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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텝 킥 시 차는 다리의 동역학적 분석

A Study on the Dynamic Analysis of the Kicking Leg during the Instep
Kick

박준혁1, 박수경1,#

Junhyeok Park1 and Sukyung Park1,#

1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ukyungp@kaist.ac.kr, TEL: +82-42-350-3272

KEYWORDS: Instep kick (인스텝 킥), Kicking leg (차는 다리), Passive torque model (수동성 토크 모델), Joint load (관절 부하)

In soccer, sports science aims to prevent injuries and improve performance by biomechanically analyzing a series of the

kick process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kick processes biomechanically, studies on kinematic, kinetic, and EMG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due to absence of integrated theory defining interactions between

the segments. In the present work, we propose a model to underst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kicking leg based on

the biomechanical features of the instep kick. Five healthy men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 to perform four-level instep

kick. We collected kinematic and kinetic information of the hip and knee joints. Based on the passive dominance of the

knee joint, we devised the knee joint torque model proportional to angle and angular velocity. RMSE between simulated

and real torque was 4.17%, and exhibited a tendency to decrease linearly with the kick speed. Henceforth, it is apparent

that the faster the kick, the greater the load on the hip; and the slower the kick, the greater the load on the knee joint. We

anticipate that this model will be applied to the kick monitoring equipment and for the prevention of injuries by measuring

th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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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축구에서 스포츠 과학은 선수들이 킥을 수행할 때 거치는 일련

의 과정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력

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축구 운동 시 발생하는 부상

중 80%는 하지 부상이며 염좌(Sprain)와 근좌상(Strain)이 이중

15%와 33%를 차지한다.1,2 또한 모든 손상의 25% 이상이 비접촉

성으로 발생하며, 주된 손상 부위는 하지의 발목과 무릎관절로 보

고되고 있다.3 즉, 선수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외에도

킥 과정 중 하지에 가해지는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킥 과정 중 겪는 부상을 방지하고, 빠르고 정확한 킥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지 운동의 이해를 위한

NOMENCLATURE

 = Joint force

 = Joint torque

 = Net acceleration of each segment

 = Vector from proximal to distal joint

I = Moment of inertia of each segment

m = Mass of each segment

g = Gravity acceleration

φ = Segment angle

θ = Joint angle

lc = Length from proximal joint to the mass center

KP = Torque gain of the knee joint angle

KD = Torque gain of the knee joint angular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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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모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킥 운동 중 가

해지는 관절 부하 정도, 빠른 킥을 위한 작동 전략 등 생체역학

정보를 파악하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체 역학 측면에서 킥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기구학

적(Kinematic), 운동학적(Kinetic), 근육활성도(EMG)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킥 운동의

가장 주요한 원리는 근위 관절(Proximal Joint)에서 원위 관절

(Distal Joint)까지의 회전 속도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4,5 즉, 킥 운동 시 고관절(Hip Joint), 무릎관절

(Knee Joint), 발목관절(Ankle Joint) 순으로 각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위해 사람은 순차적인 관절 토크를 발생시

키게 된다.

운동학적 연구에서는 킥 운동 중에 관절 토크의 합을 측정함으

로써 관절에 미치는 부하를 측정하거나, 각각의 분절에 가해지는 힘

과 모멘트(Moments)를 유추하여 부상 정도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7-10 킥 운동에서 고관절 및 무릎관절 토크는 각각 한번의 최

대점을 가지며, 고관절 토크의 최대점 이후 무릎관절 토크의 최대점

이 나타나는데, 이 간극은 토크 지연 시간으로 정의된다.6,16-18 공 충

돌 시점에서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한 토크 간의 최적 지연 시간에

대해 보고한 연구에서, 지연 시간이 최적보다 짧을 때는 근위 관

절의 토크가 감소하고 전체 운동 범위가 줄어들며, 최적보다 길

때는 원위 관절의 가동범위 및 토크의 감소가 일어나 효율적인

킥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6 근육활성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

