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TK Vol. 12 No. 1 2005.

- 28 -

남녀 대학생들의 수직착지 시 성에 따른 무릎 외반각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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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knee valgus kine-

matics in college students when performing a vertical drop land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females would demonstrate greater knee valgus motion. These differences in knee valgus motion

may be indicative of decreased dynamic knee joint control in females. This study compared the initial

knee valgus angle and maximum knee valgus angle at the instant of impact on vertical drop landings

between healthy men and women. In this study, 60 participants (30 males, 30 females) dropped from a

height of 43 ㎝. A digital camera and two-dimensional video motion analysis software were used to ana-

lyze the kinematic data.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knee valgus angle at initial contact

landing between the two groups (Mean=7.88°, SD=4.24° in males, Mean=12.93°, SD=2.89° in females). The

range of knee valgus angle on landing (Mean=3.25°, SD=5.72° in males, Mean=11.44°, SD=6.39° in fe-

males) was differed significantly (p<.05). The maximal angle of knee valgus on landing (Mean=10.91°,

SD=6.89° in males, Mean=24.25°, SD=6.38° in females) was also differed significantly (p<.05). The females

landed with a larger range of knee valgus motion than the males and this might have increased the like-

lihood of a knee injury. The absence of dynamic knee joint stability may be responsible for increased

rates of knee injury in females. No method for accurate and practical screening and identification of ath-

letes at increased risk of ACL injury is currently available to target those individuals that would benefit

from neuromuscular training before spor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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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큰 구조를 지니고 있는 무

릎관절은 그 구조의 복잡성과 더불어 매우 다양한 기능

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인체의 가장 긴 두 지레팔

사이에 위치하는 골구조의 취약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무릎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에서 강한 외력이나 부하에

의한 염좌나 탈구와 같은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Nordin

과 Frankel, 1989).

전방십자인대(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손상

이나 무릎넙다리(patellofemoral) 손상은 농구, 배구, 축

구 등과 같은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Baker,

1998; Beim과 Stone, 1995; DeHaven과 Lintner, 1986;

Engstrom 등, 1991; Feretti 등, 1992; Kaiser, 1998;

Woodland와 Francis, 1992). ACL의 손상은 남녀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쉽게 발생하는 손상으로써,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에게서 남자 운동선수들보다 2～4배 많이 발

생하며(Arendt와 Dick, 1995; Messina 등, 1999), 한 다

리 또는 두 다리로 점프를 하는 동안 많이 발생한다

(Boden 등, 2000).

Nisell 등(1986)의 연구에서 여자들은 무릎인대의 모

멘트팔(moment arm) 길이가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밝혀졌고, 선행연구들(Chow, 1999; Nisell

등, 1986)에서 유효 모멘트팔은 피험자들에 따라 상대

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넙다리 관절의

부하를 알기 위해서는 무릎관절의 구조와 형태의 정확

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무릎 외반각도(knee val-

gus angle)는 기립자세에서 체중지지를 하거나 보행 시

무릎 주변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관련이 있으며, 무릎

주변근육들의 불균형이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를 가져오

기도 한다(Devan 등, 2004).

많은 연구들을 통해 착지하는 동작에서 무릎 굽힘각

도의 감소, 무릎 외반각도 증가, 넙다리네갈래근

(quadriceps)의 근활성도 증가, 그리고 넙다리뒤근육

(hamstring)의 근활성도 감소는 ACL의 손상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Bendjaballah 등, 1997;

Buff 등, 1988; Myasaka 등, 1991; Smidt, 1973; van

Eijden 등, 1985). Malinzak 등(2001)은 이를 바탕으로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착지하는 동안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무릎 굽힘각도가 감소, 무릎 외반각도

증가,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도 증가, 그리고 넙다리

뒤근육의 근활성도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Ford 등(2003)은 무릎의 율동적인 안정성(dynamic sta-

bility) 부족이 무릎 외반각도를 증가시켜 여자 운동선

수들의 ACL 손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여자

운동선수들에게 무릎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손상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Hewett 등(2004)은 남자 운동선수들과 여자 운동선

수들 간에 신경근 조절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

로 고등학교 농구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점프에서 착지

하는 동작에 대한 운동형상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릎의 내측 움직임(medial motion)과 외반각도가 남자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이런 동작

은 굽힘토크(flexor toques) 감소와 무릎 외반각도의 증

가를 유발하여 성숙함에 따라 ACL에 대한 위험이 더

욱 증가되므로 올바른 착지자세를 적용에 대한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Yi 등(2004)은 한국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 60명을 대

