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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s Blockage and Ball position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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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까'"purpose 01 this 5tudy was 10 a11alyseU，e GRF according 10 tlle visual infonnations
blαkage and ball positions during basket 벼II reboW1d junψ To achie、e 야'"애니dy
g∞1，Tot혀 5 healthy ad띠S 때1어age: 21hO.lXJyIS뼈i양t: 173.l0íl.58crπ wel빙，1
6O.05t3.89k밍 partiàl 갱ted in thi5 5tudy. A lorce-plale 뻐 5 used 10 collect GRF
(짜깨-OR-'끼 data al a sampling rate 01 1α))HzI sec. The GRF variables빼yzed were
consistOOof U、e llledìal-lateral GRF，anterior-posterior GRF，vertical GRF and 1∞이ng
rale during landing. The llledìal-lateral GRF，anterior-φsterior GRF 하1<1vertical GRF
didn't show si맑ificant differenæ 5tatistiCal!y according to the vis때 infonnati이E
에ockage and ball 따 itions. but ball 뼈ecto깨 011 head 5howed the “뺨r
anterior-poslerior 01 GRF than that 01 U1ed1e5t position 01 ball during lan이'&씨50，
visua1 infonnations 비αkage 5hω'00 tlle hi땅r vertical 01 GRF U13nthat 01 야le vis뻐
infonnations during landing. 쩌50뼈visual informations blockage 5howOOsignificanl
differe11æ 5tati5tiCal!yof U1e비gher than 뼈1 01 visual informations in loading rate
during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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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경기 리바g드 접므 후 직지 시 시각X단과 몰 워지에 따른 지연묘턱 비교분석

1. 서 론

스포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된

상해들이 많아 나타나고 있다{조준행，김경훈 l 문곤

성l 조영재/ 이성철， 201이.종목에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상해는 스포츠 참가

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오경록，한혜완 2m1)，
상대의 접촉이나 정프와 같은 순발력이 요구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된 종목에서는 운동상해의 위험이

배가 된대Hassan & Dor때， 2001)
손상의 원인으로는 방향전환올 하기 전 급격한

감속l 점프 후 잘못된 착지，방향 조절의 실패 둥으

로 (Griffin，Agel & Albohm，2000) 운동손상이 발생

되는 대표적인 운통종목은 농구이대임비요 박용

한L200 끼，
농구선수의 부상부위를 발생빈도별로 조사한 결

과，발목，무릎，대퇴，발，머리，손，어깨 순이며 부

상부위의 치료로 인한 시간손실별로 나열하면 무릎，

팔，얄 발목 순으로 보고하였대빠 uwisse，Sellrrer
& 냉gel，21αl3) 국내에서도 남자 농구선수들의 경

력과 포지션에 따른 신체부위별 상해는 선수경력이

많을수록，그리고 모든 포지션에서 하지의 상해빈

도가 높았고， 상해의 원인은 경력이 높은 선수와

모든 포지션에서도 과격한 훈련에 의한 만성피로를

지적하였으며 운동 상해 발생 시 사용된 기술은 점

프와 착지에서 가장 많은 상해가 발생된다고 보고

하였대김성훈'，2m이.
이러한 관점에서 농구경기의 리바운드 점프 후

착지 동작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운동 상황에서 농구의 리바운드는 상대방과의

접촉 및 목표달성 퉁의 이유로 향상 일정한 곳을

보며 착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영철 조준행，문곤

성，이해동，이성절 2이1)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2

시각정보는 착지 표연을 지각하고 착지 높이를 인

지하여 착지 시 발생하는 충격올 홉수하기 위하여

관절과 근육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올 수행하지만

(Gibson，1979; Sidaway ，McNitt & Davis，1989)，
높은 점프 후 착지 시 큰 지면반력이 가해진 상황

에서 지연반력에 대한 예측이 실패한 경우，골격과

관절 구조뿐만 아니라 근-건복합체 (muscle-tendon
complex) 에도 심각한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

(Mizr.때i & 5따ak，1982). 또한 시각이 차단된 상태

에서 착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관상연에서 살펴본

결과 최대 수직지연반력 시점에서 무릎 관절의 외

반각이 증가하고 전방으로의 지연반력값과 부하융

이 유의하게 높아지며， 신체중심의 웅직임에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고영철 동，2m1)
이 외에도 시각차단과 관련 선행연구로 낙하높

