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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테니스 한손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에서 하지관절 움직임의 차이를 확인하여 유형별 특성
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볼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라켓헤드의 합성 속도
는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한손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는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키고 몸통 회전을 통한 스트로크를 하는 반면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는 몸통을 이용한 스트로크를 하기 보다는 공
을 쫓아가듯이 스트로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관절의 신전모멘트는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
만, 내번모멘트와 회내모멘트 그리고 굴곡모멘트는 양손 스트로크에서 크게 나타났다. 고관절의 경우 신전, 내번, 회
내 모멘트가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한손 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내번모멘트의 경우 큰 차이를 나
타난 반면, 외번모멘트는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 융합, 슬관절, 고관절, 모멘트

Abstract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on male tennis player on one hand(OH) & two hand(TH) backhand 
stroke and how both motion differed on low extremity movement with each feature analyzed in detail, the 
result as follow. The motion of TH based on resultant velocity, appeared to be a higher than OH, which was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the ball speed. Contrary to TH where the player minimized the motion in the 
lower body and finalized a stroke through the turn of the trunk as if sticking the ball closed to the body, OH 
was carried out such that the player appeared to chase the ball. Whereas in OH, the knee joint extension 
moment was not found to be larger than TH, the opposite result came out for abduction moment and internal 
rotation moment. In the case of hip joint, consisted of extension, abduction and internal rotation moment, the 
outcome emerged to be greater for TH with conspicuous difference in abduction moment. Flection moment for 
TH overwhelmed in TH though both adduction and external rotation moment brought about similar outcome for 
both 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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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니스 경기에서 그라운드 스트로크는 체 경기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요한 기술이다[5]. 득 의 기

술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그라운드 스트로크는 55.5%, 

실  한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58.7%로 나타나 득 과 

실 요인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의 승패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2].

그라운드 스트로크 기술은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로크가 있으며 선수들에 따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two hand backhand stroke)와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

(one hand backhand stroke)로 구분할 수 있다. 테니스 

경기에서 득 을 올리기 해 상 방의 백핸드 쪽으로 

볼을 보내고 유리한 치를 선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되며, 이에 비하기 해서는 백핸드 스트로크 능력이 

있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과거 양손을 사용하는 

백핸드 스트로크는 약하다는 편견으로 근력이 약한 여자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트로크 기술로 사

용되었지만[6], 최근에는 부분의 남자 선수들이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있다.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사라지고 있는 주된 원인으

로 스트로크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백핸드 쪽으로 오는 

강한 볼을 한손으로 받아낼 때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 

(tennis elbow)’로 인한 부상 때문이며, 테니스 엘보는 선

수들의 40-50%가 경험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이 한손 백

핸드 스트로크 시 임팩트 동작에서의 충격(17-24 Nm)으

로 보고되고 있다[11]. 하지만 두 스트로크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 어떠한 스트로크가 더 우세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7].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에 

한 국내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1,3,4], 한손

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에 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으

며[7,8], 주로 상체와 운동학  변인으로 제한되어 하지와 

련된 운동역학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남자 테니스 선수를 

상으로 한손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에서 하지

의 움직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는지를 알아보고 유형

별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한손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

작이 자유로운 국가 표 출신 선수경력 10년의 엘리트 

남자 테니스 선수 1명을 선정하 으며, 상자의 신장은 

182 cm, 체 은 70 kg 그리고 연령은 24세 다.

2.2 실험도구

본 연구의 실험장비는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

을 촬 하기 해 외선카메라 Eagle(Motion Analysis, 

USA)카메라 12 를 [Fig. 1]과 같이 동작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치하 으며, 촬 속도는 120 Frames/sec, 셔

터스피드는 1/1,000 sec로 설정하 다. 한 하지 의 

모멘트를 측정하기 해 60 × 90 cm 크기의 9287 BA지

면반력측정기(Kistler, SWISS) 2 가 사용하 으며 

Sampling frequency는 1,200 Hz로 설정하 다 상자료

와 지면반력의 자료는 Cortex 3.1(Motion Analysis, 

USA)을 사용하여 동조하 다.

