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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화는 단순한 발의 보호수단만이 아닌 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또한 활동의 종류와 내

용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면서 특수기능에 맞게 발전되었고, 현재도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스포츠화는 발의 보호, 기능 향상면을 넘어 인간의 품격과 외모에까지 향을 미치게 되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우는 마라톤의 경우 특수 경기화가 다른 운동경기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문 경기화중에서는 핵심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2번이나 제패한 마라톤 강국이며, 또한 운동화의 품질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조한 마라톤화의 재료 특성은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볼때, 상

당한 격차가 인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마라톤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신발 메이커

들의 연구개발력이 강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다. 특히 2시간 10분이상의 계속적인 반복이 운동화에 가

해지는 마라톤의 경우, 반복마찰에 의한 열과 땀의 발생, 인체의 하중에 의한 충격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라톤화 바닥재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달리기를 할 때 발 후족부위가 받는 부하는 자기 체중의 2~3배 이며 점프할 때는 5배를 넘기도 

한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40~50km로 달리다가 충돌했을때와 같은 크기의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흡

수는 스포츠화의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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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화․마라톤화의 충격흡수 기능에 대한 생체역학적 관점과 같은 특별한 분야를 연구하는데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수학적 모형을 사용하는 이론적․분석적 기법을 사용하며, 또 

다른 일상적인 기법은 관심분야와 관련한 문제에 답하는 데 적절하게 보이는 측정시스템을 사용하

는 실험적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이 실험적 방법들은 이론적 방법보다 대개 앞서왔다. 런닝화 분야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측정 시스템이 적용되고 개발되어왔고, 런닝화 분석 분야에서 이들 시

스템의 적합성은 문헌에서 기록된 몇몇의 이론적 방법보다도 더 선진적이다. 이것은 실험적  벙법이 

이론적인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험적 방법이 

종종 런닝에 포함된 동작, 힘, 토크에서 좋은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런닝화 분석에 사용된 실험적 방법을 설명하고, 신발과 지면 요소와 같은 재료적 속성의 분석을 

비롯하여 운동학적이고 운동역학적인 변수(동작과 힘)의 정량화를 기하고 있다.

런닝화의 충격(impact force)테스트와 관련한 첫 번째 측정은 1972년에 수행되었다. 측정은 5명의 

피실험자의 발 후족(heel), 무릎, 머리부분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수집되었다. 피실험자들은 서로 다

른 지면상에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평균 약 4m/s의 속도로 고정된 보폭회수로 달렸다. 분석은 10

회의 지면접촉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하 다. 피험자는 맨발로,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 혹은 얇

거나 두꺼운 창을 가진 신발을 신고 달렸다. 이것은 시장에 부드러운 창을 가진 런닝화가 나타나기 

시작인 시점을 반 한다. 

마라톤화의 전족(forefoot)과 후족(rearfoot)부위의 충격흡수는 신체의 무게로부터의 보호기능을 가

지며, 점핑시는 신체 몸무게의 5배되는 힘의 부하를 받으며, 런닝시는 몸무게의 2-3배 되는 힘의 부

하를 받는다. 

신체부하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능력은 발과 다리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며, 경기능력을 향상시킨다.  

충격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수직충격력․진자충격력(vertical & pendular impact force) 검사방법

과 tensionmeter 검사방법이 있다. 

여기서 다시 수직 충격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가속계가 부착된 weighted shaft가 신발의 필

요한 부위에 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고정된 위치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속계는 신발

의 큐숀반응을 측정, 힘과 가속도의 피크 시간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속도계의 값(value of acceleration)은 신체에 전달되는 충격지수(index of shock)을 나타내주며, 

스포츠 바닥재와의 신발의 충격흡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바닥재중 딱딱한 바닥(hard surface)에서 가속도는 large peak value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부드러운 바닥(soft surface)에서 peak value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전족 부분과 

후족 부분에서의 충격시에 두가지 변인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신체 무게에 의해 향을 받으며, 

두 번째는 소재와 시간에 따른 반응(큐손 능력의 유지력)에 의해 향을 받는다. 부드러운 바닥소재

는 좋은 큐손을 주지만 불안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가지 특성을 비교한다든지, 반비례관계

을 나타내는 통합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한 다른 충격 테스트는 부하를 가하고 



충격흡수용 마라톤화(Cushioned Shoes) 개발을 위한 중창․하지의 충격흡수기능 연구 91

기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충격 검사의 한계로는 실제 운동에서의 힘이 고정된 수직방향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사적

인 힘을 사용하며, 현재 진보적인 방법으로는 발의 유연성과 힘의 전달에 더 접한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마라톤화 연구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족과 후족분야에 대한 연구이다. 후족은 후족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설계하며, 전족부는 적절한 유연성이 있어야 발의 

굴곡동작이 쉬워 전방 진행이 부드러워 진다. 

마라톤화의 중창은 충격흡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부드러우면, 발이 마음대로 놀고, 너

무 단단하면 움직임이 지나치게 딱딱해진다. 착지시의 최대 충격의 크기는 부드러운 중창이나, 단단

한 중창이나 큰 차이가 없으나 부드러운 중창의 경우는 달리기 후반에 최대 충격이 생기게 된다. 중

창에 들어가는 충격흡수제의 수명이 시간으로는 60시간, 거리로 환산하여 550∼800km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경우 2개월 전후로 신발을 교체하여야 안전하다

중창이 넓게 설계되면, 발을 빠르고 과다하게 회내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바닥의 외측이 넓

은 신발은 회내력을 높혀서 충격감소 효과보다 더 나쁜 향을 미친다.