구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육활성의 순차적 패턴이 발견되었으

며, 작동근(Agonist) 및 길항근(Antagonist) 사이의 길항작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관절의 활성 토크보다 큰 힘을 작용하

고 있다는 역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1-13

선행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킥 운동의 특징은 근위 관절에서

원위 관절까지의 회전 패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관절

및 분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

다. 하지만 선행 논문의 결과들은 각속도, 토크 등 변수들에 대한

비교 관찰과 같은 현상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며, 분절 간 상호작

용에 대해 통합된 이론이나 정리가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킥 동작 시 인체의 현상만을 관찰하는 분석 방법의 필연적인 한

계점으로 보인다.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표현되는 결과의 특징만

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지 운동을 구동하는 관절 토크가, 킥 운

동의 핵심적인 특징인 ‘근위 관절에서 원위 관절까지의 순차적

운동’, ‘분절 및 관절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관절의 기구학적 정보가 관절 토크에

포함되는 ‘관절 토크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킥이 가진 특징을 분

석하고, 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인체의 하지 작동 전략에 대해 고

찰하였다.

2. 실험

2.1 인스텝 킥(Instep Kick)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스텝 킥(Instep Kick)은 발등으로 공을

맞추어 차는 방법으로, 공을 빠르고 멀리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킥이다. 준비 단계, 백 스윙(Back Swing) 단계, 레그 코킹

(Leg Cocking) 단계, 가속 단계, 폴로 스루(Follow Through) 단계

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관절과 분절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 특정 시점은 차는 다리(Kicking Leg)의 발가락 떼기(Toe

Off), 최대 고관절 펴짐(Maximum Hip Extension), 최대 무릎관절

굽힘(Maximum Knee Flexion), 공 충돌(Ball Impact)으로 구성된

다.14

2.2 실험 개요

모션캡처카메라(Hawk, Motion Analysis, US)를 활용하여, 피

험자의 관절에 광학 마커를 부착하고 인스텝 킥 운동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킥 도중에 일어나는 다리의 기구학적 정보를

측정하고 관절 힘 및 토크를 파악하는 것을 실험 목표로 두었다.

총 5명의 축구부에 속한 건강한 성인 남성(나이: 24.3 ± 0.75세,

키: 1.72 ± 0.05 m, 몸무게: 70.3 ± 7.6 kg)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 피험자 모두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에 앞서 마커를 부착하고, 주어진 도움닫기 거리

가 가능할 정도로 떨어져서 준비자세를 취한다. 마커는 피험자의

골반(Pelvis), 엉치뼈(Sacrum), 무릎(Knee), 발목(Ankle), 뒤꿈치

(Heel), 발 끝(Toe)에 부착되었다.19 도움닫기 거리는 지지 다리의

발 끝(toe)을 기준으로 0.25, 0.5, 0.75, 1 m 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킥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지 운동 전략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연스러운 킥 리듬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안되었다(Level 1: 0.25 m, Level 2: 0.5 m, Level 3:

Fig. 1 Proximal to distal pattern of segmental angular velocities

Fig. 2 Five phases of the instep kick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5권 제 1호 January  2018 / 21

0.75 m, Level 4: 1m).

실험자의 신호가 떨어지면 먼저 차는 다리를 표시된 도움닫기

지점에 딛는다. 차는 다리가 딛고 있는 도중에 지지 다리는 공중

에서 회전하여 힘 판(Accugait, AMTI Inc.) 위에 발 모양으로 표

시된 지점에 딛는다. 동시에 차는 다리는 푸쉬 오프(Push Off) 후

뒤쪽으로 회전하게 되고, 고관절이 최대로 젖혀지는 백 스윙 과정

을 겪게 된다. 고관절이 최대로 젖혀진 후, 허벅지 분절은 앞으로

회전하지만 종아리 분절은 다소 뒤쪽으로 처지게 되는데, 이 간극

이 최대가 되어 무릎관절이 최대로 굽혀지는 지점까지 레그 코킹

과정을 겪는다. 무릎관절이 최대로 굽혀진 후 모든 다리 분절은

앞쪽 방향으로 스윙하는 가속 과정을 거쳐 공과 충돌 하게 된다.