[Fig. 1] Experimental setup

2.3 실험절차 및 자료처리

실험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 으며, NLT(non linear 

transformation)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 캘리

이션을 하 다. 좌표축의 정의는 동작이 발생되기  

어드 스 자세를 기 으로 좌우방향을 X축, 후방향을 

Y축 그리고 상하방향을 Z축으로 정의하 다. 실험  

상자에게 실험에 한 목 , 주의사항 등에 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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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동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

도하 다. 연구 상자는 몸에 달라붙는 타이즈를 착용하

고 동작을 수행하 으며 부상방지와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여 충분한 비운동을 실시하 다. 연구 목 을 수

행하기 하여 인체를 16개의 분 로 이루어진 강체로 

정의하 으며, [Fig. 2]와 같이 직경 1.2 cm의 반사마커 

31개를 각 에 부착하여 치좌표를 획득하 다. 

상자는 반 편 코트의 앙을 목표지 으로 설정하고 양

손과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를 각각 20회 실시하 으며, 

그  목표하는 코스에 정확히 스트로크 된 각 10회의 동

작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처리 시 발생하

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해 Butterworth 4차 역필터를 

사용하 으며, 이때 차단주 수는 12 Hz로 설정하 다. 

인체분  모델링은 Visual 3D을 이용하 고, 인체분 지

수(BSP)는 Zatsiorsky(1990)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

의 길이, 질량 그리고 성모멘트를 계산하 으며, 하지

분 의 모멘트는 Winter(1979, 1980, 1983)의 방법으로 

산출하 다. 

[Fig. 2] Placement of the reflective markers

고 각( )은 퇴분 에서 골반(pelvis)의 오른쪽 

상장골극(R. ASIS)에서 왼쪽의 상장골극(L. ASIS)

으로 향하는 벡터의 수직선으로 이루는 각이고 슬 각

()은 하퇴분 에서 퇴분 로 향하는 각이다. 해부학

 자세의 와 는 거의 0에 근 한 각으로 정의하

다 [Fig. 3].

[Fig. 3] Define of angle

2.4 분석구간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의 분석은 [Fig. 4]와 같이 오른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 (toe off), 다시 오른발이 지

면에 하는 시 (heel contact), 임팩트 시 (Impact) 

그리고 동작이 완료되는 시 (finish)으로 4개의 시 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Toe Off Heel Contact Impact Finish

[Fig. 4] Define of event

3. 결과 및 논의

3.1 라켓헤드의 합성속도

테니스 원핸드, 투핸드 백스트로크 동작 수행에서 임

팩트 시 라켓헤드의 합성속도는 <Table 1>과 같다.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의 경우 20.25~23.93 m/s의 속도

를 나타냈으며 평균 21.46±1.11 m/s로 나타났고, 양손 백

핸드 스트로크의 경우 20.74~26.46 m/s의 속도를 나타냈

으며 평균 23.83±1.49 m/s의 속도를 나타내어 가장 느린 

속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 평균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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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더 빠른 라켓헤드 속도를 나

타냈다.

<Table 1> Resultant velocity of racket head
        (unit : m/s)

One hand Two hand

T1 20.67 23.86 

T2 20.72 24.83 

T3 20.25 23.78 

T4 21.10 24.22 

T5 23.93 26.46 

T6 22.32 21.87 

T7 22.83 24.44 

T8 21.12 23.62 

T9 21.08 20.74 

T10 20.62 24.49 

Mean 21.46 23.83 

SD 1.11 1.49 

라켓헤드의 합성 속도는 볼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

한 요인으로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한손보다 빠

른 속도를 나타냈으며, 남자선수들의 평균 후속도 

27.73 m/s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이유는 

실제 코트가 아닌 지면반력기가 설치된 실험 상황에서의 

차이로 단된다. 양손이 더 빠르게 나타난 이유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은 8개의 자유도를 가진 반면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은 7개의 자유도를 가진다고 보고

하고 있어 라켓 헤드의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양손 백핸

드 스트로크 동작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2]. 

