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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lantar pressure and body alignment according to the 

dominant hand of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32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s. The 32 players were classified in the 

right-hand dominant group (Rt. Group, n = 22) and left-hand 

dominant group (Lt. group, n = 10). The plantar pressure was 
measured using a pedoscan to determine the maximum 

pressure and pressure distribution. The body alignment was 

measured using a fometric 4D to measure the trunk imbalance 
angle (TI), pelvic tilt angle (PTi), pelvic torsion angle (PTo), 

pelvis rotation angle (PR), kyphotic angle (Ky), lordotic angle 

(Lo), and trunk torsion angle (TT).
RESULTS: Participants showed correlations in the Rt. 

group, according to the left maximum pressure, Lo (r = .592, 

p < .05), and TT (r = .514, p < .05); according to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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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pressure, PR (r = .539, p < .05), and Lo (r = .503, 

p < .05). In the left pressure distribution, the PR (r = -.521, p 
< .05)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Lt. group, the PT 

(r = -.591, p < .05)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left 

pressure distribu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 body analysis study of elementary school baseball players 

in the future.

Key Words: Baseball player, Body alignment, Dominant 

hand, Plantar pressure

Ⅰ. 서 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학령기부터 운동을 시작하며 성장기를 거치며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여 전문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스포츠 특성에 따라 편측 

형태의 운동이 있으며[1], 던지는(throwing) 동작, 맞받

아 치는(volleying) 동작 등과 같이 과하게 토크가 반복

되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서 근육의 불균형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2]. 또한 척추의 변화는 신체 주변 

근육의 특성을 변형시킬 수 있고[3], 척추와 근육으로 

이뤄진 신체 분절 간 상호작용의 변화가 직립 자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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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된다[4]. 자세는 일반적으로 사람

의 신체 정렬방식을 말하는데 척추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를 포함한 사지도 신체 정렬에 포함이 되며 스포츠

와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신체가 움직이는 

것과 자세는 깊은 관계가 있다[5]. 성인보다 성장하는 

나이에 작용하는 부하에 적응 및 변형을 일으키기 쉬우

며 청소년기에는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기능적 발달

과 형태적 발육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6]. 

한 세기를 넘어가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 야구

는 2021년 대한 야구협회에 등록된 초등부 팀만 90팀으

로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 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 및 활약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야구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국내 대표적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다. 

야구는 공을 던지는 것이 야구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투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특히 투수들은 

많은 변화구와 투구 수로 인한 손상이 잦은 편이므로 

스포츠 손상과 부상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과학적인 트레

이닝 방법이 필요하다[7]. 선수들은 스포츠 기술의 향

상뿐만 아니라 손상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8], 현대 스포츠에서는 구단과 

선수에게 스포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지원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9]. 어린 선수들에

게서 훈련의 강도나 빈도, 올바르지 못한 기술이 체간

의 정렬을 유지하는 근육들과 유연성 등에 영향을 끼쳐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10]. 또한 선행연구에서 

야구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척추굽음증의 정도가 증가

하고 하지와 골반의 안정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11]. 이에 청소년기 신체 활동은 성장에는 물론 기초체

력이나 심폐지구력과 근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12].

야구 메커니즘을 보면 와인드 업(wind-up), 스트라이

드(stride), 초기 코킹(cocking), 후기 코킹, 가속화 구간, 

공 방출 구간, 감속 구간, 팔로우 스루(follow-throw)로 

이루어지며 와인드 업에서 팔로우 스루까지 모든 구간

은 골반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때 골반 안정성의 기

초는 정렬을 유지하고 있는 엉덩이 근육의 활동을 통해 

제공된다[13]. 특히 오른손 투수의 경우, 오른쪽 엉덩이 

관절 벌림근의 강화는 와인드 업과 초기 코킹 단계에서 

골반과 스트라이드 길이의 안정성을 위해 요구된다

[14]. 이렇듯 반복되는 편측 형태의 운동이 자세에 영향

을 미치고[15], 우세측에 따라 하지에 요구되는 기능 

또한 영향을 미친다[16]. 

골반은 보행 능력과 복부와 체중을 지지, 척추와 하

지를 연결하여 기립자세에서 체중을 양쪽 하지에 균등

하게 분배 한다[17]. 이는 족저압을 통해 신체 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발의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과 발의 전체 압력으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8]. 또한 많은 연구에서 골반과 체간의 

조절은 선수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상해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증명되었다[19]. 

현재 우세손에 따른 연구[20]와 족저압과 신체 정렬

의 상관관계 연구[18]는 각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나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가 우세손에 따라 

구분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야구는 편측성 

운동이기 때문에 좌 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에 동일한 훈련을 받는 한 초등학교 초등부 

야구선수들의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는데 우세손에 따라 신체 요구 기능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

등부 야구선수들의 성장운동과 훈련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H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0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모집되어 야구경력은 5년 이

내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훈련을 실시 하는 

초등학교 야구부를 선택하였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없

으며 근골격계 장애 및 기형이 없고 상지와 하지에 통증 

및 운동제한이 없는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우세손에 

따라 오른손잡이 그룹과 왼손잡이 그룹으로 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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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손잡이로 확인된 학생들은 제외하였고 집단구성

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측정도구

1) 족저압 검사

선 자세에서 양 발에 가해지는 족부의 압력을 측정하

기 위해 Pedoscan (Diers, Germany)를 이용하였다. 정적 

족저압 측정 하였으며 압력 분포를 통한 하지의 비대칭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척추 정렬 측정 장비 

촬영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기립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각 발의 좌우 최대 압력과 평균 

압력을 측정 하였다. 