이관련 연구(은선덕，%i종합 김용운 l 강영수 r 곽창

수"201걱/초동학생 태권도 수련생과 비수련생 관

련 연구(박장규，2m1)，착지전략 관련 연구〈고영철

등，2m1)，운동역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행최정규，

2013) 동의 연구가 다 OJ'하게 이루어 졌지만 농구경

기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농구경기에서는 리바운드 후 농구공을

캐치한 상태에서 볼 위치에 따라 착지 시 생성되는

지면반력 변인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시야 확인

시와 차단시에도 차이가 있올 것으로 판단하여 이

러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1. 연구$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건강한 성인남성 5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20IÜ.00yrs ，평균신장은



173.10土l.5&m ，평균채중은 65.08:t3.89kg이었다 아

들은 실험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올 충분히 이

해하고 참가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실시하

였다

2. 쉴입칠지

본 연구에서 지연반력 측정올 위해 AMTI-
OR6-7 모델을 1대 사용하였고，<그립 1，2>와 같이

실험 전 리바운드 점프 후 착지 시 높이는 40crn로
설정하여 시각차단의 유 무와 볼의 위치(A 가승，

B 머리상단)에따라 각각 왼딸 착지와 오른발 착

지를실시하였다

A

40cm:

*

그림 1 실험상황

그림 2 농구공의 위치

류재정’연융연

특히 시각차단으로 인해 지면반력을 벗어나는

경우흘 고려하여 지면반력기의 크기와 유사한 니무

박쇠폭:36.5cm x 길이 51cm)를 제작하여 설치하

였다 이때 지면착지 시 생성되는 지연반력의 매개

변쉬대 rameter) 자료는 샘플링을 1뼈Hz로 수집하

였다

시각차단방법은 안대를 샤용하였고/중심올 잃거

나，지면반력판을 벗어난 경우 실패로 간주하여 성

공한 동작 총 3회 중 평균값이 가장 이상적인 자료

로 활용하였다 또한 신발의 형태와 재질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맨발뼈 e foot)로 실

시하였다{현승연 류재청，201꺼.

3‘문석구간

리바운드 점프 후 착지 시 시각차단과 농구공의

위치에 따른 지면반력변인 분석은 최대수직지면반

력(vertic허 GRF)， 전후지면반력 (anterior-posterior
GRF)，좌우지면반력 (medi매-Iater매 G아)과 충격부

하율 (impact I∞ding rat려을 분석하였다.이때 각각

의 왼발 오른발 착지 시 생성된 지변반력 값을 함

한 후 펑균값을 체중에 대한 지면반력 크기로 ~출

하여 표준화하였다.

4. 지료저리

본 연구에서 자료처리는 Kwon GRF 20 Pπ>gJ'am
(Visol Inι Kore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산

출된 역학적 변인은 S얀;s 21.0~BM !nc.，U5A) 프

로그랩을 이용하여 두 다리 간 기초통계량인 명균

및 표준연차를 산출하였다

농구 리바운드 정프 후 시각차단의 유�무와볼 위

치(가슴，머리상단)간 지면반력비교는 반복이원변량

분석σwo-way Ana1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 3 -



농구경기리비꾼드 접프 후 직지 시 시각자담과 를 워지에 띠른 지언반럭 비교운식

rreasure) 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

(post hcκ: 마llTIcan)올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

적 유의수준은 0=.05 로 설정하였다‘

111. 연구결과

1 . 지면반럭 따라미터걸과

본 연구는 〈표 1> 및 〈그립 3>과 같이 리바운드

점프 후 지면 착지 시 왼발 착지와 오른발 착지를

실시하여 두 다리 간 생성된 지연반력 변인들의 평

균값올 산출하였다 각 체중에 대한 지면반력 크기

를 산출하여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좌우지연반력 (Fx)，전후지면반력 (Fy)，수

직지연반력 (Fz)의 변화는 시각차단의 유 무와 농구

공의 위치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ψχ05) ，상호작용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충격부송}율은시각차단의 유 무에 따라 시각이

차단된 경우 323.44Hη33N/kg'sec 로 시각이 확보

된 경우 187.72I1;6.39N/kg 앞보다 더 큰 부하율을

보여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ψ<.05) 볼 위

치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ψ'>.05) ，상

호작용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IV，논의

시각 (Visu혀)은인간이 가장 의존핸 정보의 원

천이며 (Cutting. 1986)，동작의 시작뿐만 아니라 동

작의 진행 중 자세유지 (Perπ\ Jeandel ，Perrin &

Bene，1997) 및 동작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Magill ，1993) 본 연구에서는 실제 농