피험자는 모든 시행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킥 과정을 거치게 되

며, 도움 닫기 거리에 따른 네 가지 수준에서 각 10회씩 총 40회

의 인스텝 킥을 수행하였다.

2.3 실험 분석

인스텝 킥 운동 중 마커로부터 수집된 위치 데이터는 200 Hz

로 측정되었으며, 힘 판으로부터 수집된 지면 반력 데이터는 600

Hz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데이터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통

해 최대값에 대해 98% 이상의 크기를 통과시키는 10 Hz의 차단

주파수를 가진 Butterworth 5차 저주파 필터를 통해 처리되었다.

필터 처리를 마친 모션 데이터는 3분절 강체 진자 모델(Fig.

4(a))에서 각 분절의 질량 중심에 대한 데이터로 처리되며, 분절의

질량과 길이 및 관성모멘트는 Drillis의 인체 측정 표를 참조하였

다.15 각 관절의 힘과 토크를 추정하기 위한 역동역학(Inverse

Dynamics)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분절의 질량 중심의 위치 데이

터는 수치 미분 과정을 거친다. 5점 수치 미분 함수를 활용하였으

며, 역동역학 방법은 발 분절 끝의 반력을 0으로 가정하고, 원위

관절의 힘/토크로부터 근위 관절의 힘/토크를 추정하는 내향 반복

(Inward Iter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4(b)). 상세 수식은 다

음과 같다.

(1)

(2) 

3. 결과 및 토의

3.1 관절 운동 및 관절 토크의 특성

3.1.1 킥 강도에 따른 관절 각속도 분석

Fig. 5(a)는 인스텝 킥의 레그 코킹 구간과 가속 구간에 대한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각속도 경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고관절의 각속도는 레그 코킹 과정의 시작과 동시에 증가하다가

최대 무릎 굽힘 시점에서 최대값을 가진 후 감소하는 경향을 가

진다. 반대로 무릎관절의 각속도는, 허벅지 분절의 가속으로 인해

종아리 분절이 상대적으로 뒤로 운동함으로써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하지만 최대 무릎 굽힘 시점 이후에는 전진 방향으로 운

동함으로써 양의 각속도를 가지고, 공 충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선행 논문에서 보고한 근위 관절에

서 원위 관절까지의 각속도 증가가 순차적인 패턴을 가진다는fn fn 1+
– mnahip– mng+ mnan Marker,

= n 1 2 3, ,=( )

τn τn 1+
– rc n,+ fn× rn– fn× Inan Marker,

=

f4 0,= τ4 0=
n 1 2 3, ,=( )

Fig. 3 Outline of an experiment

Fig. 4 Data processing: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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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동일하며, 킥의 속도가 빠를수록, 가속과정에서 고관절 각

속도의 감소폭 및 무릎관절 각속도의 상승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무릎관절 굽힘 시점 이후, 고관절 각속도의 감소폭

과 무릎관절 각속도의 상승폭이 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무릎관

절의 수동적 역학 우위성(Passive Dynamic Dominance)이 일어

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3.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1.2 킥 강도에 따른 관절 토크 분석

Fig. 5(b)는 인스텝 킥의 레그 코킹 구간과 가속 구간에 대한 고

관절 및 무릎관절 토크의 경향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관절 토크

는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구동원으로써 작용하며, 각속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위 관절부터 원위 관절까지 순차적으로 토

