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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화의 굴곡성(Flexibility) 차이가 점프 스매싱 후 언더클리어 동작시

하지에 미치는 영향

이재훈
1
․손지훈

2
․류재진

2
․이기광

3
․유연주

3
․이정호

2

1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²국민대학교 대학원 체육대학․3국민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부

The Effect of Badminton Shoe Forefoot Flexibility during the

Under Clear Quick Lunge from a Jump Smashing

Jae-Hoon Yi1․Jee-Hoon Sohn2․Jae-Jin Ryue2․Ki-Kwang Lee3․Yeon-Joo Yu3․Jung-Ho Lee2

1Department of Physical Activity Laboratory, Korea Nazarene University,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3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23 November 2011; Received in revised form 13 February 2012; Accepted 14 March 201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that difference in forefoot of shoe flexibility during the quick lunge from a

jump smashing on the lower limbs and the plantar pressure distribution. For this 10 elite badminton players with over 10 years

experience and right handed participated. Two kinds of badminton shoes were selected and tested mechanical testing for the forefoot

flexibility. Motion analysis, ground reaction forces and plantar pressure distribution were recorded. It was required to conduct lunge

movement after jumping smashing as possible as high. Photo sensor was located in 3 meter away from standing position and its height

was 40 cm. Subjects were conducted to return original position after touching the sensor as under clear movement as possible as fast.

Forefoot stiffness had an effect on shoe peak bending degree and peak bending angular velocity in propulsion phase. Forefoot flexibility

had an effect on ankle plantar flexion and knee flexion moment. It appears that joint power on lower limb and peak plantar pressure

were not influenced by the flexibility of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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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 신발의 역할은 스포츠 수행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부

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발 생체역학(footwear biomechanics)

은 스포츠 신발의 효과와 신발 설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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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Fong et al., 2007). 많은 연구

자들이 스포츠 신발의 기능에 대해 생체역학적 평가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여러 전문 스포츠화 중 러닝화의 충격, 착화, 부

상과 관련한 연구들이 가장 넓게 연구되어 왔다( Bonacci,

Andrew, Blanch & Bill, 2009; Chu et al., 2010; Dixon, 2008;

Kong, Cardelaria & Smith, 2009; Hagen et al., 2010; Morley et al.,

2010; Zadpoor & Nikooyan, 2009).

골프화, 축구화 같은 경우는 지면과의 트랙션, 부상과 관련

있는 클리트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arrick &

Requa, 1996; Heidt et al., 1996; Queen et al., 2008; Villwoc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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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또한 스포츠를 위한 전문 스포츠화 이외에도 일반 신

발에 있어 걷기시 아웃솔 설계 변경을 통한 보행 패턴의 변화

를 가져오는 연구들이 약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Peterson

et al., 1985; Xu et al., 1999; Schie et al., 2000; DiLiberto &

Baumhauer, 2007). 위와 같이 신발은 스포츠 신발 뿐 아니라 다

양한 신발 목적에 맞게 개발 및 평가되어 왔다.

다양한 스포츠 신발 중 배드민턴화의 연구를 살펴보면, Park

& Park(2009a)은 한국형 배드민턴화 개발을 위하여 배드민턴화

를 개발하는 국내 제품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생체역학적

성능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특징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Park

& Park(2009b)은 배드민턴화가 배드민턴 런지시 충격흡수와 동

작제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Yong et

al(2009)는 배드민턴 풋워크(footwork)시 지면을 차고 나가는 순

간 중족지골관절(metatarsophalangeal joint)에서 배드민턴 신발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 있어 맨발과 비교시 배드

민턴 신발 착용은 지면에 대하여 차는(pedal) 효과가 증진됨에 따

라 중족지골관절의 배측굴곡(dorsiflexion)에 더 많은 이득이 있다

고 하였으며, 배드민턴화는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스포츠 수행력 향상

에 있어 중족지골관절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었다(Stefanyshyn & Nigg, 1997; Oleson et al., 2005).