상으로 수직착지 시 무릎 각도의 변화량을 알아본 결과,

착지하는 동안 무릎 각도의 변화량이 남자에 비해 여자

가 더 적게 나타났고, 각속도도 더 느리게 나타남을 보

고하면서 여자에게 ACL 손상이 쉽게 발생하는 요소들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CL 손상은 여

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발생하지만, 넙다리네갈래근

각의 증가와 같은 여자들의 해부학적 차이가 위험한 요

소들 중에 하나로써 작용할 수 있다(Griffin 등, 2000).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착지동작 시 남녀간의 무릎 외

반각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착지하는 동작에서 여자 운동선수들의 무

릎 굽힘각도 감소, 무릎 외반각도 증가, 넙다리네갈래근

근활성도 증가, 그리고 넙다리뒤근육 근활성도 감소가

남자 운동선수들보다 ACL의 손상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Bendjaballah 등,

1997; Buff 등, 1988; Myasaka 등, 1991; Smidt, 1973;

van Eijden 등, 1985), 아직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가 진행되지 않은 수직착지 시 성에 따른 무릎 외반동

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ACL의 손상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 착지동작 시 남녀간의 무

릎 외반각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직착지를 할 때 남녀

대학생들의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서있을 때 외

반각도와 초기 착지시 무릎 외반각도 간의 변화량, 그

리고 최대 무릎 외반각도를 측정하여 성에 따른 무릎

외반각도 비교하여 성이 무릎 외반각도에 미치는 정도

와 그 외에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도 함께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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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자세

특성
남자

(n=30)

여자

(n=30)

나이(세) 22.4±2.2a 22.3±3.1

신장(㎝) 174.0±5.5 161.2±3.7

체중(㎏) 68.7±8.3 55.4±6.1

Q각(°) 8.9±4.1 13.6±4.8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실험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본 실험 참여에 동의한 연

구대상자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일반성인 60명(남자 30

명, 여자 30명)이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른쪽 다리가 우세한 다리(dominent leg)인 자

2)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가동범위가 정상범위에 속

하는 자

3) 최근 6개월 이내에 허리와 다리에 손상을 입지 않

은 자

4) 넙다리네갈래근 각(Q-angle)이 정상 범위인 자

(8～18°)(Ninos 등, 1997)

2. 측정도구 및 방법

모든 대상자들은 43 ㎝ 높이에서 전방으로 30 ㎝ 거

리에 표시한 착지지점으로 수직착지(drop landign)를 3

번씩 실시하였다. 수직착지시 점프를 허용하지 않았으

며, 착지하는 동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

고, 비디오 동작분석 프로그램인 Pro-Trainer1)를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직착지를 촬영한 디지탈 카메라의 위치는 착지지점

에서 전방 3 m앞에 고정하였으며, 위앞엉덩뼈가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무릎뼈(patellar)와 정강뼈

(tibia) 중앙선상위에 마커를 부착하여 동작을 분석하는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착지하는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두

도록 하였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게 하였다. 착지 후에는

정상적인 선 자세로 되돌아오도록 하였고, 자연스러운 착

지동작을 위해 실험 전 2회 연습을 실시하였다(그림 1).

3. 분석방법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동작의 운동형상학적 자료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와 변화

량, 그리고 최대 무릎 외반각도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 독립적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

하였다.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에 대한 추정식을 만들

기 위해 이용한 종속변수는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이

었고, 독립변수는 성, 나이, 신장, 체중, 서있는 자세에

서의 넙다리네갈래근 각를 선택하였다. 단계선택법

(stepwise)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

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결정계수(R2)를 산출하

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원도용 SPSS 1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구대상자

의 평균나이는 남자 22.4세, 여자 22.3세였고, 평균신장

은 남자 174.0 ㎝, 여자 161.2 ㎝, 평균체중은 남자 68.7

㎏, 여자 55.4 ㎏, 넙다리네갈래근 각은 남자는 8.9°, 여

자는 13.6°이었다.

1) Sports Motion Inc., Cardiff,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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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그림 2. 수직착지 시 성에 따른 무릎 외반각도의 차이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

= -3.068+8.566×성+0.437×서있을 때 외반각도

(남자: 0)

(여자: 1)

(R2= .67, p<.05)

남자 여자 t-값 p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7.88±4.24
a

12.93±2.89 -5.38 .00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 3.25±5.72 11.44±6.39 -5.22 .00

최대 무릎 외반각도(°) 10.91±6.89 24.25±6.38 -7.77 .00
a평균±표준편차

*초기 착지 시 외반각도 - 서있을 때 외반각도

표 2.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형상학적(kinematic) 자료 (N=6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68 2.213 -1.386 .171

성 8.566 1.631 794 5.253 .000

서있을 때 외반각도 .437 .170 286 2.566 .013

표 3.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의 계수

2.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운동형상학적

(kinematic) 자료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에 대한 운동형상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서있을

때 외반각도에 대한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

량, 최대 무릎 외반각도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독립적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에서는 남자가 평균 7.88°, 여자는 평균 12.93°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에서는 남자가 평균 3.25°, 여

자는 평균 11.4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최

대 무릎 외반각도에서는 남자가 평균 10.91°, 여자는 평

균 24.5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표 2)(그림 2).