구경기에서 리바운드 점프높이는 각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높이 μ)crn 박스φox) 에

서 시각차관 11 따른 드롭랜딩을 실시하였고，농구

공의 위치는 머리상단과 가슴에 위치하는 경우로

설정하여 지연반력을 측정하였다

표 1 리바운드점프 후 지면착지 시 시각치단과 볼 위치에 따른 지면빈팩의 번료발석결과

구분 시각정보
전재명균 S"πæ f I'bf-Iux

GRF(단위) 올위치 확인(A) 차단jB)

가슴 0.llh0.16 0.230，0.27 0.16=0.잉 V 0).1
Fx 01/kg) 머리상단 0.æ=O.2B .0.06=0.58 -0.01=0.43 B 1.2-깅

전체평균 0.06:0.21 0.08퍼45 OJη=0.34 VxB 583
가승 0.75=0.27 O없:따8 0.78=0.37 V 064

Fy (N/k잉 머리상단 0.91=0.32 0.95=0.62 0.95:0.62 B 557
전체평균 0.83=0.29 0.88=0.53 O없=0영 VxB 이}l
가슴 7.50:1굉 B.62:211J 8.06:1.79 V 2653

Fz 101/생 머리상단 7.38:1.10 8.93:240 8.16=1.~ B 015
전제평균 7.4ü1.21 8.78:213 8.11=1.82 VxB α"
가슴 186.00:80.50 3I1J.10:175.10 247.55:143.93 V 4없l' B>A

loading rate0l/kg'sec) 머리상단 189.43158.56 337.79:188.81 263.61<153.23 B αi'!
전체평균 187.72:66.39 323.4ü17233 장5않:144.92 VxB 따2

NOTE: γ 05，V.‘ViSl찌 ill{oTJI띠nOll 0/ 싸 IIImn 辦ct，B: Ball fX'óinOll rf the IlUl;"에:xt，V xB;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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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면착지시시각차딘과볼 위치에따른지면E팩의 번화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와위 Fx)，전후
(Fy)，수직(Fz)지면반력의 변화는 두 독립변인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하지만，대체적으로

농구공을 가슴보다 머리상단에 위치한 경우와 시각

이 차단되었올 때 높은 지연반력이 생성되었다 부

하율 또한 시각이 차단된 경우 더 큰 값을 보여 통

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이러한 결과는 고

영철둥때1)이 최대 전후，수직지면반력，부Õ}율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

고와 유사한 결과이다，즉/착지 시 착지과정이 시

각차단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고영철

동，2011)，이러한 불안정한 기전은 발목의 인대를

포함한 하지관절의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Riccio & Sloffre뿜1，1988) 따라서

시각차단은 하지관절들의 각도 변화를 적절히 조절

하지 못하여 충격홉수 기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구공이 머리상단에 위치한 경우r 전후지

면반력이 증7}Õ}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본 연구

에서는 운동학적어n앉1atic)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나

타난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가슴에 볼을 위치한

경우와 비교하여 머리 상단에 농구공이 위치하였올

때，정프 후 몽의 흔들럽으로 신체중심이 더 안정

성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김경훈l 조준

행，2009) 전후방 지면반력 성분이 더 크게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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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수직지연반력의 증가로

단위 시간 당 부하율 또한 시각이 차단된 경우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조준행 동(201이이 발목관절

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게 되면 다른 관절인 무릎과

영덩관절에 영향을 미철 수 있게 되므로 착지 시

수직지연반력과 부하융 등에 변화가 얼어날 수 있

다고 보고한 tl}，운동학적 측연에서 불안정성이 나

타나 각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착지 중 충분한 충격

흡수 동작올 사용하지 못한 것으료 생각된대조준

행 동，201이

V. 걸론
본 연구는 농구 리바운드 점프 후 지각차단의

유 무와 농구공의 위치에 따른 지연반력 변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한 변인들은 좌우 (Fx)，전후

(Fy)，수직 (Fz)，부하윌 loading rate)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좌우 (Fx)，전힘 Fy)，수직 (Fz) 지연반력의 변화는

시각차단과 볼의 위치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하지만 전후지면반력 (Fy)은 농구공이 가

슴에 위치한 경우보다 머리상단에 위치한 경우 가

장 높았으며 f 수직지연반력 (Fz)은 시각이 차단된 경

우 가장 큰 지면반력올 나타냈다

부하율 (Ioading rate)은 놓구공의 위치에 따라 통

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시각이 차단된 경우

시각이 확보된 경우 보다 더 큰 부하율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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