배드민턴은 매우 강한 신체능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종목으

로 강한 근력, 민첩성, 파워, 지구력 뿐 아니라 런지(lunge), 점핑

(jumping), 스텝핑(stepping), 스매싱(smashing), 헤어핀(hair pin) 같

은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한다(Fahlstrom et al., 2002; Cronin et al.,

2003; Tsai & Pan, 2007). Choi & Jung(2010)의 배드민턴 경기

분석 결과 드롭 행동 요인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스매

시 역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2005)의 코리아오픈 남자 단식 배드민턴 경기내용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우 언더 클리어(under

clear)와 스매싱(smashing)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배드민턴에 있어 스매싱과 헤어핀을 받기 위한 언더 클리

어 기술은 득점 및 빈도가 높은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수행

하는데 있어 배드민턴화 전족부위의 굴곡성(flexibility)은 동작

시 하지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닝화의 경우에 있어 신

발의 굴곡성이 하지관절, 에너지 효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Roy & Stefanyshyn, 2006; Divert et

al., 2005; Oleson et al., 2005). 그러나 배드민턴화의 굴곡성

(flexibility)이 스포츠 수행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하지

에 미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드민턴화

의 굴곡성(flexibility) 차이가 실제 경기시 중요한 기술 동작 중

하나인 스매싱 동작 후 언더 클리어 동작시 착지하는 발에서의

운동역학적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 10명을 선정하였

으며,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1.3±0.32 years, 신장 1.76±0.45 m,

체중 70.10±3.57 kg, 경력 10.2±1.75 years 이다. 모집된 선수들

은 오른손으로 라켓을 사용하는 선수들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배드민턴화는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선호

하는 신발 중 하나인 Yonex SHD 101 LTD(330g)와 Li-Ning

Badmintonpro(310g) 두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아래 <Figure 1>과

같다.

Figure 1. Testing shoe(left : L type, right : Y type)

2. 실험 장비

본 실험의 3차원 동작분석을 위해 10대의 적외선 카메라

(Vicon MX-T10, T40, UK)를 설치하였으며, 운동역학적 변인 산

출을 위하여 지면반력기(AMTI, MSA-6, USA), 족저압력 분석기

(Novel, Pedar X, Germany)를 활용하였다. 또한 배드민턴화의 굴곡

성(flexibi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곡 시험기(Flex tester)(Exeter

Research, Inc, USA) 장비를 활용하였으며, 아래 <Figure 2>에서

볼 수 있다. 굴곡 시험기는 신발의 휨 굴곡성(Torsional Flexibility)

과 전족 굴곡성(Forefoot Flexibility)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정적,

동적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다. 동작분석장비는 300Hz, 지면반력

기는 2400Hz, 족저압력기는 100Hz로 설정하였다. 라켓 인식을 위

해 포토센서(Sangwoo Sci., Kor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코트

지면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제 시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트(Yonex, Japan)를 바닥에 부착하였다.

Figure 2. Flexor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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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운동역학적 평가에 앞서 두 종류의 배드민턴화 굴곡성

(flexibility)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Exeter Research(미국)에 의

뢰하여 제품의 기계적 테스트 결과를 요청 및 수집하였다. 다

음으로 두 제품에 대한 운동역학적 평가를 위하여 모든 피험자

에게 짧고 달라붙는 팬츠를 입게 하였으며, 피험자의 신체 계

측 정보를 측정, 수집하였다. 하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지에 반사마커를 아래 <Figure 3>과 같이 부착하였다. 피험자

는 충분하게 사전 동작을 실시하여 실제 실험시 실제 동작과

가장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동작은 최대한

높게 점프 스매싱 후 바로 정면으로 런지 동작을 하도록 하였

으며 실험 동작은 <Figure 4>와 같다. 런지 동작은 최대한 점프

스매싱 한 후 3 m 전방으로 빠르게 런지를 한다. 포토 센서는

40 cm 높이에 포토센서를 설치하여 언더 클리어 동작으로 최대

한 빨리 터치하게 하였으며, 터치시 알림음이 울리도록 하여 5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동작분석이 끝난 후 족저압력 분석을

위하여 신발 인솔을 제거한 후 족저압력 측정 인솔을 삽입한

후 동일한 동작에 대하여 동일하게 실시하여 족저압력을 측정

하였다.