변화량에 대한 추정식을 만들기 위해 종속변수는 수

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이었고, 독립변수는 성,

나이, 신장, 체중, 서있을 때 무릎 외반각도를 선택하였

다. 단계선택법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는 성과 서있을 때 무릎 외반각도가 선

택되었다. 상수는 -3.068, 성의 회귀계수는 8.566, 서있

을때 외반각도의 회귀계수는 .437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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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수직착지 시 성에 따른 무릎 외반동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ACL 손상이나 무릎넙다리 손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Andrews와 Axe, 1985; Hewett 등, 2001).

Hewett 등(2004)은 무릎 굽힘각도의 감소, 무릎 외반각

도 증가,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도 증가, 그리고 넙다

리뒤근육의 근활성도 감소로 인한 여자들의 ACL 손상

은 감소된 신경근 조절(neuromusular control)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무릎 외반각도의 증가하여 발생하는 손

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의 모음근(adductor),

벌림근(abductor)의 협력수축(co-contraction)과 함께 무

릎 굽힘근(knee flexor), 종아리근(gastrocnemius)이 수

축하여 내측과 외측의 가해지는 압력에 함께 작용해야

한다(Arms 등, 1984). 또한 이런 다양한 근육들의 활성

화를 위한 개시시점(onset time)과 협력수축에 대한 신

경근의 역할은 ACL 손상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Anderson 등, 2001; Chappell 등, 2002).

Ford 등(2003)은 일정한 높이의 박스 위에서 남녀간

의 점프 후 착지 시의 최대 무릎 외반각도를 알아본 결

과, 여자들은 점프를 하는 순간과 착지한 후의 최대 무

릎 외반각도가 남자들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면서 관절의 굽힘을 통한 착지보다는 인대 의존적인 착

지를 하기 때문에 무릎 손상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인대 의존적인 착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증가에 대한 자

료를 얻기 위해 착지동작을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

도와 최대 무릎 외반각도로 나누어 서있을 때 무릎 외

반각도와 비교하여 변화된 무릎 외반각도를 얻어냈다.

Chappell 등(2002)은 남녀 운동선수들이 율동적인 전,

후방 정지와 수직 착지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3차

원 비디오 촬영과 force plate를 이용하여 무릎에 가해

지는 압력에 대한 남녀의 운동형상학적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동작에서 여자 운동선수들이 남자 운동선수

들에 비해 무릎의 전단력(anterior shear force) 증가되

었다고 보고하면서, 여자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릎 운동조절 전략(motor control strategies)은 무릎의

전단력을 유발시키는 동작이라고 하였다. Rozzi 등

(1998)은 축구나 농구를 하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ACL 손상이 쉽게 유발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여

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위한 관절

고유수용(joint proprioception)의 역할과 하지의 균형능

력의 부족, 근활성도와 무릎 굽힘근과 폄근이 최대 힘

을 유지하는 힘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원인이 무릎의 굽힘토그(flexor toque)를 감소시키고,

인대 의존적인 착지를 유도하여 무릎 외반각도를 증가

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남자

의 최대 무릎 외반각도가 평균 10.91°, 여자는 평균

24.53°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최대 무릎 외반각도가

더 크게 나타나 기존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Cahue 등(2004)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증가는 현재 중년 여자의 무릎넙다리

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이나 무릎의

골관절염(osteoarthritis)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고, Hewett 등(2004)은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들에 무릎의 굽힘토크 감소가 무릎 외반각도의

증가를 유발하여 성숙함에 따라 ACL에 대한 위험이

더욱 증가되므로 올바른 착지자세에 위한 교육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 외반각도의 증가

로 인한 무릎 손상과 가장 관련이 높은 발이 지면에 닿

는 초기 착지 시의 무릎 외반각도를 분석한 결과, 남자

들보다 여자들의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가 증가하

였고, 이를 통해 수직착지 하기 전 서있는 자세에서 초

기 착지하는 순간까지의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을 계산

한 결과, 남자가 평균 3.25°, 여자는 평균 11.44°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활동이 많은 운동

선수들의 경우, 초기 착지 시 남녀간의 무릎 외반각도

에서 통계학적으로 11° 이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ord 등, 2003).