마라톤화는 상․하지의 하중의 지지하게 해주며, 런닝시 충격을 흡수하여야 한다. 특히 마라토너

의 런닝 이상을 보정해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마라톤화는 마라토너에게 많은 불

편함뿐만 아니라 운동장해를 줄 수 있다. 

마라톤화용 솔(sole)소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서 마라톤화 전체의 고유특성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창은, 1차적으로 겉창을 거쳐 전달되는 지면으로부터의 충격과 

인솔(insole)을 통해 전해지는 신체적 압력을 최종적으로 적절히 분산 또는 상쇄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 구비되어야 하는 다양한 요구특성들은 충분히 만

족하는 기능성을 함께 보유하여야 한다. 

중창의 요구특성으로는 충격특수성, 반발탄성, 경량성 및 기계적 물성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최고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라톤화의 중요구성 성분인 중창(midsole)은 가벼워야 하며(저비중), 런닝시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

격을 줄여 줄 수 있어야 하며(충격완화특성), 차고 나아갈 수 있는 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반발탄

성). 또한 복원력이 뛰어나(낮은 압축 구줄임률) 피로감이 덜 느껴져야 하는 등의 많은 기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도를 유지하여 착용감이 우수하고, 반복되는 피로에서 재질의 특성을 계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의 제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창의 소재로는 EVA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물성에서는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중창이 EVA의 경우보다 우수하나 무게가 무겁고, 변색이나 가

수분해 특성이 좋지 못해, 최근에는 EVA계 발포체를 중창 소재로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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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w Balance사의 충격흡수용 마라톤화

그러나 기존의 단순한 EVA를 기본 재로로 사용한 발포체는 마라톤화의 중창에서 요구하는 다기

능성 및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 다소 열악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마라톤에서 런닝시 지면으로부터 선수들에게 오는 충격의 흡수 및 전진하기 위한 추진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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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하는 중창은 마라톤화에서 중요 부품으로 대부분이 가벼운 스폰지 소재인 파일론

(phylon)으로 개발되고 있다.  1996년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라톤화 중창의 경

도는 50-60도인 범위로 제조될 때, 가장 성능이 우수한 중창이 제조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충격흡수 기능을 가진 마라톤화의 기능성 연구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 능력간의 격차가 점점 더 발생하고 있는 

바, 이의 선행연구와 연구 결과를 고찰함으로서 국내에서의 고기능성 충격흡수 마라톤화․런닝화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마라톤화의 역사는 마라톤대회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한다. 또한 마라톤화 개발의 역사는 런닝

화 개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발의 초기형태는 지난 석기시대(약 10,000년전)말기로 거

슬러 올라간다.  그림2에서 보는 신발은 미국 오레곤주 Rock Cave 에서 Luther Cressman박사에 의

해 1932년에 발견되었다. 

마라톤 경주는 올림픽 대회의 하이라이트이다. 이 대회에서는 그리스의 스피로스 루이스가 우승

했는데 그는 이 우승으로 국민적 웅으로 떠올랐다. 이후 1896년 3월 첫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

다. 이 대회시 착용하 던 마라톤화는 중장거리대회시 착용하 던 신발의 향을 받았다. 

  

                    그림 2.                                 그림 3.

그림 2.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시대 신발, 1만년전 신발로 추정되는 샌들형태의 신발 

       (발견장소 : 미국 오레곤, 발굴 : Luther Cressman박사)

그림 3. 고대 그리스 시대의 마라톤 달리는 장면(맨발로 달리는 모습, 대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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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r. G. L. 에 의해 디자인된 Spalding사 1909년대 마라톤화 모습(1908년 런던 올림픽대회시 

미국 대표팀에 의해 착용, 자료보관 : 미국 Notre Dame대학교)

1908년 런던 올림픽 대회시 마라톤경기는 26마일 385야드(42.195 kilometers)를 달린 첫 마라톤 경

기이다. 마라톤 경기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 다.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Dorando)가 코스를 

모두 달리고 경기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압도적인 선두 으나 결승점을 불과 몇백m 남겨 놓고 실신

하고 말았던 것이다. 경기 운 진이 거의 부축한 상태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측에서 

크게 반발했고, 피에트리는 결국 실격 처리되었다. 따라서 금메달은 미국의 존 헤이즈에게 돌아갔다

도란도와 그의 경쟁자들은 가죽으로 제작된 무거운 부츠 또는 신발를 착용하 다. 그래서 대회 

종료후 발은 심각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마라토너들에게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라톤화가 소개되기 시작하 는데, 1908년 뉴욕 마라톤대회의 우승자 던 Matt maloney는 그 당시 

Spalding 사에서 제조되어 판매되었던 마라톤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애기한 바 있다. 

"이 신발은 내 발을 매우 부드럽게 보호해 주고 달릴때에 발을 유연하게 해 준다, 이 신발이전에 

많은 신발들은 내 발바닥에 물집을 만들게 하 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 다"

Spalding사는 올림픽대회시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마라토너들에게 우승의 광과 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신발회사중의 하나 다. 1908년 Spalding사는 미국 마라토너 6명에게 마라톤화를 최초

로 공급하 다. Spalding사는 신발공장의 책임자 던 G.L. Pearce씨를 대회로 파견하여, 신발과 관련

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 다. 미국 마라토너들은  “그는 신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

는데 있어서 매우 숙력된 전문가 다” 회고하고 있다. 

