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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A study and development of Korean Bobsleigh athletes’s shoe which considers their physical condition has yet to be completed.
S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unning shoes used by athletes based on plantar pressure and sprint time in order to provide raw data
for the development of bobsleigh shoes suitable for Koreans.

Method : The study selected seven bobsleigh athletes as subjects and selected three pairs of spiked running shoes from three companies,
which will be referred to as Company N (Type A), Company A (Type B), and Company M (Type C). To analyze sprint time and plantar
pressure for each sho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instructed to wear the selected shoes and to drag a sled at maximum sprint for 15
meters for 15 meters for in each condition that would be in real bobsleigh competitions.

Results : The average sprint intervals for each athlete in each pair of shoes revealed Type C produce the fastest sprint in the order of Type
C < Type A< Type B. Shoe Type C also had the largest contact area in order of Type C > Type B > Type A (p<.01). None of the three
shoe types seem to yield a distinct advantage in terms of maximum average pressure or maximum pressure.

Conclusion : In the future, functional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by comparing the material properties, hardness, and toe spring of shoes
based on the Type C shoe from Company M in order to develop bobsleigh shoes suitable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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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봅슬레이는 루지, 스켈레톤과 흡사한 경기로서 1/1000초 

차이에 의해 승패가 나뉘는 가장 빠른 동계 스포츠 중의 하

나로(Dabnichki, 2015), 썰매 조종수(pilot), 썰매운전 기술, 경

기장의 얼음 상태, 활주 시 발생하는 진동, 썰매의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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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 다양한 변수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

기이다(Zaeh & Gebhard, 2006). 봅슬레이는 경기는 3구간으

로 구분되어 지는데, 출발과 달리기 구간, 주행 구간 그리고 

종료 구간이다(Dabnichki & Avital, 2006). 그중 출발과 달리

기 구간은 출발선에서 준비 자세를 갖춘 후 출발 신호가 울

리면 60초 이내에 썰매를 밀며 출발하여 전방을 향해 달리는 

구간이며, 국가별 트랙 스타트 구간 조건에 따라 최대 55 m

를 썰매를 밀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보통 60초 동안의 

경기 시간 중 출발과 달리기 구간은 6초 이내에 끝나지만,

이 구간 역시 경기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13; Sabbioni, Melzi, Cheli & Braghin, 2016). 넓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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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다면 0.01초의 출발 시간 단축은 대략 총 기록의 0.03

초의 기록 단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체 성적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Dabnichki & Avital, 2006,

Smith, Kivi, Camus, Pickels & Sands, 2007; Wacker,

Erdman, Nickel & Johnson, 2007).

봅슬레이의 출발과 달리기 구간은 상지의 기능은 다르지

만 단거리 육상의 달리기 동작과 유사하며, 이러한 봅슬레이

의 종목 특성상 봅슬레이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폭발적인 파

워가 요구되는 역도, 투척, 럭비 등의 선수출신들이 많은 실

정이다(Lee, 2013). Goldmann, Sanno, Willwacher, Heinrich

와 Brüggemann(1992), Shin과 Park(2003)에 의하면 100 m 달

리기와 같은 단거리 달리기 역시 스타트가 경기의 승패를 좌

우하는 중요한 구간이며, 특히 100분의 1초 단위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에서는 빠르고 힘찬 스타트가 필수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육상 단거리 종목에 있어서 빠른 스타트를 통한 

기록 단축의 중요성 때문에 트레이닝 방법 및 특정 근육의 

파워와 기록과의 상관성에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으

며(Wilson & Murphy, 1996; Choi & Lee, 2000; Hennessy &

Kilty, 2001; Lee, Oh, Hur, Hong & Park, 2010; Yang, 2014),

출발동작에 따른 운동역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달리기 자세 및 스타팅 블록의 이용방

법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Chelly & Denis, 2001; Shin, Park,

Park, Kim, Kwon, Choi & Lim, 2004; Peharec & Bacic,

2007; Peharec & Bacic, 2007).

봅슬레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봅

슬레이는 썰매를 사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봅슬레이 썰매의 

조종, 디자인, 공기역학적 변인과 봅슬레이 기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환경 변인 등에 관한 연구들(Briiggemann,

Morloc & Zatsiorsky, 1997; Dabnichki, Motallebim & Avital,

2004; Dabnichki & Avital, 2006; Lewis 2006; Brahhin, Cheli,

Donzelli, Melzi & Sabbioni, 2011)이 주로 연구되어져 왔다.

