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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 H. AN, J. S. RYU, H. Y. RYU, J. M. SOO, and Y. T. LIM, The Kinematic Analysis of the Upper 

Extremity during Backhand Stroke in Squash.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7, No. 2, pp. 

145-156, 2007.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kinematic parameters of racket head and upper 

extremities during squash back hand stroke and to provide quantitative data to the players.  Five Korean elite 

male players were used as subjects in this study. To find out the swing motion of the players, the land-markers 

were attached to the segments of upper limb and 3-D motion analysis was performed. Orientation angles were 

also computed for angular movement of each seg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time of the back hand swing (downswing + follow-through) was 0.39s (0.24 s + 0.15 s). 2) for 

each event, the average racket velocity at impact was 11.17m/s and the velocity at the end of swing was 

8.03m/s, which was the fastest swing speed after impact.  Also, for each phase, 5.10m/s was found in down 

swing but 7.68m/s was found in follow-through. Racket swing speed was fastest after the impact but the swing 

speed was reduced in the follow-through phase. 3) in records of average of joints angle, shoulder angle was 

defined as the relative angle to the body. 1.04rad was found at end of back swing, 1.75rad at impact and it 

changes to 2.35 rad at the end of swing. Elbow angle was defined as the relative angle of forearm to upper 

arm. 1.73rad was found at top of backswing, 2.79rad at impact, and the angle was changed to 2.55rad at end of 

swing. Wrist angle was defined as the relative angle of hand to forearm. 2.48rad was found at top of 

backswing, 2.86rad at impact, and the  angle changes to 1.96rad at end of swing. 

As a result, if the ball is to fly in the fastest speed, the body has to move in the order of trunk, shoulder, 

elbow and wrist (from proximal segment to distal segment). Thus, the flexibility of the wrist can be very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ball speed as the last action of strong impact.

In conclusion, the movement in order of the shoulder, elbow and the wrist decided the racket head speed 

and the standard deviations were increased as the motion was transferred from proximal to the distal segment 

due to the personal difference of swing arc. In particular, the use of wrist (snap) may change the output 

dramatically.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flexible wrist movement in squash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spin of the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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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스쿼시(squash)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단

 시간당 운동량이 매우 높고 기후나 계 에 계없

이 천후로 쉽게 할 수 있는 신운동의 특성을 갖

고 있다(김원 , 최인수, 박경실, 윤태훈, 2000). 최근에

는 세계 으로 일반인들에게 보 되면서, 정신 , 육체

으로 최 의 만족감을 보장하는 스포츠로,  사회

에서는 구나 하고 싶어 하는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Yarrow, 2002). 국내에 스쿼시가 도입된 1980년  

후반 이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체육회 정

식 종목으로 성장하 으며, 외 으로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2년 올

림픽에도 채택될 망으로 있기 때문에 200년의 스쿼

시 역사가 근래에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스쿼시는 사면으로 된 코트 안에서 상 의 취약 을 

이용하여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볼을 보내거나, 상

의 실수를 득 으로 유합시켜 승․패를 가리는 경기

이다(김원 , 최인수, 박경실, 1998; 곽한병, 박경실, 

1999). 특히 민첩성, 지구력, 순발력 등 다양한 체력요

소와 함께 심리 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고도의 문

인 테크닉과 술, 빠른 측력과 단력이 게임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체 , 심리 , 기술  변인 

등 복합 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경기가 진행된다(강민

완, 박경실, 1999; 김원 , 최인수, 1999; 김원  등, 

2000; 곽한병, 박경실, 박성 , 2000; 박경실, 박성 , 

2001).

스쿼시 경기의 주요 기술은 드라이 (drive), 드롭

(drop), 발리(volley), 보스트(boast), 로 (lob)로 나 어

지고, 이 에서 드라이 의 기본 기술은 크게 포핸드 

드라이 와 백핸드 드라이 로 나  수 있다. 경기 

술 분석에서 보면 5가지 기본 기술  드라이  기술

은 체 샷의 60%로서 경기 반의 흐름을 이끌어 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부를 결정짓는 샷으로는 드라

이  기술이 34%, 드롭성 기술이 39%를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한 드라이  기술에서는 포핸드 드라

이 의 빈도가 41%로 나타난 반면에 백핸드 드라이

는 59%로 백핸드 드라이 에서의 공격 비율이 더 크

다고 보고하 고, 이 에서도 특히 백핸드 뒷벽 쪽에서

의 랠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 다(Hong, 

Thomas & Daniel, 1996).

포핸드 드라이 는 비교  공간 활용이 크고, 자연

스러운 코킹에 의한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라켓 헤드의 속도를 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이 비교  용이하다. 포핸드 스트로크의 운동학  

분석에서 보면 일반 으로 볼이 최 의 속도로 날아가

기 해서는 몸통,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의 분 들

이 몸의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순차 인 움직임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높은 속도의 타격을 산출하는 것을 

주요 요인들로 설명되어 왔다(Elliott, Champion, & 

Morrison, 1984; Hunt, 1974; Khan, 1992). 특히 이 에

서도 완의 회내(pronation)와 손목의 유연성은 임팩

트의 마지막 동작으로서 상당히 요함을 강조하 다

(Woo & Arthur, Chapman, 1991). Chapman(1986)은 

높은 수행 능력을 가진 스쿼시 선수들을 촬 한 결과, 

타격 후 공의 속도 변화의 90%가 타격 순간 라켓의 

일정한 각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하 다.