1908년 대회는 마라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해 다. 대회가 폐막된후 회사로 돌아

온 Pearce는 마라톤화와 관련된 드로잉 스케치들을 하기 시작했다. 마라톤․마라톤화에 대한 세계 최

초의 논문, 책자가 1909년 James E. Sullivan에 의해 약 11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그 당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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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화의 좋은 중량이라는 것은 마라톤화 1컬레당 1파운드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블랙 컬러의 

가죽신발은 그 당시의 군화 부츠처럼 보 다. 마라톤화 뒷 굽은 가죽으로 보호하도록 생산되었으며, 

솔은 “gum rubber”로 불리우는 소재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패턴의 바닥솔로 제작 생산되었다. 

그림 5. 1865년경의 스펜서 신발(Spencer Shoe), 지금까지 제작되었던 신발중 특수 전문 런닝화로 생

산된 최초의 신발 (자료 : 국 Northampton 박물관)

그림 6. 1908년 올림픽 게임시 미국 올림픽 마라톤팀의 모습. John J.Hayes(맨윗쪽)는 이태리 

Dorando의 부정 우승후 이의 제기한 후 우승자가 되었다. 마라토너중 중앙에 위치한 선수

의 마라톤화는 하이 탑 스타일(high top)의 마라톤화임을 볼 수 있다.(자료 : 미국 Notre 

Dame대학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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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계기록 보유자 던 전설적인 국 마라톤 런너 Alfred Shrubb(중앙)의 모습, 그의 오른쪽 

마라톤화는 Ankle strap 패턴으로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다. 

국 래스고우 출신이며, 보스톤 마라톤대회 후견인이었던 Jock Semple 는 Spalding사 마라톤

화를 착용하고서 1926년 필라델피아에서 그의 첫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 다. 그리고는 Spalding사 

마라톤화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리콜(recall)를 요구하 는데, 그는 “Spalding사 마라톤화는 나의 마

라톤대회에서는 착용하기 불편한 신발이었다”라고 하 다. 

Spalding사 마라톤화는 “미국 마라토너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의 마라톤화”라고 그 당시 묘

사하 던  Spalding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이 컷 스타일의 마라톤화 개념은 그리 좋지 않은 마

라톤화로 여겨지기 시작하 다. 1900년대 초창기 몇몇 마라톤화의 발목 높이는 Spalding사의 로우 

컷 마라톤화 발목높이보다 낮게 설계개발되어 생산되었다. 이후 'gum rubber' 스타일의 마라톤화 바

닥솔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 다. 

마라톤화 바닥 솔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마라톤화에 대한 불평들은 Spalding사 사무실로 끊임없

이 쇄도하 다. 이후 고무기술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기에 개발되기 못하 다. 특히 신발의 바

닥면에 대한 마모방지기술(abrasion resistance technology)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중이다. 

1913년경 당시 약 5달러에 판매되던 마라톤화는 인기가 추락하기 시작하 고, 오늘날 "정확한 마

라톤화(Correct Marathon Shoes)"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당시의 중장거리화가 전체 가죽형태 특

색으로 마라토너에게 각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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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경 마라톤화는 Spalding사에 의해 약 8달러 60센트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하 다. 그후 차츰 

하이 탑(high top)스타일의 마라톤화는 적어도 초기 10년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 다. 

1908년 New York Evening Journal 마라톤대회의 우승자 던 Matt Maloney씨는 초창기 약 25년

간의 마라톤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 다. “아킬레스 건 보호를 위한 장치없이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위험은 특히 발등부분이 강하게 충격받을때 발생되며, 일단 한번 발생되면 평

생 불구자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 20세기경 전체 마라톤화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들은 

Maloney씨의 경고를 소중하게 귀담아듣는 시기 다. 이처럼 고대시대부터 1900년대 마라톤화의 개

발과정 및 그 역사를 보면 1900년대 마라톤대회시에는 마라톤화를 생산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았

으며, 몇몇 소수의 회사에 의해 생산, 공급되기 시작하 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이 컷 스타일의 마라

톤화가 출현하여 다수의 마라토너로부터 외면을 받아 모델형태들이 이 시기부터 변천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로우 컷 스타일의 마라톤화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 1900년대 초창기 었다. 

런닝화에 전문화된 최초의 대기업은 미국의 A.G.Spadling 사 는데, 이 회사는 1909년 마라톤화, 

높이뛰기화, 허들화, 크로스 컨트리화등을 생산했다. 

1900년을 전후로 각 국에 스포츠화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운동화 산업은 서서히 현대적 모양새

를 갖추고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미국에서는 1892년 9개의 소규모 고무회사들

이 합병되어 U.S.Rubber 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06년에는 미국 보스톤에서 뉴 밸런스(New 

Balance)가,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Malden에서 컨버스(Converse)가, 1914년에는 브룩스(Brooks)

가 잇달아 설립되었다.  유럽지역에서는 국의 Jeseph Foster가 리복(Reebok)을 창립하 고, 1924년

에는 독일의 아디 다슬러와 그의 동생 루돌프가 다슬러(Dassler)사를 설립하 는데, 형제간의 불화로 

1948년 아디다스(Adidas)와 푸마(Puma)로 분리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1949년 일본의 기하치로 오

니추카(Kihachiro Onitsuka)가 아식스의 전신인 오니추카(Onitsuka)사를 설립하고 타이거(Tiger)라는 

브랜드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운동화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1900년대의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지금의 2000년대 삶의 질 향상, 건강을 추구하는 

지금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00년을 전후로 주요 운동화 회사들이 생겨난 미국에서는 1

차 세계대전 이후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운동화 시장도 빨리 성장하게 

된다. 