자유도가 많다는 것은 근 분 에서 원 분 로의 속도 

이에 유리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나

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3.2 최대각속도 요인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 시 슬 과 몸통의 최

각속도는 <Table 2>, [Fig. 5]와 같다.

슬 의 최  신 각속도(+)는 한손 백핸드 스트로

크는 평균 112.25±23.19°/s, 양손은 평균 198.0±43.94°/s로 

나타났고, 최  내번각속도는 한손이 평균 86.35±29.64°/s, 

양손은 평균 85.08±31.56°/s로 나타났다. 최  회외각속

도의 경우 한손이 평균 358.60±85.65°/s로 양손의 평균 

320.87±35.69°/s 보다 빠른 각속도를 나타냈다.

몸통의 최  각속도의 경우 슬  각속도와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한손의 경우 평균 8.86±7.12°/s로 몸의 

신 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낸 반면 양손은 평균 –

9.06±9.25°/s로 굴곡각속도가 최 속도로 나타났다. 한, 

슬  최 각속도의 경우 내번각속도가 나타났지만, 몸

통은 외번이 최 각속도를 나타냈다. 양손의 경우 –

30.48±6.96°/s로 한손의 –44.66±5.78°/s 보다 느린 각속

도를 나타냈으며, 한손은 평균 –212.81±37.13°/s, 양손은 

–301.99±30.48°/s로 나타나 빠르게 회내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는 볼을 몸

에 붙여놓고 스트로크 하기 보다는 공을 쫓아가듯이 스

트로크 하는 것으로 단되며 하체를 견고하게 고정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손으로 상

편 앙으로 볼을 보내기 해서는 큰 회  반경이 요

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몸통이 빠르게 신 되는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스트로크 모두 큰 차이

는 없지만 양손의 경우가 고  회 이 선행되어 진다

고 보고하여[10]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 한 손의 경우 볼을 임팩트 할 때 치는 방향으로 유

의하게 더 멀다고 보고하여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스트

로크 한다고 보고하 다[9]. 이러한 이유로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의 경우 팔꿈치에 부상 험에 노출이 되는 것

으로 단된다.

3.3 하지관절 모멘트

테니스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 시 슬 과 고 의 

최 모멘트는 신 , 내번 그리고 회내 모멘트를 나타내

며 <Table 3>, 최소모멘트는 굴곡, 외번 그리고 회외 모

멘트를 나타내며 <Table 4>과 같다. 체 구간에 한 

변화패턴은 [Fig. 6]과 같다.

슬 의 신 모멘트는 한손이 8.06±3.34 Nm, 양손이 

4.31±1.48 Nm로 나타나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큰 것으

로 나타났지만, 내번모멘트와 회내모멘트는 양손이 

13.24±1.74Nm, 3.81±0.59 Nm로 한손의 10.74±3.36 Nm, 

3.05±0.86 Nm로 크게 나타났다. 고 의 경우 신 , 내

번, 회내 모멘트가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한손 보다 모

두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내번모멘트의 경우 

20.78±5.94 Nm, 9.74±1.95 Nm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슬

의 굴곡모멘트는 양손이 –16.99±4.49 Nm, 외번모멘

트는 –6.75±2.09 Nm 그리고 회외모멘트가 –

1.64±0.44Nm로 나타났으며, 한손은 각각 –12.7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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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ximum angular velocity                                                         (unit : deg/sec)
One hand Two hand