본 연구는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차이 중에

서도 착지하기 전 서있을 때 무릎 외반각도에서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을 무릎 외반각도 변화

량으로 설정하여, 성에 따른 무릎 외반각도 상관성을

비교하여 성이 무릎 외반각도에 미치는 정도와 그 외에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무릎 외반

각도 변화량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에서 성과 서있을 때

무릎 외반각도가 선정되었고, 성과 서있을 때 무릎 외

반각도를 통해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얻었다. 성의 회귀계수는 8.566, 서있을 때 외반각

도의 회귀계수는 .437이었다. 이는 성이 수직착지 시 무

릎 외반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한국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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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

= -3.068+8.566×성+0.437×서있을 때 외반각도

(남자: 0)

(여자: 1)

(R2= .67, p<.05)

릎 외반각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성인 경우에

도 서있을 때의 무릎 외반각도 차이가 수직착지 시 무

릎 외반각도 변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로써

남자들도 서있을 때 무릎 외반각도가 큰 경우에는 ACL

손상이 더 쉽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Anderson 등,

2001). Hewett 등(1996)은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

으로 넙다리뒤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 결과, 착지

하는 동안 외반되는 힘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여

자 고등학생들의 넙다리뒤근육의 불균형과 무릎 외반각

도와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Powell과 Barber-Foss,

2000; Zillmer 등, 1992). 이를 바탕으로 Hewett 등

(1999)은 1300명의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에게 넙다리뒤

근육의 근력을 강화한 결과, 여자들의 무릎관절 손상 위

험성이 통계학적으로 62% 감소된 결과를 얻었다.

비디오 촬영을 이용한 분석은 많은 자료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대상자를 통해 통계적인

의미를 얻어낸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Anderson 등, 2001; Caraffa 등, 1996; Hewett 등,

1999). 본 연구에서도 비디오 촬영을 이용한 분석으로

남녀간의 수직착지 시 나타나는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 상에 마커를 지정해 주

어야 하는 비디오 분석방법에 대한 측정간의 신뢰도를

알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움직

임에도 부착이 용이한 삼차원 동작분석기를 이용한 자

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Fagenbaum 등(2003)은 ACL 손상에 대한 남녀 대학

생 운동선수들의 착지 전략 연구에서 넙다리네갈래근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들의 경우 넙다리뒤근육의 근활성

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근육의 협력작용이 일어나지 않

음을 보고하면서 ACL 손상을 감소기키기 위해 넙다리

뒤근육의 협력 수축운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Devan

등(2004)은 남녀간의 넙다리네갈래근에 대한 넙다리뒤

근육의 근력 비(hamstring/quadriceps ratio; H/Q ratio)

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자들의 H/Q ratio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여자들에게 무릎의 안정

성과 관계된 협력수축을 위한 무릎굽힘근의 선택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릎굽힘근의 선택

적인 강화훈련은 여자들의 ACL 손상이나 무릎 넙다리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Caraffa 등, 1996; Hewett 등,

1999). 무릎 외반각도는 기립자세에서 체중지지를 하거

나 보행 시 무릎 주변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관련이

있으며, 무릎 주변근육들의 불균형이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Devan 등, 2004), 본 연구에

나타난 여자들의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이 큰 인대 의

존적인 착지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지동작과 같은

율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무릎 안정성 향상과 하지근육

의 균형적인 근력강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수직착지 시 작용하는 근육들을 근전도로 측

정하여 근육의 불균형을 평가하고, 이런 불균형한 근육

의 선택적인 근력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수직착지 시 성에 따른 무릎 외반동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에 대한 형상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초기 착지 시 무

릎 외반각도, 서있을 때 외반각도에 대한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 최대 무릎 외반각도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초기 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에서

는 남자가 평균 7.88°, 여자는 평균 12.93°로 여자의 무

릎 외반각도가 남자의 무릎 외반각도보다 컸다(p<.05).

무릎 외반각도의 변화량은 남자가 평균 3.25°, 여자는

평균 11.44°로 여자가 더 컸으며(p<.05), 최대 무릎 외

반각도에서도 남자가 평균 10.91°, 여자는 평균 24.53°

로 여자가 더 컸다. 수직착지 시 무릎 외반각도 변화량

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는 성과 서있을 때 무릎 외반

각도가 채택되었고(p.<05),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무릎 외반각도가 큰 여자들의 무릎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율동적인 무릎 안정성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

요하며, 무릎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불균형 평가와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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