Figure 3. Marker set

Figure 4. Test movement

4. 자료 분석

점프 스매싱 후 런지 동작에 있어 운동역학적, 운동형상학적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바이콘(Vicon)사에서 제공하는

하지 플러그인(low limb plug-in Gait) 모델에 신발의 구부려짐

(bending)과 뒤틀림(torsion)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발에 추가적인

마커 총 10개를 부착하였다. 부착 부위는 LCA(Lateral Calcaneus:

Below line from lateral Malleolus), MCA(Medial Calcaneus: Below

line from medial Malleolus), MD1(1st Metatarsal Distal), MD5(5th

Metatarsal Distal), SHT(Toe of shoe) 위치이며, SHT 부착 위치를

제외한 4가지 위치 점은 신발을 지면에 내려 놓았을 때 수평면

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분석 구간은 점프 스매싱 후 착지시 오

른발이 지면에 닿아 떨어지는 시점으로 하였으며, 전후 지면반

력값이 0N을 기준으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착지 구

간(Landing phase), 추진 구간(Propulsion phase)으로 구별하였다.

각 구간에 있어 변인들은 Vicon 전용 Nexus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산출하였다. 족저압력은 아래 <Figure 5>와 같이 영역을

구별하였으며, Pedar-X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역별 최

대 압력을 산출하였다.

Figure 5. Mask area definition

5. 통계 처리

PASW 18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배드민턴화

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종속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유의성 수준은 p<.05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굴곡성 테스트(Flexibility test)

배드민턴 신발의 상대적인 휨 굴곡성(torsional flexibility)은

내전, 외전 방향으로 45도 토션하였을 때 최대 토크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아래 제시된 수치는 일반 러닝

화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유사한 굴곡성(flexibility) 수치이다.

peak moment eversion Peak moment inversion

Y type -5.74 6.50

L type -5.93 6.66

Table 1. Torsional flexibility (unit: Nm)

배드민턴 신발의 상대적인 전족 굴곡성(forefoot flexibility)은

배드민턴화의 전족 부위가 50도 구부려지는 상태에서 최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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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moment(Nm) stiffness(Nm/deg) E Return(%)

Y type 3.991 0.120 26.411

L type 6.411 0.186 19.545

Table 2. Forefoot flexibility

멘트, 스티프니스(stiffness), 에너지 복원율을 측정한 결과는 아

래 <Table 2>와 같다. L사의 배드민턴화 모델이 다소 스티프

(stiff)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발의 움직임

점프 스매싱 후 최대 런지를 하는 동작에 있어 착지시 착지

구간과 추진 구간에 있어 2번의 굴곡이 발생한다. 이때 최대 굴

곡 각도와 전 구간에서 최대 가동 범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 이다. 추진 구간과 최대 가동 범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anding phase Propulsion phase Range of motion

Y type -40.30±9.44 -41.83±16.14 19.31±6.79

L type -43.47±7.80 -45.87±15.67 22.53±8.04

t -2.243 -2.709 3.441

p .52 .024 .007

Table 3. Shoe bending angle (unit: degree)

점프 스매싱 후 최대 런지를 하는 동작에 있어 신발의 휨 정

도를 구간별 비교한 결과는 <Table 4> 이다. 굴곡에서와 같이

추진 구간, 가동범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Landing phase Propulsive phase Range of motion

Y type 2.26±3.57 4.80±3.90 8.87±3.97

L type 4.0±2.13 6.85±3.30 11.17±3.51

t 1.688 -2.307 2.506

p .126 .046 .034

Table 4. Shoe torsion angle (unit: degree)

배드민턴화 전족의 굴곡성에 있어 각속도를 비교한 결과 추

진구간에 있어서 L사 배드민턴화의 경우 구부려짐 각속도가 약

16%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출 값은 <Table 5> 이다.

