84±3.65 22.50±2.72 -3.356 .005
Muscle fascicle length (cm) 7.26±0.77 5.15±0.29 6.801 .000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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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저항을 주는 동시에 발등 굽힘을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안쪽 

장딴지근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발바닥을 벽에 밀착시킨 후 발목의 각

도가 90°를 유지한 자세에서 발바닥 굽힘을 실시하여 측정하였고, 가

쪽넓은근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무릎을 90°를 유지한 자세에서 무릎 

폄을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값의 최대치를 실측치로 하였다

[25].

모든 대상자는 드롭 착지 동작 중에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선 근전도기(Trigno TM wireless system 4.0, Delsys inc, USA, sam-

pling frequency =2,000 Hz, gain =1,000, input impedance >1,015 Ω, 

CMRR > 80 dB)의 6개 채널을 사용하였다. 전파 정류된 신호는 10-450 

Hz 범위에서 대역 필터(bandpass filter)를 사용하여 필터링하였다. 또

한, 신호 간섭으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증폭기가 설

치된 표면 전극을 사용하였다. 전극의 부착 부위는 잡음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부착 직전에 제모를 시행하였으며,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깨끗이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였다. 무선 근전도 기기의 표면 전극은 유

럽 근전도 학회(surface electromyography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cle, SENIAM)에서 제시한 전극 부착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착

하였다[26]. 앞정강근은 종아리뼈의 끝(fibula tip)에서부터 정강이뼈의 

안쪽 과(medial malleolus)까지의 선상에서 종아리뼈의 끝부분과 가까

운 3분의 1지점에, 안쪽 장딴지근은 근육의 가장 돌출된 부분에, 그리

고 가쪽넓은근은 위앞엉덩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pine)로부터 

무릎뼈의 바깥 측면(lateral side of patella)까지의 선상에서 무릎뼈의 바

깥 측면과 가까운 3분의 1지점에 근섬유의 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동일

한 측정자가 부착하였다. 모든 전극을 부착한 후 움직임 검사를 통해 

양호한 전파 신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드롭 착지 동작 중 발생하

는 근육의 활성도는 발끝이 지면에 닿는 시점부터 관절이 최대 굽힘 각

도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발현되는 파형을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산출

된 각 근육의 근전도 파형을 RMS (root mean square)값으로 도출한 후 

사전에 측정된 각 근육의 MVIC에 대비하여 %MVIC 값으로 정량화하

였다. 모든 근전도 값의 측정 자료는 EMG works® Analysis (Software 

Version 4.0, Delsys Inc., USA)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각속도 및 지면반력 변인

모든 피험자는 지면반력기로부터 20 cm 후방에 위치한 30 cm 높이

의 발판 위에 기립 자세를 취한 후 손은 장골능선에 위치하고, 양발은 

상자의 끝에 발을 반절 이상 걸친 상태로 준비 자세를 취한 후 측정자

의 신호와 함께 신체를 앞으로 기울여 양측 다리가 지면반력기 위로 

동시에 닿도록 드롭 착지를 수행하였다[9]. 모든 피험자는 드롭 착지 후

에 가능한 자연스럽게 자세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동작 설명 이외의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본 측정에 앞서 동작에 익숙해지기 위

해 연습을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드롭 착지 시 나타나는 발목, 무릎 및 엉덩관절의 각

속도, 각도 및 안정화 시간, 체중 당 지면반력 및 안정화 시간을 측정하

기 위하여 6대의 적외선 영상 분석 카메라(SMART-DX, BTS, Italy) 및 

동기화하여 측정이 가능한 지면반력기(Infini-T, BTS, Italy)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동작이 이

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면반력기를 설치하였으며, 전후 및 좌우

측 5 m 이내의 거리에 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또한, 모든 카메라

의 높이 및 각도는 동작의 범위를 완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한 후 

공간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드롭 착지의 분석을 위하여 광학 시스템 SMART (BTS, Italy)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드롭 착지를 적외선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타이즈를 입은 상태로 직경 15 mm의 마커를 부착하

였으며, 마커 부착 부위는 어깨뼈봉우리, 넙다리뼈큰돌기, 무릎가쪽관

절융기, 가쪽복사뼈 및 2번째 발가락 발허리뼈 끝에 좌우 총 10개를 부

착하였다[27]. 모든 동작은 설치된 6대의 카메라를 통해 120 Hz 해상도

의 프레임 속도 및 마커 사이의 거리 정확도는 0.3 mm로 촬영되었다. 