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만약 순차적으로 토크가 증

가하지 않고 무릎관절 토크가 빨리 증가하는 경우에는, 무릎관절

토크가 허벅지 분절의 감속을 일으키게 하므로, 전체적인 운동 반

경을 줄이며 근위 관절의 일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무릎관

절 토크가 너무 늦게 증가하게 되면, 종아리 분절이 펴지기도 전

에 공과 충돌하게 되어 불안전한 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위

관절의 일의 양이 감소하여 비 효율적인 킥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두 분절의 상호관계에 따라 고관절 토크와 무릎관절 토

크 간의 최적 지연 시간이 존재할 것이며, 분석 결과, 최대값을 기

준으로 킥의 속력이 빠를수록 지연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최적 지연시간은 킥의 속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보여진다. 킥의 속력이 빠를수록 종아리 분

절이 관성에 의해 레그 코킹 구간에서 후진 방향으로 젖혀지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무릎 토크 값을 빨리 증가시켜 공 충돌 시점

에서 종아리 분절을 펴진 상태로 만들기 위함일 수 있다. 또한, 허

벅지 분절이 너무 빠르게 가속하지 않도록 안정성 측면에서 무릎

관절 토크를 빨리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3.2 무릎관절의 수동적 역학 우위성 및 모델 제안

본 연구에서는 킥 동작이 피험자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자발

적인 운동 임에도 불구하고 레그 코킹(Leg Cocking)과정 이후 무

릎관절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3.1.1절에

서 고관절 각속도의 감소폭과 무릎관절 각속도의 상승폭이 비례

한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킥의 가

속 과정에서 ‘수동적 역학 우위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

하였다. 이는 관절 토크가 관절 각도 혹은 관절 속도에 비례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해진 게인(Gain) 값에 따라 기

구학적 변수(각도, 속도 등)에 비례한 토크를 발생시킨다는 이론

이다.20 본 가정에 따라 가속 구간에서 무릎관절 토크 모델을 다

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3)

Fig. 6에 표현된 모델을 이용하여 다리의 운동 역학을 재현하

Tknee KP– θ knee× KD– θ
·
knee×=

Fig. 5 Angular velocity and joint torque (dashed line: knee joint,

solid line: hip joint, black: level 1, blue: level 2, green: level

3, red: level 4)

Fig. 6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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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뉴턴, 오일러 방정식에 따라 세워진

종아리 분절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

본 무릎관절 토크 모델은 −KP*θknee 항과 −KD*θknee 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항은 목표 상태로 회복하려는 탄성 토크의

형태로, 두번째 항은 속도 변화에 따른 저항의 역할인 댐핑

(Damping) 토크의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은 Fig. 3(a)

에서 역동역학 방법으로 구해진 무릎관절 토크 값을 가장 잘 맞

출 수 있는 KP, KD 게인 값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토크와 실제 토크의 평균제곱근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진행하였다. Matlab의 Fmincon 함수를 사용하였으

며, 이는 스칼라 변수에 대한 목적 함수의 크기의 최소값을 찾고,

변수의 크기를 도출해내는 함수이다.

Fig. 7(a), 및 Table 1과 같이, 시뮬레이션 토크와 실제 토크는

평균제곱근오차 4.17%로서, 모든 피험자와 모든 킥 속력에서 본

모델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킥 속력에 따른 KP, KD

의 게인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킥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무릎관절 각도에 대한 KP 게인 및 각

속도에 대한 KD 게인 모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KP 게인의 경우, 킥의 속력이 빠를수록 종아리 분절이 상대적으

로 뒤로 젖혀지므로 공 충돌 시점까지 종아리를 충분히 피기 위

해서, 게인을 작게 유지하여 관절 토크가 관절 각도와 속도로 변

환되는 비율을 크도록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으로

KD 게인이 클수록 속도 변화에 따른 저항이 크게 발생하므로, 이

를 낮추어 종아리 분절이 빠르게 펴질 수 있도록 하는 하지 운동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동력이 유

한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킥을 할 때 무릎관절의

게인이 증가하므로 그 역할이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스텝 킥 시, 차는 다리의 생체역학적 분석을

통해, 킥 운동의 특성인 (1) 근위 관절에서 원위 관절까지의 순차

적 운동, (2) 분절 및 관절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역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다.