2) 신체 정렬 검사

신체 정렬 측정 장비는 4차원 영상분석기(Formetric 

4D,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장비의 특징

으로는 빠르고 정확한 측정시간, 할로겐 램프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없으며, 높은 재현성과 객관

적 데이터 제공 그리고 측정 결과를 통한 자세 및 척추 

측만증 진단이 가능하다. 촬영자세는 액세서리를 뺀 

이후 대상자는 속옷을 제외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발판 

위에 올라서서 등은 측정 장비의 카메라 쪽을 향한 후 

꼬리뼈가 보일 정도까지만 하의를 내리게 하였다. 4차

원 영상분석기 장비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는 2m로 하

였고, 측정 자세는 몸에 힘을 빼고 양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며 시선은 약간 아래쪽 약 15도 굴곡자세를 취한

다. 무릎은 곧게 펴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린다. 이때 

뒤꿈치를 측정라인에 맞추어 선다. 촬영시간은 족저압 

검사와 함께 실시하여 약 6초가 소요되었다. 촬영으로 

형성된 모델은 오차가 .0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 표면의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다. 몸통 기울

기각(trunk imbalance angle), 골반 기울기각(pelvic tilt 

angle), 골반 비틀림각(pelvic torsion angle), 골반 회전각

(pelvis rotation angle), 등뼈 뒤굽음각(kyphotic angle), 허

리뼈 앞굽음각(lordotic angle), 몸통 비틀림각(trunk 

torsion angle)을 측정하였다[21].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Shapiro- 

Wilk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자료의 정규분포를 확인하

였다. 각 그룹에 따른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의 이변량 상관계수

를 구하였다. 통계처리는 window version SPSS program 

21.0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오른손잡이 그룹에서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

오른손잡이 그룹에서의 상관관계를 보면, 왼쪽 최대

압력에 따라 허리뼈 앞굽음각(r = .592, p < .05), 몸통 

비틀림각(r = .514, p < .05), 오른쪽 최대압력에 따라 

골반 회전각(r = .539, p < .05), 허리뼈 앞굽음각(r = 

.503, p < .05)에서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왼쪽 

압력분포에서 골반 회전각(r = -.521, p < .05)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른쪽 압력분포에서 골반 회전각

(r = .521, p < .05)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Right-hand dominant group (n = 20) Left-hand dominant group (n = 12)

Mean ± SD Mean ± SD

Age 11.45 ± 1.14 11.91 ± 1.16

Height 142.95 ± 12.92 150.08 ± 12.23

Weight 39.94 ± 9.84 45.28 ± 10.68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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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손잡이 그룹에서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

왼손잡이 그룹에서의 상관관계를 보면, 왼쪽 압력분

포에서 골반 기울기각(r = -.591, p < .05)이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오른쪽 압력분포에서 골반 기울기각(r = 

.591, p < .05)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I PTi PTo PR Ky Lo TT

Left maximum pressure
Pearson’s correlation .165 .205 .127 .138 .203 .592* .514*

P .486 .387 .592 .561 .236 .006 .021

Right maximum pressure
Pearson’s correlation .077 -.161 .179 .539* .373 .503* .331

P .746 .497 .451 .014 .105 .024 .155

Left pressure distribution
Pearson’s correlation -.286 .172 .044 -.521* .105 -.071 .005

P .221 .468 .853 .018 .659 .767 .982

Right pressure distribution
Pearson’s correlation .287 -.172 -.044 .521* .105 -.071 .005

p .220 .468 .853 .018 .659 .766 .983

*p < .05

TI: trunk imbalance angle

PTi: pelvic tilt angle

PTo: pelvic torsion angle

PR: pelvis rotation angle

Ky: kyphotic angle

Lo: lodotic angle

TT: trunk torsion angle

Table 2. Correlation of Body Alignment with Plantar Pressure in the Right-hand Dominant Group

TI PTi PTo PR Ky Lo TT

Left maximum pressure
Pearson’s correlation -.121 -.413 .047 .039 .147 -.137 -.140

P .708 .182 .886 .905 .649 .672 .664

Right maximum pressure
Pearson’s correlation .496 -.418 -.024 -.179 -.085 .194 .063

P .101 .177 .940 .579 .794 .545 .847

Left pressure distribution
Pearson’s correlation -.286 -.591* .394 .059 -.054 -.292 -.087