지면반력은 동작 분석과 동시에 측정되었다. 측정된 자료는 SMART 

TRACKER (Software Version 1.10.417.0, BTS, Italy)를 사용하여 마커 모

델(Model of reflex marker)을 설정하였으며, 마커 모델이 설정된 자료는 

3D 공간에서의 모델링 및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SMART Analyzer 

(Software Version 1.10.417.0, BTS, Italy)소프트웨어를 통해 동기화하여 

관절의 각속도 및 지면반력이 계산되도록 설정하여 값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롭 착지 시 발생하는 각속도는 발이 지면에 닿는 순

간, 관절이 최대 굽힘 각도에 이르는 순간의 두 지점 및 하나의 국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드롭 착지 시 최대 각속도(peak an-

gular velocity), 착지 순간의 각 관절의 각도(ground contact angle, GCA) 

및 최대 굽힘 각도(maximum flexion angle, MFA)를 각각 측정하였으

며, 각도의 변화에 소요된 안정화 시간(time to staility, TTS)을 측정하

였다[6].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 GRF)의 변인은 측정된 값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각 대상자의 체중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지

면반력의 안정화 시간은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시작하여 피험자가 

지면반력계의 측정값이 체중의 5% 이내를 유지할 때를 종료 시점으로 

하였다[28]. 본 측정은 성공적인 낙하 착지 동작 3건을 기록하여 가장 

안정적인 동작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29].

4.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Ver. 20.0 (SPSS inc., 

Ch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Means ± SD)를 산출하

였으며, 근속길이에 따른 집단 간의 동질성과 차이를 각각 비교 분석

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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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근활성도

근활성도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쪽넓은근의 활성

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032), 앞정강근의 활성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p=.017). 또한, 장딴지근의 활성도는 SFG와 비교

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p=.053).

2. 각속도 변인

각속도 변인의 차이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발목관절의 

GCA 및 MFA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p=.027, p=.014), 발목관절의 TTS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p=.033). 하지만, 발목관절의 PAV는 집단 간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무릎관절의 MFA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7), 무릎관절

의 TTS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p=.057). 하지만, 무릎관절의 PAV 및 GCA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엉덩관절의 TTS는 SFG와 비

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지만(p=.045), 엉덩관절의 PAV, 

GCA 및 MFA는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3. 지면반력 변인

지면반력 변인의 차이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GRF/BW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 =.034), TTS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43).

논  의

이 연구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가쪽넓은근의 

구조적 특성과 근활성도, 각속도 및 지면반력의 각 변인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쪽넓은근의 활성도는 LFG에서 높

고, 앞정강근은 LFG에서 낮으며, 장딴지근은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발목관절의 지면 접촉 각도 및 발목과 무릎관절의 최

대 발등 굽힘 각도는 LFG에서 높고, 발목관절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

서 낮으며, 무릎관절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체중 당 지면반력은 LFG에서 높고, 지면반력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이 연구에서 유소년 

축구선수의 드롭 착지 시 근활성도, 각속도 및 지면반력은 가쪽넓은근

의 근속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육의 구조적 특성은 훈련, 고정 및 상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

극에 의해 변화하며[30], 특히 근속에서 발생하는 관절 토크(joint 

torque) 등의 힘은 근육의 기하학적 배치(geometric arrangement), 즉 구

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31]. Kumagai et al. [18]은 일

반인과 보디빌더의 위팔세갈래근(triceps brachii muscle)의 두께와 깃

각을 비교한 결과, 근육의 두께와 깃각은 일반인과 비교해서 보디빌더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근육의 비대는 깃각을 증

가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고중량 저항훈련은 가쪽넓은근의 깃각, 근횡

단면적 및 최대근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되었다[16]. 또한, 근속의 길

이가 길면 근수축의 속도는 빠르지만 근력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되

었다[32]. 아울러, 근활성도는 운동의 효과 및 부상과 관련한 근육의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33]. 이 연구에서 가쪽넓