Icom knee,

mlc
2

+( )φ
··
knee

KP–= θ knee× KD– θ
·
knee× lc+ mg mahip–( )×

Fig. 7 Empirical data (gray) and model simulations of the knee

torque (a) and joint angle (b)

Table 1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of motion data

Frequency Horizontal position (%) Vertical position (%)

5 Hz 2.962 1.446

10 Hz 1.317 0.065

Table 2 Root mean squared error of simulation torque (%)

Level Sub 1 Sub 2 Sub 3 Sub 4 Sub 5

1 3.63 5.43 4.08 2.37 5.32

2 3.62 4.31 2.02 3.79 2.37

3 4.19 7.33 4.26 2.62 0.92

4 3.17 5.56 11.25 5.47 1.70

Table 3 Variation of KP, KD with kick speed change

Level
Sub 1 Sub 2 Sub 3 Sub 4 Sub 5

KP KD KP KD KP KD KP KD KP KD

1 63.1 4.68 51.9 6.54 33.6 3.88 67.4 3.74 48.6 5.10

2 59.1 4.67 30.7 5.22 27.5 3.92 60.1 2.47 38.9 4.87

3 47.0 4.21 23.9 4.59 13.5 3.23 48.5 1.76 25.2 3.24

4 39.3 2.97 29.1 4.23 5.50 1.52 33.2 0.56 21.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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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닫기 거리를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속도에 대한 관절

토크 및 각속도의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최대 무릎관절

굽힘 시점을 기준으로 근위 관절의 각속도는 감소하고 원위 관절

의 각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관절 토크 측면에서도 최대값

의 시점이 근위 관절부터 원위 관절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으며, 그 지연시간은 속력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속 과정에서, 고관절 각속도의 감소폭과 무릎관절 각속도의

증가폭이 킥의 속력에 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무릎관절의 수동적

역학 우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관절 각도와 관절

각속도에 비례한 무릎관절 토크 모델을 고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토크와의 평균제곱근오차는 4.17% 로서, 모델은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P 및 KD 게인은 킥 속력에 선형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빠른 킥을 할수록 고관

절에 무릎관절보다 더 큰 부하가 가중되고, 느린 킥을 할수록 상대

적으로 무릎관절의 부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모델은, 향후 연구를 통해 킥 동작 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

를 토크 게인의 크기로부터 측정하는 부상 방지의 용도로 사용가

능하다. 또한 모델링 구간의 시작점인 최대 무릎관절 굽힘 시점에

서 각속도는 0이라는 구속 조건에 따라, 초기 무릎관절 각도만 특

정할 수 있다면, 각도와 각속도로 표현된 토크 모델을 이용한 포워

드 시뮬레이션(Forward Simulation) 방법으로 킥 운동 중 종아리

분절의 궤적 재현을 통해 모니터링 분야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원 BK21 플러스 사업과 2016년도 정

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R1A2B4007224).

REFERENCES

1. KFA Medical Team, “2014 National Team Injury Rate Report,”

KFA, pp. 3-7, 2014. 

2. Kim, J. W., Kim, Y. S., and Lee, K. T., “Relationships between

Injury, Physical Fitness, and Anthropometric Parameters in

Professional Soccer Play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Vol. 9, No. 2, pp.

129-134, 2009.

3. Hawkins, R. D., Hulse, M., Wilkinson, C., Hodson, A., and

Gibson, M., “The Association Football Medical Research

Programme: An Audit of Injuries in Professional Football,”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Vol. 35, No. 1, pp. 43-47,

2001.