1960년대 후반 들어 유럽과 일본 회사들에 의한 미국 시장 잠식이 심화된다. 이 시기에 미국의 

운동화 붐을 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 중에는 1948년 분사된  아디다스와 푸마, 그리고 

1949년 설립된 일본의 오니추카가 있었다. 이들은 1950년대 미국의 주요 신발회사들이 전문 스포츠

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출발하지만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전체 미국 운

동화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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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ASICS사 마라톤화 충격흡수기능(Impact Guidance System)

20세기 초반 독립적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후 1950년대 처음으로 부흥기를 맞으면서 대중적 소비 문

화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잡은 운동화 산업은 1970년대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조깅 붐, 상업주의의 등장, 그리고 국제 분업체제의 확립이 그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기능성 운동화’의 흐름에 뛰어드는데 성공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회사들이 운동

화의 기능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어떤 특징적인 기능적 장점 없이는 광고마저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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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라톤화 충격흡수 기능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신발산업의 주요 연표

      (A Timeline of Marathon Shoes History)

연도 마라톤화 연구의 역사

1790
국 Thoma Saint가 처음으로 장화와 신발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봉틀 기

계 특허 

1861 국에서 트랙 & 필드용 ‘스파이크화’특허

1895 Jeseph Foster가 국에서 Reebok 설립

1906
미국 보스턴에서 New Balance Arch and Support Co. 설립 일본 리하치 미

즈노, 오사카에서 Mizuno 설립 

1914 미국 Brooks Sports 설립

1936
베를린 올림픽에서 Jesse Owens가 Dassler사의 신발을 신고 4관왕, 일본 국적

으로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

1948 Dassler 형제가 분사해서 Adidas 와 Puma설립

1949 일본 ASICS Tiger전신인 Onitsuka설립

1950 마라톤화 측면에 통풍구 기능 도입

1962 필 나이트, Nike전신인 Blue Ribbon Sports 설립

1975 Runner's World에서 마라톤화, 런닝화 품평기사 발표하기 시작

1977 기하치로 오니추가 일본과 미국에서 ASICS사 설립

1978 Blue Ribbon Sports, 회사명을 나이키로 변경

1986 ASICS 충격흡수 시스템 ‘Gel' 출시

1989 Adidas, 중족지지기능 ‘Torsion’출시

1989

Reebok, pump 기능 출시 

Brooks, 충격흡수 시스템 hydroflow출시 

Puma, 충격흡수 시스템 Trinomic 출시 

1993 코오롱상사는 국내 최초로 전문 마라톤화를 개발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에서 황 조 선수는 국산 마라톤화로 우승

(황 조선수는 바로셀로나 올림픽게임시 외제 마라톤화로 우승)

2000
(주)화승 르까프 마라톤화 세계최초로 NASA 첨단 기능성 온도 소재 적용 마

라톤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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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197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Runner's World지의 마라톤

화, 런닝화에 대한 운동역학적 관절에서 기술된 품평기사 다. 1966년 달리기와 건강에 대한 전문 

스포츠지를 표방하면서 창간된 이 잡지는 매 계절마다 각 회사들이 내놓는 최신 마라톤화, 런닝화에 

대한 운동역학 전공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실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

력하면서 의사, 육상선수, 기타 달리기 전문가들이 검토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게재하 기 때문에 

비평을 받는 운동화 회사로서는 이 마라톤화, 런닝화에 대한 품평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977년에 Runner's World지가 독립적인 생체역학 실험실을 설립하고, 마라톤화, 런닝화에 

대한 과학적 테스트를 실시하자, 오랫동안 장인적 기술에 의존해 오던 신발 제조는 이제 더 이상 수

공업적 전통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 화학, 운동기능학(Kinesiology), 신발 생체역학(Footwear 

Biomechanics), 족병학(Podiatry)과 같은 과학 및 의학의 기초연구가 신제품 개발에 필수적 과정으로 

등장함에 따라 마라톤화, 런닝화의 디자인과 제조는 고도의 지적산업으로 변모해 갔다. 1970년대 마

라톤화, 런닝화에서 시작된 기능성의 추구는 1980년대가 되면서 모든 종목의 운동화들로 확대된다. 

착화감, 충격흡수, 안정성, 접지능력, 경량성, 통풍성, 유연성, 내구성, 발목보호등 운동화가 추구하는 

기능적 장점들은 이제 각 종목에 맞게 차별적으로 강화되거나 포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체역학적 

기초연구는 제품 디자인의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았고, 착화 테스트 이전의 실험실 테스트도 일상

화되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마라톤화, 런닝화들이 개발되고 있었다. 두 겹의 얇은 나일

론 사이에 4mm우레탄 폼을 넣은 갑피를 사용하여 경량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발에 닿는 촉감을 

좋게 하 다. 당시에 사용되던 가죽이나 두꺼운 직물에 비하면 경량성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

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중창의 도입이었다. 그 전까지는 고무로 된 두꺼운 밑창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신발이 무겁고 충격흡수 효과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신발에는 EVA 스폰지를 두껍게 잘라 중창으

로 사용하고 고무로 된 밑창은 되도록 얇게 하여 경량성과 충격흡수를 극대화시컸다. 그리고 중창도 

18도 정도의 각을 주어 밑면이 윗면보다 넓게 설계함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

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당시로서는 놀랄 정도의 혁신적인 마라톤화, 런닝화가 탄생한 것이었다. 

