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호핑시 착지 방법에 따른 하지 충격 흡수
Shock Absorbtion in Hopping with Various Landing Methods

*김정윤1,  유진호2, 장동원2, #김영호2,3

*J. Y. Kim1, J. H. Yu2 , D. W. Jang2, #Y. H. Kim(younghokim@yonsei.ac.kr)2,3 
1연세 학교 학원 의공학과, 2연세 학교 의공학부, 3연세의료공학연구원

Key words : Hopping, Shock absorbtion, Landing

1. 서론

호핑동작은 작은 움직임으로 몸무게를 띄워 올리고 착지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등 여러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1]. 이런 호핑동작 중에도 착지 방법에 따라 충격 흡수 방법이 

달라지고, 환자의 경우 착지 방법이 정상인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착지 방법에 따른 충격 흡수 방법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Devita 등[2] 이 경성, 연성 착지를 

실시하여 역동역학 방법으로 하지관절의 모멘트와 파워를 비교

분석 하였고, Zatsiorsky 등[3] 은 역동역학방법으로 모멘트와 

기계적 에너지를 구하여 경성 착지와 연성 착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성과 경성 착지에 해서만 분석하

였다. Hobara 등[4] 은 호핑시 근육 활성화에 따른 다리의 stiffness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호핑시 완전히 착지하지 않고 

다시 뛰어오르는 동작을 분석하여 착지 기전에 한 분석은 

되지 않았다.
환자의 착지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정상인

의 착지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핑시 경성, 연성, 뒤꿈치 착지의 세가지 

착지 방법에 하여 각각 분석하려한다. 이 연구는 차후 환자의 

착지 기전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이다. 

2. 방법

건강한 성인 남성 12명을 상으로 hopping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삼차원 동작분석 장치(Vicon 612 system, Vicon, U.K.)와 

동기화된 2개의 힘 측정판(AMTI, U.S.A.)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하지 관절의 운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plug-in 
marker set에 따라 총 16개의 반사마커를 피검자의 몸에 부착하였

다.  
실험은 양다리 호핑으로, 2개의 힘 측정판 위에 각각 한쪽 

다리가 올라간 상태로 10cm 미만의 낮은 호핑을 연속으로 실행하

였다. 호핑 중 착지방법은 총 3가지를 측정하였다. 무릎을 굽히면

서 착지하는 연성 착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착지하는 경성착지,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뒤꿈치부터 떨어지는 뒤꿈치 착지이다. 
호핑시 상체의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해서 팔을 상체에 고정한 

자세를 유지하였다.[6] 호핑동작은 피험자가 완전히 착지한 뒤 

다시 뛸 수 있을 정도의 시간으로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일정 

속도에 맞추어 행해졌다. 연성 착지와 경성 착지 는 0.3Hz, 뒤꿈치 

착지는 0.25Hz의 속도로 각각 5세트, 3세트씩 행하여졌다. 피험자

는 실험 전 충분한 연습을 통해 메트로놈의 속도에 맞춰 호핑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3. 결과

3.1 지면 반발력

Fig. 1은 호핑시의 수직 지면반발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착지시점에서 다음 착지 시점까지를 동작구간으로 설정하여 

이를 정규화하여 착지(0~30%)부분을 표시하였다. 총 충격량은 

연성 124.5N·s/kg, 경성 133.8N·s/kg, 뒤꿈치 134.1N·s/kg로 큰 차이

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 값은 연성 11.9N/kg, 경성 

13.5N/kg(113%), 뒤꿈치 19.6N/kg(165%)으로 연성과 경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뒤꿈치 착지에서는 현저하게 큰값을 

보였다. 또한 최 값이 나타난 시간도 연성 98ms, 경성 88ms, 
뒤꿈치 8ms로 뒤꿈치착지에서만 현저히 빠르게 나타났다. 

세가지 착지 방법에 따른 수직 지면 반발력의 변화를 보면, 
연성과 경성 착지에서는 최 값이 줄어들며 최 값이 나타나는 

시간도 늦어져 충격전달속도가 늦춰진 것을 볼 수 있다. 경성 

착지에서는 최저값이 크게 나타나고 안정되는 것이 늦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 Ground reaction force of the vertical direction during hopping

3.2 관절각도

Fig. 2 Joint angles of ankle and knee joint during 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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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은 호핑시 발목관절의 배굴, 저굴 및 무릎관절의 굴곡, 
신전 각도의 변화이다. 점프구간(70%~)에서는 발목, 무릎각도 

모두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뒤꿈치 착지에서만 뒤꿈치가 먼저 

닿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발목을 배굴 시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착지구간(0~30%)에서는 발목각도의 경우, 연성 착지가 

배굴각도(13.6°), 가동범위(30.9°) 모두 가장 크고 경성 착지는 

가동범위(23.1°)가 뒤꿈치 착지(4.6°)보다 크지만 배굴 각도(3.1°)
가 뒤꿈치착지(6.7°)보다 작았다. 무릎각도의 경우, 연성 착지가 

굴곡각도(22.3°), 가동범위 (12.3°)로 가장 크고 뒤굼치 착지가 

굴곡각도(14.7°), 가동범위 (7.3°)로 두 번째, 경성 착지가  굴곡각

도(4.1°), 가동범위(1.0°)로 가장 작았다. 

3.3 관절모멘트

Fig. 3 Joint moments of lower extremities during hopping

Fig. 3는 호핑시 하지 관절들의 모멘트 변화이다. +는 신전(저
굴)모멘트, -는 굴곡(배굴)모멘트를 의미한다. 무릎과 발목관절

의 사용 여부에 따라 모멘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과 연성 착지의 경우, 발목 저굴모멘트가 착지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패턴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뒤꿈치 착지는 저굴모멘트가 도리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무릎 모멘트는 연성과 뒤꿈치 착지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뒤꿈치 착지에서 신전모멘트의 최 점(68ms)이 

연성 착지(150ms)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 엉덩관절 모멘트는 

굴곡과 신전모멘트가 교 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착지시 발목관절은 앞꿈치가 닿은 뒤 배굴되면서 저굴모멘트

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목의 배굴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체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느리게 하여준다[2]. 
체중심의 속도를 천천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충격전달시간을 

늘려 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릎관절도 

착지시 굴곡 되지만 신전 모멘트가 발생되어 체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준다. 반면 엉덩관절의 경우 착지시 상체의 

균형유지를 위해 굴곡과 신전 모멘트가 교 로 나타난다. 적어도 

이 실험과 같은 낮은 높이의 착지에서는 충격흡수보다 상체의 

균형 유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성 착지에서 발목과 무릎관절의 모멘트를 보면 발목의 저굴 

모멘트가 최 치를 보인 뒤(120ms) 무릎의 신전 모멘트가 최 치

를 보임(150ms)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착지 직후에는 무릎에서 

굴곡 모멘트가 발생하다가 빠르게 신전모멘트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발목관절에서 우선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무릎관

절은 굴곡하여 충격흡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호핑시 착지 방법에 따른 충격흡수 기전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결과 연성 착지는 발목과 무릎관절로 충격흡

수하여 총 충격량, 최 충격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경성 

착지는 발목관절만으로 충격흡수하여 총 충격량과 최 충격모

두 연성착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뒤꿈치 착지는 무릎관절만

으로 제 로 충격흡수를 하지 못하여 총 충격량은 경성 착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최 충격이 연성이나 경성 착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뒤꿈치부터 착지함으로 인해 발목관절의 

완충효과를 얻지 못해 충격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정확한 흡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지의 

주요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근활성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환자군의 호핑동작을 측정하여 충격흡수 기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훈련법이나 환자 보조기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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