Landing phase Propulsive phase

Y type 330.58±65.81 -258.69±132.40

L type 358.68±67.07 -301.25±146.14

t 1.811 -2.753

p .103 .022

Table 5. Bending angular velocity (unit: degree/s)

3. 생체역학적 결과

하지관절의 무릎과 발목 관절에 있어서 점프 스매싱 후 최

대 런지 동작에 있어 착지시 착지 하는 하지 관절의 움직임에

조사한 결과 무릎관절의 최대 굴곡과 최대 내전에 있어서 두

배드민턴화 사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발목의 최대 족저굴곡에 있어서 L사 배드민턴화 착용시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출값은 <Table 6>이다.

knee angle ankle angle

peak flexion peak adduction peak plantar flexion peak eversion

Y type
56.58
±10.60

11.22
±5.60

-22.12
±6.11

0.32
±1.95

L type
56.99
±8.37

10.54
±5.52

-20.11
±5.28

0.08
±2.01

t 0.205 -2.099 2.977 -0.693

p .842 .065 .016 .506

Table 6. Peak angle
(unit: degree)

하지관절의 무릎과 발목 관절에 있어서 점프 스매싱 후 최

대 런지 동작에 있어 착지시 착지 하는 하지 관절의 모멘트를

조사한 결과 무릎관절의 최대 굴곡 모멘트에 있어서 L사 배드

민턴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발목 관절의 모멘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출된

값은 <Table 7> 이다.

knee moment ankle moment

peak
flexion

peak
adduction

peak plantar
flexion

peak
eversion

Y type 2.63±0.35 -0.66±0.20 4.14±0.62 0.78±0.15

L type 2.95±0.43 -0.66±0.30 4.28±0.49 0.79±0.24

t 2.833 -1.00 1.019 0.246

p .020 .923 .506 .811

Table 7. Peak moment (unit: Nm/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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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의 파워를 비교한 결과 배드민턴화 사이에 있어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산출된 값은 <Table 8> 이다.

Hip joint Knee joint Ankle joint

Y type 4.87±2.63 11.25±2.50 24.56±6.27

L type 4.82±2.97 12.11±2.47 24.35±4.81

t -.221 1.155 -.217

p .830 .278 .833

Table 8. Joint power
(unit: W/kg)

점프 스매싱 동작에 있어 지면반력을 조사한 결과 최대전후

지면 반력과 최대 수직지면 반력, 추진 부하율을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출된 값은 <Table 9> 이다.

anterior peak
force

Peak vertical force
propulsive

loading rate

Y type 1.38±0.28 3.29±0.49 52.51±26.52

L type 1.44±0.24 3.23±0.45 53.23±21.03

t .940 -.856 .119

p .372 .414 .908

Table 9. Ground reaction force
(unit: BW; BW/s)

4. 족저압력

런지를 하는 동작에 있어 추진 발의 족저압력을 조사한 결

과 부위별 최대압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출된 값은 <Table 10> 이다.

M5 M6 M7 M8 M9

Y type
547.91
±106.12

409.58
±142.93

333.75
±117.58

365.41
±130.83

150.83
±47.39

L type
580.83
±74.41

409.58
±154.49

296.25
±78.46

420.41
±139.09

153.75
±37.11

t -1.228 .000 1.492 -1.966 -.174

p .274 1.00 .196 .107 .869

Table 10. Peak pressure (unit: kPa, mean±SD)

Ⅳ. 논 의

본 연구는 엘리트 남성 배드민턴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점

프 스매싱 후 언더클리어 런지 동작에 있어 착지시 배드민턴화

전족 굴곡성에 따라 하지 관절 및 족저압에 있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엘리트 선수들이 선호하는 L사 배드민턴화의

경우 새로 출시된 Y사 배드민턴화와 굴곡성 비교시 최대 휨 모

멘트(Bending Peak moment)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최대 전족 굴곡 모멘트에 있어서는 6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Y사의 배드민턴화 전족의 구부려짐이

L사 배드민턴화에 비교하여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딱딱한 정도(stiffness)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복원