마라톤화는 기본적으로 운동능력(performance)을 극대화하고 운동하는 마라토너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라톤화의 디자인에는 미적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운동화 업계가 기능성 운동화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것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마라톤화의 기능성은 일종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가 아닌 일상적 목적으로 마라톤화를 사는 사람들조차도 기능성이 좋은 마라

톤화를 찾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마라톤화의 기능은 세부화되고 있는데 대략 다음의 10가지 정도

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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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라톤화의 세부기능

① 충격흡수성 ② 안정성 ③ 운동조절 ④ 경량성 

⑤ 접지능력 ⑥ 착화감 ⑦ 유연성 ⑧ 통풍성   

⑨ 내구성   ⑩ 환경친화성  

이렇듯 21세기 마라토너에게 충실한 마라톤화는 점점 그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라톤화, 런닝화 개발과 관련하여 신발산업 역사를 통틀어 중요한 혁신들은 거의 

제품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성 운동화의 성패는 제품의 혁신에 달려 있었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각 마라톤화를 양산하는 브랜드사의 기술적 제품 고기능성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 3. 각 스포츠화 제조사의 마라톤화 충격흡수 연구와 관련된 기술

각 마라톤화 

기술적  기능
기능설명 브랜드사

AHAR 고기능성 고마모 고무 . 일본 아식스(ASICS) 

Abzorb 충격흡수 기능성 폴리머 패드 
미국 뉴 밸런스

(New Balance)

adiPRENE 후족 힐 부분에 사용되는 삽입용 EVA 폼 독일 아디다스(adidas)

Torsion 중족 부위 생크지지 기능 독일 아디다스(adidas) 

Air 후족 충격시 충격흡수용 에어 패드 미국 나이키(Nike) 

Archtech 중족 부위 생크지지 디바이스 독일 푸마(Puma)

Cell 후족 충격시 지지기능을 위해  제작된 폴리우페탄 성분의 셀 독일 푸마(Puma)

DMX-I Pak:
충격시 교환용 에어로 제작된 EVA 에 의해 2개의 구간 분리용 챔

버에 의해 충격을 분산, 분리시키는 기능 
미국 리복(Reebok) 

Wave
후족 부위에 EVA 재질의 판사이에 쿠션성과 안정성을 위해 설계

된 고기능성 충격흡수기능 
일본 미즈노(Mizuno)

ComforTemp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 첨단 기능성 소재 '컴포템프'를 

마라톤화 부문에 적용, 운동시 발에 발생하는 열과 충격을 최소화

해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

한국 르까프

(LeCAF) 

카오스 통기성, 경량성, 통기성, 미끄럼방지등 다기능 한국 액티브(Active)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인간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림픽의 부활을 

외쳤다. 올림픽은 인간을 발전시켰다. 인간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했고, 인간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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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또한 올림픽을 운 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이제 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내세우는 인류의 대제전이라기보다는 스

포츠 과학의 올림픽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그만큼 선수들의 훈련뿐 아니라 장비, 경기 진행에서

도 과학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등의 각 국의 마라톤화 제조사들은 매년 수십 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마라톤화를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신게 하고 있다. 이중 마라톤은 올림픽 게임의 꽃이라 

불리우며, 마라톤게임시 경기력에 미치는 용품중의 하나가 마라톤화이다. 마라톤화의 연구개발 컨셉

에 따라 신발은 각기 제 각기 각양각색의 얼굴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21세기 현대의 마라톤화는 충격흡수용 마라톤화(Cushioned shoes), 운동제어용 마라톤화(Motion 

Control shoes), 운동수행 트레이닝용 마라톤화(Performance Training shoes), 안정제어용 마라톤화

(Stability shoes), 트레일 마라톤화(Trail shoes), 레이싱용 마라톤화(Racing shoes)등 크게 6가지의 카

테고리내에서 개발되고 있다.

표 4. 마라톤화의 종류

종류 기능

충격흡수용 마라톤화
(Cushioned Shoes)

최대의 중창 충격흡수기능과 최소의 중족(아치)지지력을 필요로 
하는 주자용, 이것은 생체역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런닝하고자 하
는 주자(최소 회내)들에게 알맞음

운동제어용 마라톤화
(Motion Control 

Shoes)

과회내가 발생하며, 최대 후족 조절과 중족부위의 추가 지지력
을 요하는 주자용. 이것은 많은 지지력을 요하는 하중이 많은 
주자들에게 알맞음

운동수행 트레이닝용 
마라톤화 

(Performance Training 
Shoes)

가벼우며, 경기, 스피드를 내고자하는 주자, 매일 트레이닝을 하
고자 하는 주자용. 이것은 속도감을 내는데 가장 알맞으며, 속도
감을 연습하고자 하는데 알맞음. 적당한 과회내가 런닝중 가끔
씩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정제어용 마라톤화 
(Stability Shoes)