봅슬레이 썰매와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연구들로는 봅슬레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종수의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전기 뇌파 자극요법을 적용하여 출발구간에서의 순발

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썰매를 끄는 선수들의 체격 

조건에 관한 연구, 봅슬레이 동작패턴을 위한 봅슬레이 선수

들의 체력요인 관한 연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봅슬레이 선수들의 전 유각기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스타트 동작 시 가해지는 힘에 대한 측정모듈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들이(Leonardi, Komor & Dal Monte 1985; Roche,

Turnock & Wright, 2008; Kim, Kim, Moom & Kwon, 2013)

이루어졌다. 그러나 봅슬레이 경기는 출발 지점부터 종료 지

점까지 바닥이 미끄러운 얼음 바닥위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

는 특수한 환경적 제약이 있다. Perkins(1978)의 보고에 의하

면 보행 중 미끄러질 때 두 가지 다른 방향의 미끄럼 저항이 

발생하다고 보고 하였다. 먼저 초기 접지기 시 발의 뒤꿈치

에 의하여 발 뒷부분에서 앞쪽방향으로의 미끄럼 현상이 발

생하며, 전 유각기 시에는 발 앞꿈치에 의해 뒤쪽 방향으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ark(2013)은 미끄럼은 미

끄러질 때의 각 조건들이 구현되어져야만 발생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접촉시간, 수직하중의 증가율, 발의 각도, 신발에 

가해지는 힘의 위치, 수직하중 및 미끄럼 속도, 마찰 저항 등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된다. 이에 봅슬레이 선수들은 미끄러

운 바닥에 대한 신발의 저항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바닥에 핀

이 255개나 박혀있는 스프린트형의 스파이크화를 신고 경기

에 임하고 있으며, 출발과 달리기 구간에서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 주로 전족 착지형태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신

발 전족부의 적절한 각도 변화 역시 앞으로의 전진을 용이하

게 하여 궁극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킨다(Hunter,

Marshall, & McNair, 2005; Goldmann, Sanno, Willwacher,

Heinrich & Brüggemann, 2011).

봅슬레이 선수가 신는 봅슬레이 전용신발은 출발과 달리

기 구간 시에 선수가 390 kg에 달하는 고 중량의 봅슬레이 

썰매를 두 손으로 잡고 밀면서 발이 얼음으로 된 봅슬레이 

경기장 지면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폭발적인 파워를 발현해

야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봅슬레이 경기력 향

상을 위한 출발과 달리기 구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비들에 비하여 국내 선수에 맞는 봅슬레이 신발이 개발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봅슬레이 전용 신발을 생산하는 기

업이 전무한 탓에 선수들은 전용신발이 아닌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를 신고 스타트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봅슬레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특

성에 맞는 신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봅슬레이 전용 신

발 개발 시에는 그에 적합한 측정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친 후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국 선수

들의 신체 조건과 봅슬레이에 적합한 신발 개발 및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실제 봅슬레이 스타트 

동작 연습 시 사용하는 단거리 육상화를 기반으로 출발과 달

리기 구간 기록과 족저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봅슬레이 전용 신발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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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참여한 강원도 봅슬레이·스켈

레톤 경기연맹 및 S 고등학교에 소속된 봅슬레이 선수 7명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현 봅슬레이 선수(강원도

청, 서울 B·S연맹, 국군체육부대 소속) 및 매년 관련 경기 

참가 등 동계 올림픽 참가경력을 보유한 피험자들이었으며,

요추 및 하지의 근 골격계 질환 징후 그리고 상해 경험이 없

고, 발의 형태학적 변형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선수들이었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tems M±SD)
Age(yrs) 22.71±4.61

Weight(kg) 86.57±13.62
Height(cm) 179.14±5.08

Foot length(mm) 268.57±6.27

Table 1. Subject information (N: 7)

2. 실험방법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봅슬레이 스타트 트랙 경기장에서 

일반 연습 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들에게 측정에 앞서 족저압력 측정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몸 풀기를 실시하게 한 후 적응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반복 숙달 시간을 제공하였다.

