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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로(숙련자)와 아마추어(비숙련자)의

수직지면반력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다른

특성이 클럽헤드 속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수직

지면반력을 체중 이동 및 압력중심 이동

관점에서만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차이들이 어떠한 신체

움직임에 의하여 나오며, 이와 클럽헤드

속도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면 반력

패턴과 상관관계가 높은 신체분절의 움직임을

찾아내어 이러한 움직임이 클럽헤드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피험자로 다양한 실력을

가진 13 명의 골퍼를 모집하였다. 클럽헤드

속도와 각 신체 분절의 움직임은 적외선

모션캡쳐 장비 (Motion Analysi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 분절의 경우는

14 개로 나누어 각 분절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광학 반사 마커를 부착하였다. 지면반력의

경우는 좌우 양 발에 한쪽씩 총 2 개의 힘

측정 플랫폼(AMTI, MA, USA)을 사용하였다.

모션의 경우는 200Hz 로, 힘의 경우는

400Hz 로 측정하였다. 사용한 클럽은

드라이버이며, 파험자별로 10 회씩 스윙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각 데이터의 평균값을 각

피험자의 대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신체 분절과 수직 지면반력의 상관 관계를

찾기 위하여 각 신체 분절의 수직 가속도와

수직 지면반력을 z-core 표준화를 시킨 후,

상관 관계(correlation)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클럽 헤드 속도가 빠를수록 하체,

특히 왼쪽 허벅지의 수직 가속도 패턴과 수직

지면반력관 상관 관계가 높게 나왔고 이 둘은

선형 관계를 가졌다. (p<<0.01). 반면 클럽 헤드

속도가 느린 경우 왼쪽 허벅지와의 상관관계는

적게 나온 반면 팔 부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왔다. (p<<0.01)

Fig. 1 Example of different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vGRF) pattern.

3. 결론

클럽헤드 속도와 하체-지면반력 간 R 값은

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클럽 헤드

속도와 팔-지면반력 간 R 값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골프 스윙시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하체 사용이 차이가 나며, 하체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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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을 리드하는 경우, 지면반력 패턴에

변화가 생김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클럽헤드

속도를 빨라 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여러 골프 지도서와, 운동학적

연속성(kinematic sequence) 이론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직 지면반력 패턴

차이는 하체의 선행여부(사용여부)와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수직 지면반력 분석을 통하여

스윙 시 하체 사용 여부와 함께 클럽헤드

속도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골프

스윙 코칭법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웨어러블 코칭 시스템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3 Relation between correlation of body

segments and club head speed. A. Correlation (R-

value) between left arm and vGRF B. Correlation (R-

value) between left thigh and vGRF

후기

본 연구에서는 하체의 수직 가감속과

지면반력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었다. 하지만

골프는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추후 모델링이나 혹은 근전도

(Electromyography) 측정을 통하여 하체의 수직

방향 가감속과 몸통 회전과의 관계를 규명하게

된다면 더욱 더 정확한 스윙 메커니즘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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