중족 지지력과 중창의 좋은 쿠셔닝을 요하는 주자용. 이것은 적
당한 과회내와 추가 지지력, 내구성을 요하는 주자들에게 알맞
음 

트레일 마라톤화
(Trail Shoes)

도로가 아닌 산악에서 이루어 지며, 강력한 마찰력을 요하는 주
자용

레이싱용 마라톤화
(Racing Shoes)

매우 빠른 레이싱과 매우 가벼운 경량성을 요하는 주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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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마라톤화 실험환경

그림 10. 각종 충격흡수용 마라톤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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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력 흡수와 관련하여 발의 구조를 살펴보면

발의 구조중에서 발목관절(ankle joint), 거골하 관절(subtalar joint), 횡족근 관절(transverse tarsal 

joint), 족근중족 관절(trasometatarsal joint)은 발의 충격흡수와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 내부

의 관절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발이 단단하고, 유연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

고, 추진하기도 한다. 발은 하나의 골격계로서 26개의 뼈와 두 개의 종자골로 구성되어 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발에 종골아래의 지방패드가 충격흡수제로 사용되어 왔다. 발뒤꿈치 

부분의 발뒤꿈치 패드의 기능은 지면접촉시 만들어지는 충격과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발뒤꿈치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발뒤꿈치 부분에는 종골 아래에 지방으로 구성된 패드가 존재한

다. 이 패드는 종골의 아래부분에서 발뒤꿈치 바깥쪽 피부까지 약 20m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이

것은 지방질과 강인한 섬유조직으로 구성된다. 지방질은 섬유조직으로 형성된 작은 구획으로 구성된

다. 측면에는 도가 더 큰 섬유막(fibrous septa)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점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

어, 발과 지면의 접촉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신의 발뒤꿈치 패드를 만져본다면 매우 빠르게 경화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발 뒤꿈치 패드

를 만져보는 동안 느껴지는 것은 이 큰 경도이다. 또한 부하가 발뒤꿈치 패드에서 제거될 때 발 뒤

꿈치 패드의 조직은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발 뒤꿈치 패드의 점탄성적(viscoelastic) 성질을 나타낸다. 

그림 11. 각종 충격흡수기능의 중창 측면

[충격력>체중]

   
[지지력<체중]

   
[추진력>체중]

그림 12. 런닝시 체중 충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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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내용

3.1. 마라톤화 충격흡수용 중장 분석

표 5. 마라톤화의 형태와 관련기능

Shoe 관련 기능

1 운동역학적 겉창(kinetic outsole)  충격흡수와 마찰력

2 2중 도의 중창(dual-density midsole)  충격흡수와 제어

3 뒷꿈치 형태(flared heel)  제어와 안정성

4 뒷꿈치 보강(heel counter)  제어와 안정성

5 지지시스템(contoured support system)  제어와 안정성, 충격흡수

6 아치지지(arch support)  내전(pronation) 제어

7 앞쪽 들림(top pitch, toe spring)  부드러운 push-off

8 튜브형구조(tubular construction)  굴곡성, 유연성

9 부드러운 나일론(soft nylon) 소재  경량화와 안락감

10 메쉬나일론(mesh nylon) 소재  경량화와 안락감 그리고 통기성

11 적당한 발폭넓이(width fitting)  적합성, 안락감 그리고 지지력

12 여성용 화형 디자인  적합성, 안락감 그리고 지지력

13 보형물과 적당한 삽입물  지지력, 제어와 안정성

14 outsole의 고무소재  내구성, 마찰력과 경량화

15 설포 스폰지(padded tongue, ATP collar)  안락감

16 갑피의 구멍(perforate porometric uppers)  경량화와 통기성

17 부드러운 이음새(soft seamless linings)  안락감

18 창의 마찰(traction soles)  내구성와 grip

19 보강재(reinforcements)  지지력과 내구성

본 연구에서는 마라톤화용 중창(midsole) 물성 소재 차이에 따른 충격흡수 및 경도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국외에서 개발, 마라톤화에 사용되고 있는 중창 소재 A, B, C의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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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고찰

중창 충격흡수기능을 위하여 충격흡수기능의 물성 A, 물성 B, 물성 C를 분석하 다.

표 5에서와 같이 경도(hardness)는 물성 A가 88-87, 물성 B가 88, 물성 C가 91-92로 나타났으며, 

실험 테스트 방법 ASTM(America Standard Testing & Material) D2240에 따랐다.

경도결과 물성 A 중도가 87-88로 나타나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부드러운 면에서 물성 A가 57로 물성 C가 59-60, 물성 B의 62보다 더 부드러운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 Physical Properties of Midsole Material A, B and C

Properties unit Test method Material A Material B Material C

Density kg/m3 ASTM D1505 886 886 942

MFR(190도)

Melt Flow Rate
g/10min ASTM D1238 1.25 1.00 1.52

Crystallinity % - 11.4 15.7 -

Vicat Softening 

Point
C - 57 62 59-60

Tensile Strenging MPa JIS K7113-2 28-35 30-28 27-29

Elongation % 800-680 690-610 740-580

Hardness Shore A ASTM D2240 88-87 88 91-92

충격흡수를 위하여 마라톤화를 개발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발의 경도를 낮추는 것이다. 만

일 쿠션을 단순히 최대 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좋은 쿠션이란 골격근계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쿠션외에도 추진력은 운동수행능력

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힘이 쿠션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도 좋지 않다. 결국 

이것은 복잡한 문제로서 반복된 충격력에 대하여 골격근의 반응 충격흡수를 위한 최적의 운동화 경

도에 대하여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닥재(surface)와 관련한 연구로 서구 구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Cavanagh & Lafortune, Frederick & Nigg등은 압력판을 이용하여 런닝

중의 지면반력을 분석한 결과 지면과 발 사이에서의 수직력의 크기는 체중의 2-3배로 나타났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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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하 다. 이 때 최대힘은 전형적으로 2개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접촉 후 20-30ms에서 첫 정

점(수동적 힘, 충격흡수력)이 나타나고, 100ms후에 제2의 정점(능동적 힘, 추진력)이 나타난다. 