본 측정 시에는 대상자들이 신발의 종류를 알 수 없도록 

신발의 외피를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처리 하였으며, 각 신

발별로 랜덤(random)하게 배치하였다. 대상자는 봅슬레이 스

타트 트랙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 시 규정화 되어 있는 스타

트 동작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과 동시에 15 m 지점까지 

최대 전력 질주로 썰매를 끌도록 하였다. 측정 장비에 따른 

데이터의 동조를 위해 실험 시 디지털 왕복 달리기 측정과 

족저압력 측정을 동시에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실험은 각각의 신발별로 동일하게 총 3회 반복하여 수

행하였으며 스타트 동작에 대한 누적된 피로를 제거하기 위

해 각 실험 간에 최소 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Figure 1). 현재 봅슬레이 스타트 동작 연습 시 국내 

선수에 최적화된 신발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선수들은 봅

슬레이 전용 신발이 아닌 단거리 육상 스파이크화를 신고 스

타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신

발은 실제 봅슬레이 선수들이 스타트 훈련 시 사용하는 단거

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로 실시하였으며, 스파이크 핀(Pin)의 

위치 및 전족부 각도(toe angle)가 다른 Type A(N사), Type

B(A사), Type C(M사)의 신발 총 3족을 선정하였다. 스파이

크 핀의 길이에 따른 변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8 mm 동일한 

핀을 장착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Figure 2).

Figure 1.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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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족저압력 측정

족저압력은 Pedar-X system(Germany, Novel)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 샘플링 프리퀀시를 

100 Hz로 하여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봅슬레이 썰매를 끌

며 15 m지점까지의 전력질주 시 양발에서의 평균값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족저압력 데이터값은 발전체의 접촉면적

(contact Area), 최대평균압력(maximum mean pressure), 최대

압력(peak pressure)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각각의 단

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별로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채택하였다(Figure 3).

Figure 2. Spike shoes model

Figure 3. The division of plantar region

(2) 구간속도 측정 

구간속도 측정은 디지털 왕복 달리기 측정기(SR-500SP,

Korea, Seedtec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빔 센서를 통한 물

체 인식 감지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발지

점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출발지점에서 출

발하여 봅슬레이 썰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 전력질주 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출발지점에서 15 m 지점까지의 구간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각의 단거리 육상

용 스파이크화별로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채택

하였다(Figure 4).

Figure 4. Digital run time measu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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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측정된 자료는 PASW for windows(Ver. 19)를 이용하여 

각각의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별로 접촉면적, 평균족저압

력, 최대족저압력, 구간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Turky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05 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구간속도

각각의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별로 출발지점에서 출발

하여 썰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의 전력질주 구간 소요 시

간을 측정한 결과 Type A는 3.55±0.17 sec, Type B는 

3.62±0.19 sec, Type C는 3.52±0.16 sec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ure 5).

Shoe Type
p

A B C

3.55±0.17 3.62±0.19 3.52±0.16 0.18

Mean±SD

Table 2. Result of lap time of each shoes (unit : sec)

Figure 5. Lap time from start line to 15 meters

2. 족저압력

1) 접촉면적

Pedar-X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거리 육상

용 스파이크화별로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썰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의 전력질주 시의 족저압력 중 접촉면적을 분석

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왼쪽 발의 경우 

Shoe Type
p

A B C

Left 112.64
±13.02

120.34
±7.63

127.15
±13.15 0.01**

Right 104.48
±13.93

110.64
±10.83

119.24
±13.09 0.01**

Mean±SD, **p<.01

Table 3. Result of contact area of each shoes (unit: cm2)

Shoe Type
p

A B C

Left 152.84
±17.03

157.00
±15.80

146.57
±27.25 0.26

Right 168.81
±15.37

170.32
±13.83

165.22
±13.40 0.51

Mean±SD

Table 4. Result of maximum mean pressure of each shoes (unit: kPa)

Shoe Type
p

A B C

Left 608.99
±57.29

616.07
±38.10

593.43
±99.19 0.56

Right 596.71
±62.95

610.74
±40.37

603.82
±45.68 0.45

Mean±SD

Table 5. Result of peak pressure of each shoes (unit: kPa)

Type A는 112.64±13.02 cm2, Type B는 120.34±7.63 cm2,

Type C는 127.15±13.15 cm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p<.01). Turky를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Type A <

Type C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오른쪽 발의 경우에도 Type A는 104.48±13.93 cm2, Type B

는 110.64 ±10.83 cm2, Type C는 119.24±13.09 cm2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Turky를 이용한 사후검

정 결과 Type A < Type C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임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Figure 6).