4. Dörge, H. C., Andersen, T. B., SØrensen, H., and Simonsen, E.

B., “Biomechanical Differences in Soccer Kicking with the

Preferred and the Non-Preferred Leg,”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 20, No. 4, pp. 293-299, 2002.

5. Huang, T., Roberts, E. M., and Youm, Y., “Biomechanics of

Kicking,” Human Body Dynamics: Impact, Occupational, and

Athletic Aspects, pp. 409-443, 1982.

6. Alexander, R. M., “Optimum Timing of Muscle Activation for

Simple Models of Throwing,”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Vol. 150, No. 3, pp. 349-372, 1991.

7. Dörge, H. C., Andersen, T., Sørensen, H., Simonsen, E. B.,

Aagaard, H., et al., “EMG Activity of the Iliopsoas Muscle and

Leg Kinetics during the Soccer Place Kick,”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Vol. 9, No. 4, pp. 195-

200, 1999.

8. Kellis, E., Katis, A., and Vrabas, I. S., “Effects of an Intermittent

Exercise Fatigue Protocol on Biomechanics of Soccer Kick

Performance,”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Vol. 16, No. 5, pp. 334-344, 2006.

9. Putnam, C. A., “A Segment Interaction Analysis of Proximal-to-

Distal Sequential Segment Motion Pattern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Vol. 23, No. 1, pp. 130-144, 1991.

10. Sorensen, H., Zacho, M., Simonsen, E. B., Dyhre-Poulsen, P., and

Klausen, K., “Dynamics of the Martial Arts High Front Kick,”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 14, No. 6, pp. 483-495, 1996.

11. Bollens, E., De Proft, E., and Clarys, J., “The Accuracy and

Muscle Monitoring in Soccer Kicking,” Biomechanics XA, pp.

283-288, 1987.

12. DeProft, E., Clarys, J., Bollens, E., Cabri, J., and Dufour, W.,

“Muscle Activity in the Soccer Kick,” Science and Football, pp.

434-440, 1988.

13. Smith, N., Dyson, R., and Hale, T., “The Effects of Sole

Configuration on Ground Reaction Force Measured on Natural

Turf during Soccer Specific Actions,” Science and Football IV,

pp. 44-49, 2002.

14. Brophy, R. H., Backus, S. I., Pansy, B. S., Lyman, S., and

Williams, R. J., “Lower Extremity Muscle Activation and

Alignment during the Soccer Instep and Side-Foot Kicks,”

Journal of Orthopaedic & Sports Physical Therapy, Vol. 37, No.

5, pp. 260-268, 2007.

15. Drillis, R., Contini, R., and Bluestein, M., “Body Segment

Parameters; A Survey of Measurement Techniques,” Artificial

Limbs, Vol. 8, pp. 44-66, 1963.

16. Nunome, H., Ikegami, T., Asai, T., and Sato, Y., “Three-

Dimensional Kinetics of In-Side and Instep Soccer Kicks,”

Science and Football, Vol. 4, pp. 27-31, 2002.

17. Roberts, E., Zernicke, R., Youm, Y., and Huang, T., “Kinetic

Parameters of Kicking,” Biomechanics IV, pp. 155-162, 1974.

18. Luhtanen, P., “Kinematics and Kinetics of Maximal Instep

Kicking in Junior Soccer Players,” Science and Football, Vol. 1,

pp. 441-448, 1988.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5권 제 1호 January  2018 / 25

19. Kadaba, M. P., Ramakrishnan, H., and Wootten, M., “Measurement

of Lower Extremity Kinematics during Level Walking,”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Vol. 8, No. 3, pp. 383-392, 1990.

20. Park, S., Horak, F. B., and Kuo, A. D., “Postural Feedback

Responses Scale with Biomechanical Constraints in Human

Standing,” Experimental Brain Research, Vol. 154, No. 4, pp.

417-427, 2004.


	인스텝 킥 시 차는 다리의 동역학적 분석
	1. 서론
	2. 실험
	3. 결과 및 토의
	4.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