런닝시 두 발이 지면과 접촉하는 횟수가 마일당 1,500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체중의 2-3배 크기

의 힘이 반복적인 부하로서 작용될 때, 충격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향이 미칠 것이다. 

Voloshin & Wosk는 충분한 충격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절에 퇴행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또

한 이것은 요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운동선수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골격근 장애의 대부분은 

반복된 충격부하에 의해 골격근의 약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스포츠화, 특히 런닝화, 

마라톤화의 충격흡수물질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런닝화의 물성검사 결과와 런닝화를 신고, 수직지면반력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사이에

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물성검사는 아직까지 기준치로서 필요하다. Clarke등은 운

동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성검사에서 피험자가 운동화를 신고 실제로 압력판위에서 측정한 수치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는 인체는 운동화의 단단한 것을 인지하여 반응함으로서 그 자체

의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현상은 기록된 지면반력형태를 변화시키고, 운

동화의 경도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흡수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창이 두꺼운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부드러운 

운동화보다 더 좋다. 중창의 재질이 두꺼우면 최대회내운동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중창 두

께가 두꺼울수록 쿠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꺼운 중창재질보다 부드러운 중창 재질을 선

택한다면 후족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에는 마라톤 연습시 착용하는 대부분의 운동화

들은 이러한 특징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꺼운 중창의 마라톤화 개발보다는 부드

러운 소재을 사용한 마라톤화를 개발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마라톤화는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접합하지만 후족제어가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로서 런닝화의 경우, 쿠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무게가 가벼운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운동화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중창의 두께를 앏게 하고, 약간 부드러운 소재의 중창 

재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쿠션과 후족제어의 조화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구결과 물성 A는 물성 C보다 경량하며 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나 충격흡수용 마라톤화 물성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션닝(cushioning)이란 충돌하는 2개의 물체간(running시 발과 지면)의 힘의 감쇠현상이다. 인간

의 근골격계 시스템(근육, 뼈, 관절과 인대)은 자연스러운 적당한 충격흡수제로서 자연스러운 충격흡

수동작시 발의 내측회전인 회내(내전, pronation)현상을 발생시키고,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무릎 굴곡

의 정도는 충격량에 향을 미친다라고 Nigg등(1988)은 보고하고 있다. 

1988년 Adidas Research and Innovation Lab와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Nigg등(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릎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힘의 양을 VFIP(Vertical Force Impact Peak)라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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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때 무릎의 굴곡이 클수록 VFIP가 증가한다고 연구보고하 다. 이 VFIP의 크기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몸무게, 운동역학적 요소, 속도, 표면등이 있으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VFIP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때 하드 트랙을 빠르게 뛰는 주자의 VFIP는 몸무게의 5배이상이라고 

보고하 다. 

Voloshin&Wosk는 골격시스템과 요추통증상에서 층격흡수감소에 대한 효과에 관한 관계를 연구

하여 스포츠화에 충격흡수제를 삽입한 피험자의 78%가 통증을 완화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Falsett등은 쿠션닝 소재가 질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23명으 주자에게 임의적으로 딱딱한 

솔과 쿠션닝 솔을 제공하고 15마일(24km)을 런닝시켰을 때 쿠숀 솔을 신은 주자가 부정적인 혈액효

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하 다. 

Nigg등은 신체의 자연적인 충격흡수가 너무 과하지 않다면 적절한 쿠셔닝 신발이 충격력의 2/3

를 감소시키고, 질병의 가능성을 감소한다고 하 다. 런닝의 지면반발력 실험시 지면반발력 곡선은 

2개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충격인 수동적 충격(impact peak)시는 충격흡수기이며, 후족이 지

면에 닿는 초기 20-30ms동안 발생하는 VFIP시 몸무게의 2.2배의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충격인 능동적 충격(active peak)시에는 추진력을 나타내며, 주자가 다음 런닝을 위해 추진을 

하기 위해 전족이 지면에 닿고, 이지할때까지의 100ms동안 발생하는 힘으로서 몸무게의 2.8배의 하

중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 다. 

추진력은 실제로 마라톤 경기의 성능에 도움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footstrike의 수동적단계와 능

동적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2가지 종류의 쿠셔닝 마라톤화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고 연구보고하 다. 

서로 다른 종류의 큐션소재간의 관계와 안정성과 효율성과 관련한 2가지 종류의 충격력간의 관계

를 연구가 향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창소재의 종류는 EVA(Ethyl Vinyl Acetate)와 PU (PolyUtrthane)과 같이 대부분이 점성-

탄성(viscous-elastic)소재가 혼합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로 구성된 중창이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고 있다. 