Table 4. Differences in ankle, knee and hip joint angular velocity between 
groups

Variables LFG SFG T p

Ankle-PAV (deg/s) 707.36±69.90 665.50±161.52 0.662 .521
Ankle-GCA (deg) 90.79±5.11 82.61±7.57 2.483 .027
Ankle-MFA (deg) 68.66±5.28 58.83±7.97 2.854 .014
Ankle-TTS (sec) 0.15±0.09 0.28±0.10 -2.435 .033
Knee-PAV (deg/s) 645.29±85.14 632.41±72.55 0.313 .760
Knee-GCA (deg) 126.04±4.08 120.29±8.18 1.760 .102
Knee-MFA (deg) 92.50±7.34 78.48±7.87 3.322 .007
Knee-TTS (sec) 0.14±0.03 0.19±0.w03 -2.281 .057
Hip-PAV (deg/s) 502.69±96.33 500.37±72.14 0.052 .959
Hip-GCA (deg) 118.00±6.92 116.97±12.30 0.203 .842
Hip-MFA (deg) 81.21±21.16 79.69±18.08 0.149 .884
Hip-TTS (sec) 0.1564±0.0681 0.2850±0.1002 -2.374 .045

Values are means and SD. 
PAV, peak angular velocity; GCA, ground contact angle; MFA, maximum 
flexion angle; TTS, time to stability.

Table 3. Differences in muscle activity between groups

Variables LFG SFG T p

VL (%) 35.98±12.06 20.25±9.82 2.494 .032
TA (%) 20.41±9.38 39.82±13.65 -2.870 .017
GCM (%) 35.31±10.14 47.47±8.01 -2.226 .053

Values are means and SD. 
LFG, long fascicle length group; SFG, short fascicle length group; VL, vastus 
lateralis; TA, tibialis anterior; GCM, gastrocnemius.

Table 5. Differences in ground reaction force related variables between 
groups

Variables LFG SFG T p

GRF/BW (N) 3.57±0.62 2.93±0.19 2.419 .034
TTS (sec) 0.8873±0.1545 1.2558±0.3574 -2.318 .043

Values are means and SD. 
GRF/BW; ground reaction force/body weight; TTS, time to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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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의 활성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쪽넓은근의 활성도가 LFG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쪽

넓은근의 깃각이 작고, 근속길이가 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에 이 연구에서 앞정강근의 활성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고, 장딴지근의 활성도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앞정강근과 장딴지

근의 활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LFG의 가쪽넓은근의 활성도가 높

게 나타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발목관절의 지면 접촉 각도 및 최대 발등 굽힘 각도

(dorsiflexion)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안정화 시간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드

롭 착지 중 발목관절은 지면반력에 저항하여 발바닥 굽힘을 위한 힘

을 발현하지만, 발바닥 굽힘을 하는 힘보다 드롭 착지 시 발등 굽힘 방

향의 부하가 높아 실제 움직임은 발등 굽힘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4]. 또한, 발등 굽힘의 가동범위는 보행 및 착지와 같이 체중 부하에 

의해 나타나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

였으며,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 착지 중 발이 지면과 접촉할 

때 지면반력을 흡수 및 분산해야 하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

었다[35]. 아울러 Mrdakovic et al. [36]의 연구에 의하면, 드롭 착지는 

높이에 따라서 장딴지근의 예비 활성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

고되었으며, Brughelli et al. [37]은 근육의 길이에 의한 장력 발현의 최

적화 길이는 신장성 근수축 운동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

면서, 최적화된 길이-장력 관계의 변경은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에 영

향을 미친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드롭 착지 시 지면반

력의 효율적인 흡수 및 분산을 위한 장딴지근의 예비 활성화 및 최적

화된 근육의 길이-장력 관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FG

의 드롭 착지 중 발목관절의 지면 접촉 각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이외에도 Floyd et al. [10]은 근육은 길이-장력 관계에 의해 적

정 길이에서 최대근력을 발생시키며, 근육은 안정 시보다 길이가 신장

하면 수동 장력(passive tension)이 발생하기 시작되며, 수동 장력은 근

육의 길이가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LFG는 드롭 착지 시 발바닥 굽힘에 관여하는 장딴지근의 길이가 