Flexion 

Extension 

Inversion 

Eversion

Pronation 

Supination

Flexion 

Extension 

Inversion 

Eversion

Pronation 

Supination

Knee joint

T1 99.5 92.0 458.8 220.9 57.8 285.3 

T2 138.9 97.1 409.0 210.6 68.8 328.3 

T3 103.7 44.7 276.9 225.1 57.2 339.6 

T4 115.1 98.1 349.3 108.8 116.9 363.5 

T5 147.0 123.1 449.2 216.3 122.6 343.5 

T6 112.3 125.9 444.5 126.2 49.6 255.3 

T7 120.4 107.4 413.2 244.4 116.0 317.4 

T8 58.7 84.5 229.9 210.8 80.0 379.1 

T9 125.4 49.6 223.9 179.6 49.5 294.7 

T10 101.4 41.1 331.3 240.2 132.5 302.3 

Mean 112.25 86.35 358.60 198.30 85.08 320.87 

SD 23.19 29.64 85.65 43.94 31.56 35.69 

Trunk

T1 6.1 -38.0 -143.9 0.7 -39.3 -319.4 

T2 16.5 -37.7 -217.8 -10.3 -30.8 -347.1 

T3 3.0 -47.2 -177.5 6.8 -39.4 -283.9 

T4 10.6 -45.3 -204.5 -5.4 -29.9 -326.9 

T5 4.2 -39.0 -258.7 -11.7 -16.9 -306.9 

T6 15.2 -40.1 -229.2 -25.6 -28.9 -266.4 

T7 3.4 -50.9 -237.7 -6.9 -30.9 -319.0 

T8 22.2 -42.5 -274.4 -5.4 -20.1 -267.8 

T9 -2.7 -51.8 -197.5 -23.0 -34.3 -252.3 

T10 10.1 -54.1 -186.8 -9.8 -34.4 -330.1 

Mean 8.86 -44.66 -212.81 -9.06 -30.48 -301.99 

SD 7.12 5.78 37.13 9.25 6.96 30.48 

Flexion / Extension Inversion / Eversion Pronation / Supination

* Top : Knee joint, Bottom : Trunk

[Fig. 5] Knee joint and Trunk angular velocity

Nm, -7.24±1.70 Nm –1.67±0.37 Nm로 나타나 굴곡모멘

트는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인 큰 것으로 나타났고 

외번, 회외 모멘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 

경우 한손의 경우 외번모멘트가 –25.72±5.13 Nm로 양

손의 –19.47±2.02 Nm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곡

과 회외모멘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패턴을 

살펴보면 체 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

의 외번, 내번모멘트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한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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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joint moment in impact phase                                               (unit : Nm)

One hand Two hand

Extension Inversion Pronation Extension Inversion Pronation

Knee joint

T1 4.74 17.05 4.11 4.36 10.69 2.63 

T2 8.84 9.77 2.50 4.00 13.33 3.92 

T3 3.12 7.59 2.07 5.17 10.82 3.32 

T4 8.28 10.03 2.87 5.25 14.10 4.76 

T5 13.72 10.10 3.49 4.66 13.91 4.31 

T6 8.01 12.14 4.02 0.84 16.18 4.04 

T7 6.72 14.07 3.92 4.27 13.70 3.83 

T8 10.67 8.37 2.21 6.01 14.94 4.24 

T9 4.82 5.53 1.85 3.06 12.85 3.59 

T10 11.67 12.77 3.51 5.48 11.92 3.49 

Mean 8.06 10.74 3.05 4.31 13.24 3.81

SD 3.34 3.36 0.86 1.48 1.74 0.59 

Hip joint

T1 55.33 8.16 4.67 43.04 26.19 3.18 

T2 45.06 8.37 2.59 47.93 18.19 3.39 

T3 39.76 10.61 2.96 42.63 23.16 3.13 

T4 42.77 8.92 3.65 48.14 12.78 3.77 

T5 40.45 9.47 3.78 49.36 29.34 3.75 

T6 50.00 12.72 3.09 52.84 9.95 2.90 

T7 49.29 12.69 3.16 50.03 21.64 2.38 

T8 40.71 11.07 2.20 55.59 21.00 2.69 

T9 31.48 7.21 2.17 50.17 20.29 2.56 

T10 46.67 8.14 2.44 42.93 25.26 4.77 

Mean 44.15 9.74 3.07 48.27 20.78 3.25 

SD 6.67 1.95 0.79 4.35 5.94 0.71 

Flexion / Extension Inversion / Eversion Pronation / Supination

* Top : Knee joint, Bottom : Hip joint

[Fig. 6] Knee and Hip joint moment

우 외번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

손은 내번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의 

경우 볼을 최 한 기다렸다가 허리의 턴 동작이 임팩트 

직  빠르게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단되며 선행연구에

서도 고 의 내번모멘트는 임팩트 이후 감소된다고 보

고하고 있어[8]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좀 더 안정

인 스윙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두 유



Kinetic comparative analysis of tennis backhand stroke for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79