캘거리 대학교 Nigg등의 연구에서는 런닝하는 동안 나타나는 2가지 종류의 힘과 관련하여 후족

과 전족에 서로 다른 큐션 소재를 사용하는 장점에 대해 연구보고하 는데, 서로 다른 점성소재와 

탄성소재를 사용한 마라톤화간의 충격력을 보고하 다. 

표 7. 충격흡수 물성 비교

마라톤화 전족 후족

마라톤화 A 점성적 재료 탄성적 재료

마라톤화 B 탄성적 재료 탄성적 재료

마라톤화 C 점성적 재료 점성적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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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적 재료를 사용한 전족으로 개발된 마라톤화 A는 마라톤화 B보다 최대 충격력 및 충격부하

율에서 27%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탄성적 재료를 사용한 후족으로 개발된 마라톤화B

는 마라톤화B보다 내전이 24% 감소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마라톤화의 후족 부분에서 있어서 점성적 소재를 사용한 것은 수동적 충격시 후

족이 매우 짧은 시간에 큰 힘을 가지도록 하고, 점성적 소재의 후족은 전통적인 중창이상으로 충격

흡수 특성을 가지며, 충격력이 발의 전체로 이전되는 속도를 감소시키고, 충격력을 감소시킨다라고 

연구보고하고 있다. 

충격흡수 소재는 경기자의 동작동안 중창의 압력양과 내측회전의 양과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전통적인 탄성적 소재보다 더 내구적이고 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보고하고 있다. 

국내 B사에서 마라톤화 개발을 위하여 중창 후족 부위에 초탄성 충격흡수용 소재를 삽입하여 초

탄성 신소재를 개발해 새롭게 러닝화한 제품을 개발하 다. "'플러버 360'이 다른 탄성소재들보다 충

격흡수력이 120%~160%정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게는 1/2이상 가벼운 게 특징"이라고 연구개발결

과가 보고되었는데, 국내 마라톤화 후족 부위의 개발시 탄성을 삽입하게 되면 충격흡수력이 약화되

어 운동역학적인 기능관점에서 보면 바뀐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는 후족 부위의 점성소재 사용, 전

족 부위의 탄성소재 사용이라는 캘거리 대학교 Nigg등의 연구결과와는 정반대되는 연구결과을 내놓

은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관련 문헌들을 보강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인간의 몸은 런닝시 받는 충격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이

것은 뼈, 인대, 연골등과 같은 신체적 구조에서의 자연 감쇠와 발목의 회내, 회외 동작이나 무릎의 

각도등과 같은 스프링 역할을 하는 신체 동작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몸이 런닝에서 

발뒤꿈치의 지면접촉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하여 신체가 어떠한 정도로 충격을 감쇠하는가를 문헌적

으로 고찰하 으며, 충격흡수용 물성 A, B, C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창 경도측정결과 실험용 물성 A가 87-88로 물성 B의 88, 물성 C의 91-92보다 더 적게 나타

났다.

(2) 중창소재의 부드러운 면에서는 물성 A가 57, 물성 B의 62, 물성 C의 59-60으로 나타나 물성 

A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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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창 도측정결과 물성 A가 886, 물성 B가 886, 물성 C가 942로 물성 A, B가 C에 비해 상대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흡수용 마라톤화는 후족제어용 마라톤화와는 다른 중창의 충격흡수를 전 후족에 설계하여 점

탄성 혼합물질, 점성적 물질, 탄성적 물질을 각각 적용하여 연구개발하고  있다.

중창의 충격흡수는 스포츠바닥재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중창과 스포츠바닥재와의 관계규명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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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impact absorption function of midsole                          

in Cushioned Marathon Shoes

Park, Seung-Bum*․Seo, Kuk-Woong**․Kim, Yong-Jae***

(HwaSeung Corporation
*
․Pusan National University

**
․Munhyon Girls High School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mpact absorption function of midsole in cushioned 

marathon shoes. The foot is made up of a complex interaction of bones, ligaments, and muscles. 

These structures help the foot alternate between being a mobile, flexible adaptor and a stable rigid 

lever. The foot is broken down into two functional parts, the forefoot and the rearfoot. Cushioned 

marathon shoes for high arches have generous cushioning for efficient and high-mileage runners. 

Cushioned marathon shoes are made for feet that have high arches or no excessive motion and 

don't roll inward or roll outward. This condition is known as underpronation.  Especially, 

Cushioned marathon shoes are designed to reduce shock and generally have the softest (or most 

cushioned) midsoles and the least medial support. They are usually built on a semicurved or 

curved last to encourage foot motion, which is helpful for underpronators (who have rigid, 

immobile feet). Cushioning marathon shoes recommended for the high-arched runner, whose foot 

may roll outward (supinate) rather than the natural slight inward roll, or whose feet may be 

relatively rigid. Cushioning shoes emphasize flexibility and usually are built on a curved or 

semicurved last to encourage a normal motion of the foot. Cushioning shoes usually offer no 

medial (inner foot) support. Cushioned marathon shoes have the single-density midsole, which is 

stable and relatively firm for a cushioned shoe, stays the same. But the forefoot is more rounded, 

and the rearfoot now includes a new and supportive rearfoot cradle. A foam midsole, perhaps 

with layers of different densities, to provide cushioning and shock absorption. EVA (ethylene vinyl 

acetate) and PU (polyurethane), the materials from which these foams usually are made. EVA is 

slightly softer than PU. EVA and PU may be layered together in a shoe, or a shoe may have more 

than one density of 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