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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URC 

1.1.1 URC 

스포츠 역학 분야에서는 운동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면 반력을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달리기와 점프 시에는 수직 지면 반력 

뿐만 아니라 수평 지면 반력을 이용하여 발목에 

가해지는 돌림힘 (Torque)을 계산한다. 이 때 지면 

반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힘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1]. 하지만 힘 판의 경우, 야외에서 사용 

불가하고 힘 판 위에서의 보행은 일반 지형에서의 

보행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 이러한 힘 판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스포츠 역학 분야에서 지면 반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대 

가능한 1축 지면 반력 측정 깔창 (Pedar-X, 

Tekscan, USA)을 이용하여 수직 지면 반력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축의 정보를 

회귀방식이나 러닝머신 (Learning machine)을 

이용한 힘 추정 모델을 통해 유추하고 있다 [3, 4]. 

이러한 연구들 같은 경우, 일정한 속도, 보폭의 

보행에 대해서는 평균 95% 이상의 지면 반력측정 

정확도를 보이나 다양한 보행 패턴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능하며 달리기와 점프 시 2축의 지면 반력을 

유추하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축의 

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시스템은 8개의 

반사형 광학 센서를 이용한 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걷기, 달리기, 그리고 점프 시의 지면 반력을 

측정할 수 있다. 

 

2. 본론 

2.1 2축 힘 센서 개발 

수직 지면 반력과 수평 지면 반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

해 2축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힘 센서를 개발하였다 (그

림 1). 개발한 힘 센서는 캔티레버 (Cantilever) 구조에 가

해지는 힘에 대한 변형을 반사형 광학마이크로 센서

(Reflective photomicrosensor)가 측정하여 힘을 측정하

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힘에 의

해 윗부분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형량을 광학 센

서가 측정하여 힘으로 환산해준다. 센서의 크기는 가로, 

세로 31mm과 27mm, 그리고 높이 10mm이며 수직 힘은 

최대 1000N, 수평 힘은 최대 300N까지 측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무게는 센서 한 개당 5g이다. 또한 광학 센서

의 측정 전압값은 0~5V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DC converter)를 이용하여 별도의 확장기 (Amplifier) 

없이 측정 가능하다. 

 

 
[그림 1] LTSA abstraction-implementation layers  

 

 

2.2 착용형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 개발 

개발한 착용형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은 그림 2에 제시되

었다. 10 명의 피실험자에 대한 족저압 분포를 힘 판 

(FDM-S system, Zebris,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한 

뒤 (그림 2 (a)) 그 분포를 따라 8개의 힘 센서를 부착하

였다. 각 힘 센서는 3D printer 를 이용하여 제작한 

frame에 부착한 뒤 유연한 신발에 부착하였다. 각 frame

는 발의 자유로운 구부러짐이 가능하도록 나뉘어 부착되

었다.  

달리기와 점프를 위한 착용형 2축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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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행 시 발과 지면 사이의 힘을 지면반력이라고 한다. 지면 반력은 인체의 정중면 (sagittal plane)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지면 반력과 수평 지면 반력으로 나뉜다. 이 두 힘은 발목 관절의 돌림힘 (torque)를 추정하여 운동선수의 능력

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지면 반력을 측정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스포츠 생체역학 (sports 

biomechanics)에서 인간의 기본 동작인 걷기, 달리기, 점프 시 지면 반력을 측정할만큼 용량이 크며 2 축의 힘을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이 논문에서는 2 축의 반사형 광학마이크로센서를 이용한 힘 센서를 개발하여 

유연한 소재의 신발의 최적 위치에 설치하여 스포츠 동작에서 지면 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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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LTSA abstraction-implementation 

layers  

 

 
[그림 3] LTSA abstraction-implementation layers  

 

  
[그림 4] LTSA abstraction-implementation layers  
 

 

 
[그림 5] LTSA abstraction-implementation layers  
 

3. 결론 

본고에서는 반사형 광학마이크로 센서를 이용한 2

축 힘 센서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착용형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또한 힘 센서에 대

한 정확도와 히스테리시스 오차 및 간섭 효과에 대

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위 센서는 큰 용량의 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우수하고 2축 

간의 간섭이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센서를 이

용하여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제 

보행 시 힘 판의 지면 반력과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앞으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달리기, 

점프 시의 지면 반력을 측정하여 힘 판과 비교 및 

검증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 운동선수의 능력을 평가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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