<Table 4> Minimum joint moment in impact phase                                               (unit : Nm)

One hand Two hand

Flexion Eversion Supination Flexion Eversion Supination

Knee joint

T1 -17.85 -9.30 -2.08 -12.41 -3.84 -1.15 

T2 -14.07 -7.05 -1.63 -19.11 -6.67 -1.80 

T3 -8.95 -5.17 -1.26 -16.70 -5.46 -1.74 

T4 -11.21 -7.78 -1.59 -8.21 -6.89 -2.31 

T5 -11.37 -8.77 -1.86 -22.15 -12.03 -2.21 

T6 -20.73 -7.76 -1.99 -16.64 -6.73 -1.74 

T7 -17.63 -8.20 -1.98 -23.50 -6.03 -1.08 

T8 -8.68 -7.06 -1.48 -14.78 -7.23 -1.84 

T9 -6.26 -3.57 -0.94 -17.18 -6.15 -1.13 

T10 -10.83 -7.73 -1.94 -19.26 -6.49 -1.37 

Mean -12.76 -7.24 -1.67 -16.99 -6.75 -1.64 

SD 4.67 1.70 0.37 4.49 2.09 0.44 

Hip joint

T1 -24.56 -19.67 -5.86 -5.28 -21.57 -4.06 

T2 -5.65 -25.49 -3.72 -13.03 -18.61 -6.46 

T3 -9.64 -20.17 -3.44 -9.19 -21.63 -3.91 

T4 -17.47 -28.41 -3.49 -19.85 -21.51 -6.31 

T5 -18.18 -35.62 -3.59 -20.95 -19.63 -4.31 

T6 -20.43 -28.96 -3.94 -13.65 -16.23 -8.45 

T7 -14.25 -20.29 -4.59 -16.77 -17.76 -7.44 

T8 -4.65 -28.95 -3.59 -13.41 -21.48 -6.34 

T9 -8.96 -22.39 -2.19 -9.26 -17.22 -7.46 

T10 -6.04 -27.29 -4.73 -16.44 -19.06 -4.35 

Mean -12.98 -25.72 -3.91 -13.78 -19.47 -5.91 

SD 6.97 5.13 0.97 4.93 2.02 1.64 

형의 동작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6] 움직임 차

이는 크지 않지만 내부 으로 작용하는 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되며, 추후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 융합연구를 통해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의 매커

니즘 규명  부상 방, 속도 증가 등 경기력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손과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

가 자유롭고 국가 표 이력이 있는 선수를 상으로 시

행하 으나, 한명의 자료만을 수집하 으므로 이를 엘리

트 테니스 선수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과 집단에게 시

행된다면, 한 학제간 다양한 융합연구를 통해 다각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엘리트 선수들의 테니스 경기력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 남자 테니스 선수를 상으로 한손

과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에서 하지 의 움직임에

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는지를 알아보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 이 있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라켓헤드의 합성 속도는 볼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

한 요인으로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이 한손보다 빠

른 속도를 나타냈다.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는 하체의 움

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몸통의 회 을 통한 스트로크를 하

는 반면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는 볼을 몸에 붙여놓고 몸

통을 이용한 스트로크를 하기 보다는 공을 쫓아가듯이 

스트로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 의 신 모멘트는 

한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번모

멘트와 회내모멘트는 양손이 크게 나타났다. 고 의 

경우 신 , 내번, 회내 모멘트가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가 

한손 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내번모멘트

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슬 의 굴곡모멘트는 양

손 백핸드 스트로크 동작인 큰 것으로 나타났고 외번, 회

외 모멘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 경우 한

손 백핸드 스트로크의 외번모멘트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굴곡과 회외모멘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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