2) 최대평균압력

Pedar-X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거리 육상

용 스파이크화별로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썰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의 전력질주 시의 족저압력 중 최대평균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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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act area from start line to 15 meters

Figure 7. Maximum mean pressure and peak pressure from start line to 15 meters

측정 분석한 <Table 4>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왼쪽 발의 경우 Type A는 152.84±17.03 kPa, Type B는 

157.00±15.80 kPa, Type C는 146.57±27.25 kPa으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오른쪽 발의 경우도 Type A

는 168.81±15.37 kPa, Type B는 170.32±13.83 kPa, Type C

는 165.22±13.40 kPa으로 왼쪽과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igure 7).

3) 최대압력

Pedar-X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거리 육상

용 스파이크화별로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썰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의 전력질주 시의 족저압력 중 최대압력을 분석한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왼쪽 발의 경우 Type A는 608.99±57.29 kPa, Type B는 

616.07±38.10 kPa, Type C는 593.43±99.19 kPa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오른쪽 발의 경우에도 Type A는 

596.71±62.95 kPa, Type B는 610.74±40.37 kPa, Type C는 

603.82±45.68 kPa로 왼쪽과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Figure 7).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봅슬레이 전용 신발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선수들이 현재 사용하

는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를 착용하고, 실제 연습 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스타트 구간에서의 각 신발별 족저압력과 

스타트 구간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걷는다는 것은 신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걷기 위해서는 신경계와 근골격계 등이 종합

적으로 사용되는 복잡한 과정으로, 한 지절이 입각기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지절이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

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다(Bae, 2005; Jung, 2009;

Perry & Burnfield, 2010; Formento, Acevedo, Ghoussay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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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ins, 2014). 정상적인 보행 패턴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반응하여 나

타나게 되어있으며 그런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에는 

불안정한 지면, 장애물, 계단, 미끄러움 등 다양하게 존재하

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Park, An & Lee,

2006; Kim, Hwangbo, Lee & Lee, 2010; Soma, Nakae,

Abiko, Shimamura, Uematsu, & Kawama. 2011; Kim, Lee,

Han & Ha, 2013; Igawa & Katsuhira, 2014). 인간의 걷기와 

미끄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 중(Brady, Pavol, Owings &

Grabiner, 2000; Blentley & Haslam, 2001; Moyer, Chambers,

Redfern &Cham. 2006; Fong, Mao & Li, 2008; Parijat &

Lockhart, 2008), Perkins(1978)과 Worobets 과 

Stefanyshyn(2012)는 보행주기 중 미끄럼 발생 시점에 있어서 

초기 접지기 시 발의 뒤꿈치 부분에서 발생하며, 전 유각기 

시 앞꿈치 부분에서 미끄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ark(2013)

은 미끄럼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 하였는데 여기에는 신발에 

가해지는 힘의 위치, 수직하중 및 미끄럼 속도, 마찰 저항 등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특히 마찰력은 물체와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하며, 물체의 이동

하는 힘과 반대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정의 될수 있다. 또한 

운동 마찰력은 속력과는 거의 무관하고, 바닥면이 물체를 떠

받치는 힘인 수직항력에 비례한다(Kim, Lee & Lee, 2010).

Lee(2013)는 미끄럼은 신발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낮을 때 

발생하며, 미끄러운 지면에서는 신발바닥(shoe sole)과 바닥표

면(floor surface)의 압착(squeezing)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1200~1300 m의 봅슬레이 경기 트랙은 전체 구간이 인공 얼

음으로 덮여져 있으며, 이중 봅슬레이 선수들은 출발과 달리

기 구간 약 30 m를 무거운 봅슬레이 썰매를 끌며 전력질주

를 해야 한다. 봅슬레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만큼 바

닥과 신발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순발력을 향상시켜 경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출발과 달리기 구간

에서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 

봅슬레이 선수들은 육상용 스파이크화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

고 있다. Shin(1997)의 연구에 의하면 단위 면적당 가해진 압

력은 힘이 작용된 면적전체에 가해진 힘의 비율이며, 같은 

힘이 보다 넓은 면적에 가해진다면 단위 면적당 압력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육상용 