P .368 .043 .206 .856 .867 .357 .789

Right pressure distribution
Pearson’s correlation .286 .591* -.394 -.059 .054 .292 .086

p .368 .043 .206 .855 .868 .357 .789

*p < .05

TI: trunk imbalance angle

PTi: pelvic tilt angle

PTo: pelvic torsion angle

PR: pelvis rotation angle

Ky: kyphotic angle

Lo: lodotic angle

TT: trunk torsion angle

Table 3. Correlation of Body Alignment with Plantar Pressure in the Left-hand Domina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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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야구에 있어 투구 동작은 단순히 상지의 동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지, 체간, 상지의 각 분절과 

근육들의 협력작용이 필요하다[22]. 특히 지면과 가장 

가까운 하지에서의 추진력은 골반, 체간을 통하여 상지

로 전달되어 어깨의 최대 각속도를 만들어낸다[23]. 야

구선수의 경우 골반 조절이 잘되지 않으면 하지에서 

골반과 허리로의 효율적이고 충분한 힘을 전달 하기 

힘들게 되고[24], 중간 볼기근 근력 약화와 기능장애로 

인해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골반 및 하지

에 부상 위험을 발생시킨다[25]. 이에 본 연구는 본격적

으로 야구를 시작한 초등부 야구선수들의 잠재적인 장

해요인인 부적절한 자세를 야기할 수 있는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른손잡이 그룹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허리뼈 앞

굽음각이 왼쪽 최대압력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오른쪽 최대 압력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보행 시 한쪽 체중지지가 이루어질 때 허리뼈 앞굽

음각이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26]. 이는 해부학적으로 엉덩관절 굽힘근과 넙다리 두

갈래근은 골반 앞기울임과 골반 뒤기울임을 발생시키

고 허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중간 볼기근 근력은 

걸을 때 또는 한발로 설 때 한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

록 골반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27]. 왼쪽 

최대압력에 따라 몸통 뒤틀림각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오른쪽 최대압력에 따라 골반 회전각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점에서 왼쪽 최대압력이 높을수록 몸통

의 오른쪽이 전방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며 오른쪽 

최대압력이 높아질 시 반대 급부로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측으로 

존재하는 신체 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세함을 보이

는 어느 한쪽이 있는데 이 현상은 손과 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28]. 인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90% 정도가 오른손 잡이이고[29], 국내 

연구에서도 오른손 잡이가 86.3%로 보고되었다[30].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야구 선수이고 야구 특성상 편측 운동

으로 스트라이드에서 팔로우 스루까지 많은 몸통회전

과 힘을 요구하게 된다[31]. 이는 팔로우 스루까지 가는 

동안 어깨관절의 내전과 내회전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연구결과로 오른손잡이 그룹은 오른쪽 몸통이 전방

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오른쪽으로의 체중 지지 시 골반

으로 보상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반복된 편측성 

운동이 근육의 길이와 근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골반의 위치를 변경시킨다[32]. 또한 왼쪽 압력분포에

서 골반 회전각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오른쪽 

체중분포가 높아질수록 골반의 오른쪽 회전각이 높아

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유추 해볼 

수 있다.

왼손잡이 그룹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왼쪽 체중분

포가 높아질수록 골반의 기울기각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왼발로 체중분포가 높아지면 왼쪽 

골반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골반에 비해 올라감을 뜻한

다. 이는 왼쪽 중간 볼기근의 약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 그룹은 좌우 체중 분포에 따라 골반의 

회전각으로 보상이 되었다면 왼손잡이 그룹은 골반의 

기울기각으로 보상됨을 볼 수 있다. 왼손잡이 그룹에서 

다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오른손잡이 그룹에

서는 운동학습으로 인해 우측으로 집중화된 결과를 보

였고, 왼손잡이의 우측 편측화 되는 운동학습이 양측 

대뇌 반구에서 모두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추 해볼 수 있다[33].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세손에 따른 족저압과 신체 정렬

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중 어

느 우세손이 더 정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중재와 운동의 

시작점에서 이들의 차이를 보고 각각에 맞게 운동프로

그램이 적용되어지길 바램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동일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하나의 초

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를 일반화 하기에

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특히 야구는 던지고, 치고, 받고 

등 포지션에 따라 선수 개개인의 기능이 부각 되는 스포

츠이다.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종목에 따른 운동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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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되고 있다[11,18,22]. 이런 연구를 토대로 지도자

들은 종목에 따라 숙련자 일수록 최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자세를 훈련 시키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이나 프로 선수들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지고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 동작 분석뿐만 아니라 자세 분석의 

비교를 통해서도 추후 연구가 진행됨에 있어 이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를 우세손에 따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 광역시 소재 H초등학교의 야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족저압과 신체 정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

른손잡이 그룹에서 왼쪽 최대압력에 따라 허리뼈 앞굽

음각, 몸통 비틀림각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

른쪽 최대압력에 따라 골반 회전각, 허리뼈 앞굽음각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왼쪽 압력분포에서 골반 

회전각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왼손잡이 그룹에서 

왼쪽 압력분포에 따라 골반 기울기각이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체형분석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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