짧아져 수동 장력이 적은 조건으로 착지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

현되는 힘이 증가하여 발목관절의 최대 발등 굽힘 각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관절 움직임의 변화가 적어서 발목관절의 안정화 시간까지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무릎관절은 드롭 착지 시 지면반력의 효율적인 흡수를 위해서 중요

하며[38], 특히 무릎관절의 굽힘이 충분하지 못하면 부상을 초래한다

고 하였다[39]. 이 연구에서 드롭 착지 중에 무릎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

는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통상, 드롭 착지 

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착륙 부하가 클수록 굽힘 각도의 변화가 커

서 지면반력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보고되었다[53]. 하지만 LFG에서는 드롭 착지 시 

발목관절의 최대 발등 굽힘 각도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착지 시 신

체 중심이 직립 자세에 가깝게 나타났다. 즉 무릎관절의 변화한 각도

가 적어서 최대 굽힘 각도는 높고 발목관절의 안정화 시간이 낮은 경

향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드롭 착지 중 엉덩관절의 안정화 

시간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드롭 착지 

시 엉덩관절의 지면 접촉 각도는 착지 동작이 정지할 때 무릎관절이 

받는 부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41]. Prilutsky 

et al. [42]은 장딴지근 및 가쪽넓은근과 같은 다중 관절 근육은 드롭 착

지 시 충격 흡수 단계에서 지면에서 전달되는 부하를 원위 관절에서 

근위 관절로 전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쪽넓은근은 드롭 착지 

시 운동 유발성 손상으로부터 힘줄을 보호한다고 보고하였다[12]. 따

라서 이 연구에서 LFG는 발목 및 무릎관절의 낮은 안정화 시간과 가

쪽넓은근의 활성화로 인해 엉덩관절의 안정화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드롭 착지 중 체중 당 지면반력은 SFG와 비교해서 LFG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면반력의 안정화 시간은 SFG와 비교해서 

LFG에서 낮게 나타났다. 드롭 착지 시 인체가 받게 되는 지면반력은 

근육 및 관절이 부담해야 하는 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상해의 

요소라고 보고하였다[6]. Caulfield et al. [43]은 건강한 집단과 발목관

절 기능적 불안정성 집단을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지면반력 및 안정

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면반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최대 지면반력의 

발현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발목관절 기능적 불안

정성은 지면 접촉 전후에 발목관절의 설정된 움직임의 부적절 즉, 발

목관절의 예기효과 운동제어능력(feed-forward motor control)의 결핍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근육의 수축 속도는 근육

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고[44], 특히 근속길이 및 각

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5]. 또한, 지면 접촉 각도, 최

대 굽힘 각도 및 관절각의 변화량은 최대 지면반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6]. 따라서 이 연구에서 LFG는 넙다리근의 빠른 

수축이 발목과 무릎의 최대 굽힘 각도를 크게 하여 체중 당 지면반력

을 높게 나타나게 하였으며, 동시에 발목, 무릎 및 엉덩관절의 안정화 

시간과 지면반력의 안정화 시간을 낮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이 연구는 표본 크기와 한 개의 팀에서 측정하였고, 가쪽넓은근

의 근속길이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육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드롭 착지 시 가쪽넓은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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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성과 근활성도, 각속도 및 지면반력의 각 변인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쪽넓은근의 활성도는 LFG에서 높

고, 앞정강근은 LFG에서 낮으며, 장딴지근의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발목관절의 지면 접촉 각도 및 발목과 무릎관절의 최

대 발등 굽힘 각도는 LFG에서 높고, 발목관절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

서 낮으며, 무릎관절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체중 당 지면반력은 LFG에서 높고, 지면반력의 안정화 시간은 

LFG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유소년 

축구선수의 가쪽넓은근의 근속길이 차이에 따라 드롭 착지 시 발목, 

무릎 및 고관절의 최대 굽힘 각도, 안정화 시간, 지면반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쪽넓은근의 근속길이가 긴 유소년 축구선

수는 하지 관절의 굽힘 각도의 변화량을 조절하는 등 부상을 예방하

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근육의 구조적 특성과 스포츠 종목 및 근기능을 포함한 운동수행

력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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