스파이크화별로 족저압력의 접촉면적을 분석 한 결과 왼쪽,

오른쪽 신발 모두 Type C의 신발에서 가장 넓은 접촉면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ype A와 C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출발지점에서 출발하여 썰

매를 끌며 15 m 지점까지의 전력질주 구간 소요 시간을 측

정한 결과 Type C 신발이 Type A, Type B에 비하여 구간 

기록이 단축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 

핀(Pin)의 위치와 전족부 각도(toe angle)가 다른 3족의 단거

리 스파이크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겠지만, Type C 신발이 Type A, Type B에 비하여 발

바닥 전체 접촉면적을 넓힘으로써 신발 바닥(shoe sole)과 바

닥표면(floor surface)의 압착(squeezing)을 높인 결과로 출발과 

달리기 구간에서의 시간 단축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어 진다.

족저압력은 발에서부터 시작된 지면에 대한 압력이며, 족

저압력은 발의 특정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와 충격량

이다(Lee & Bae, 2009; Park, Kim & Kim, 2009). 그러므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때에는 발이 지면에 닿는 매 순간마다 

체중의 1~1.2배의 반복적인 충격이 발생하며, 주행 시에는 

2~3배의 충격이 반복적인 충격이 발생한다(Nigg, 1986). 족저

압력은 질병, 신체 질량지수의 변화 또는 무게중심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Birrel, Hooper &

Haslam, 2007; Han, Koo, Jung, Kim & Lee, 2011; Jung,

Lee, Hwangbo, Han, Kim & Lee, 2011). 신발의 형태에 따라

서는 신발이 족저압력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신발의 크

기, 신발의 굽 높이, 신발의 용도와 형태 따른 깔창(insole)과 

아웃솔의 형태 및 재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Ji, Kim,

Hong, Lee, Lee & Park, 2004; Kim, Kim & Chae 2007;

Kim, 2008).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보행이나 달리기 시 발에 

가해진 압력의 증가는 충격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발의 피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Kim(2008)의 연

구에 의하면 신발의 크기를 달리한 보행과 달리기 시 나타나

는 족저압력, 하지 근 피로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큰 신발

을 착용하였을 시 족저압력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하지의 

근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행 시 키 높이 

깔창의 높이와 재질의 차이에 의한 족저압력에 관한 연구에

서도 3 cm, 5 cm의 깔창 높이가 가장 낮은 족저압력을 보였

으며, 이에 따라 깔창을 사용하면서도 발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3 cm, 5 cm의 키 높이 깔창을 권장하였다(Lee,

Kim, Jung, , Han & Park, 2011). 운동선수들에게 신발이란 

선수들의 평상시 훈련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발 피로도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훈련의 질과 양 그리고 경기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육상용 스파이크화

별로 족저압력의 최대압력평균을 분석 한 결과, 양발 모두 

Type C가 Type A와 B에 비하여 최대평균압력이 낮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최

대족저압력에서도 각각의 신발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왼쪽과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경향

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세계적인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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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생산 기업인 Type A의 N사, Type B의 A사, Type

C의 M사가 최적의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비롯된 결과로 3족의 신발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정리해 보면 현재 M사의 Type C 신발을 

신고 스타트 동작을 하였을 때 가장 넓은 접촉 면적을 나타

냈으며, 가장 빠른 스타트 기록이 측정되었다. 추후 한국인에

게 접합한 봅슬레이화 개발을 위해서는 M사의 Type C를 기

반으로 한 신발의 물성치, 경도, toe 스프링, 핀 배열 둥의 

비교분석을 통해 더욱 면밀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봅슬레이 전용 신발을 개발

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국 봅슬레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사용하는 단거리 육상용 스파이크화 3족을 선별하여 스

타트 구간에서의 구간속도와 족저압력의 접촉면적, 최대평균

압력, 최대 압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사의 Type C 신발을 신고 스타트 동작을 하였을 때 

가장 넓은 접촉면적을 가지며 가장 빠른 스타트 기록

이 측정되었다.

2. 최대평균압력, 최대압력에서는 Type A의 N사, Type B

의 A사, Type C의 M사 신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 접합한 봅슬레이화 개발을 

위하여 M사의 Type C를 기반으로 한 신발의 물성치, 경도,

toe 스프링, 핀 배열 둥의 비교분석 통해 대한 더욱 면밀한 

기능성 분석 및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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