율에 있어서도 Y사가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계적 테스트(mechanical test) 결과 Y사 제품이 전족 굴곡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Oleson(2005)의 연구에 있어 맨

발과 신발의 전족 구부려짐에 대한 딱딱한 정도(stiffness)를 비

교한 연구에 있어서도 신발 종류에 따라 전족에 구부려짐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

계적 테스트와 다른 장비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딱딱한 정도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국내에 있어 신발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한 신발 모델에 따른 연구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신발에 무게, 모델, 디자인에 따

른 비교 연구 역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계적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Y사 배드민턴화와 L사 배드민턴화의 굴곡성 차이가 신발 전

족의 구부려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L사 배드민턴화의

경우 전족의 구부려짐의 가동 범위가 크고, 추진 구간시 높은

굴곡 각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사 배드민턴화가 상

대적으로딱딱하기 때문에 반작용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가동범위

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지 구간은 수동적인 동

작이지만추진 구간은 능동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구간에 있어 차이

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Krell과 stefanyshyn(2006)의 연구에서

100m 단거리에 있어 신발 아웃솔의 딱딱함이 중족지골관절의 신

전과 스포츠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고 사료된다. 전족 구부려짐각속도에 있어 Yong et al.(2009)의 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족지골관절의 최대 각속도는 배드민턴화의

경우 446.6 degree/s, 맨발의 경우 147.08 degree/s 산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있어 가장 높은 각속도는 L사 배드민턴화의 경우

358.68 degree/s로 조사되었다. 약 100 degree/s 정도의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Yong et al.(2009)의 연구 데이터에 있

어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Yo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Oleson et al.(2005)에서 사용한 발 마커

모델을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 모델과는 다소 상이한 마커 세팅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사료된다. 구부려짐 각도와 마찬가지

로 각속도에 있어서도 추진 구간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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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에 있어 전족 굴곡성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발목

의 최대 족저굴곡 각도와 무릎의 굴곡 모멘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tefanyshyn과 Nigg(1998)은 도

움달리기를 통한 수직점프에 있어 중족지골관절은 에너지를 흡

수하는 관절로 큰 기여를 하는 반면, 발이 지면에 떨어져 점프하

는 시점에 있어 에너지공급이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으며, 발목은

점프를 하는데 있어 가장큰에너지원을 발생하고 흡수하는 관절

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동작과유사한 동작으로써 본 연구

에서 있어서도 발목관절의 모멘트와 파워에 있어 세 관절 중 가

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배드민턴화의 발목 관절의 에

너지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바닥과 신발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차이를 조사한 결

과 전족에 있어 영역별 압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Figure 6>은 피험자의 최대 족저압력을 이차

원적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두 배드민턴화의 있어 가 장 큰 차

이는 엄지발가락(hallux)에 있어 L사 배드민턴화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면반력에 있어서는 두 배드민턴

화에 있어 차이가 없었지만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발바닥 영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렇듯 엄지발가락에서의 압력 차이가 신발의 구부려짐과 구부려

짐 각속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신발의 굴곡성 정도에 따른 족저압력의 형태 양

상은 인솔의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

게 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족저압력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인솔 뿐 아니라 아웃솔 패턴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6. Plantar pressure(Left : Y type, right : L type)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배드민턴화의 전족 굴곡성 차이가 점프

스매싱 점프 후 언더클리어 런지 동작시 착지하는 주동발에 있

어 하지 관절 및 족저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배드민턴화의 전족 굴곡성이 스티프(stiff)한 배

드민턴화의 경우 스매싱 점프 후 런지 동작 중 착지하는 발에 있

어추진하는 구간의 신발의 구부려지는각도와 구부려지는각속도

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관절에 있어서는 발목의 족

저굴곡과무릎굴곡 모멘트만이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엉덩이, 무

릎, 발목 관절 파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지막으로 전족 굴곡성 정도가 족저압력에 있어 영역별최대압력에

는 차이가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배드민

턴화의 설계 및 선택에 있어 엘리트 선수들 뿐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회 선수들에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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