Elliott, Marshall, Noffal(1996)이 연구한 포핸드 드라

이 의 상지 분 에 따른 라켓 헤드 스피드 기여도에

서 상완은 내측 회 (internal rotation)이 46.1%, 손목

에서 손의 굴곡(flexion)이 18.2%, 팔꿈치 에서 

완의 회내(pronation)가 12%의 특성을 보이며, 임팩

트 순간 라켓 헤드의 심속도가 평균 30.8m/s로 나타

난다고 보고하 다. 이에 반해 일반 인 백핸드 스트로

크를 분석한 Behm(1987)에 의하면, 신체운동학 인 

에서 특별한 근력 훈련 로그램을 통하여 라켓 헤

드 속도와, 임팩트 후 볼의 속도는 향상되어진다고 보

고하 다. Hong, Li & Chu(1995)는 이러한 기술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가 임팩트 되어진 볼의 

속도로서 이러한 운동 수행을 하기 해서는 라켓을 

일정각도로 빨리 끌어내리는 동작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것은 완과 라켓 샤 트와의 계를 손목의 코

킹 각(wrist cocking angle)이라고 정의 하여 표 할 수 

있다. Hong, Li & Chu(1995)가 연구한 국제 스쿼시 경

기에서 세계 인 우수 선수들의 백핸드 스트로크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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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명 신장(cm.) 체 (kg.) 시합경력(yr.)

KDJ 173 63 10

AYH 180 85 5

HJK 180 73 5

CJK 178 60 4

SCW 172 64 4

표 1. 상자의 특성

그림 1. 실험  장비 배치도

동학  분석에서 살펴보면 신체 과 라켓 헤드의 

각속도나 직선속도의 변화는 개인 인 차이에 의하여 

조 씩 다르지만, 임팩트 순간 라켓 헤드의 속도 변화

는 몸통, 어깨 그리고 팔꿈치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종합 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스쿼시 경기는 포핸드보다 백핸드에서 더 많

은 공격과 랠리로 그 요함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백핸드 드라이 에 한 역학 인 분석은 미비

한 실정이다. 특히, 공격성향이 아주 강한 슬라이스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백

핸드 슬라이스의 운동학  특성과 그에 따른 라켓 헤

드의 스피드를 분석함으로서 백핸드 드라이 에 한 

정량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연구의 제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제

한 을 두었다.

1) 본 실험은 시합 상황이 아닌 실험 상황으로 피험

자를 오른손잡이로 선정하 다.

2) 실험 상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라켓의 질량

(mass), 의 강도(string tension) 그리고 라켓의 유연

성(flexibility)에 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인체의 분 들은 서로 연결된 강체계(linked rigid 

body system)로 간주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에 동원된 피험자는 한 스쿼시 연맹에 선

수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국 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남자 로 선수 5명으로 하 다.

동원된 피험자 5명은 경기 수행에 있어서 본인의 라

켓으로 모든 스트로크를 완 하게 구사할  알고 평

소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이다. 상자들의 신체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 차

스쿼시 백핸드 스윙 동작을 촬 하기 하여 스쿼시 

코트는 밖에서 코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수 아

크릴로 제작되어져 있는 국제 정규 규격의 스쿼시 코

트를 선정하 다.

촬   상 분석을 하여 JVC GR-HD1KR video 

camera 3 를 사용하 으며, frame rate은 60 

frame/sec로 노출시간은 1/500s로 설정하 다. 

3 의 비디오카메라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지 에 

삼각 로 고정시킨 다음 카메라의 필드 안에 체동작, 

통제  틀, 램  인디 이터 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

록 <그림 1>와 같이 설치하 다. 이때 실 공간 좌표를 

설정하기 해 피험자의 체동작이 찰될 수 있도록 

실험 공간에 높이 2m, 길이 2m, 폭 2m의 통제  틀

(총 162 point)을 동작이 이루어지는 앙을 심으로 

설치하 다. 그 후 통제  틀을 촬 한 다음 이를 제거

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 다. 

한 실제 경기 상황이 아닌 실험 상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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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랜드 마크 부착 지

선수들이 실험 조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을 시킨 후 촬 하 다. 피험자들은 촬 된 통제  틀

이 있던 자리에서 앞에서 던져주는 코치의 볼을 스트

로크 하여 그 볼이 틴 보드에 가장 근 하게 낮은 앞 

벽을 맞고 바운드가 두 번째 되는 시 이 뒷벽과 바닥

이 만나는 사각(死角)지역으로 가깝게 들어왔을 때를 

성공이라고 가정하 고, 성공한 스트로크  코치와 선

수 모두 가장 좋은 스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시기

를 분석용으로 선택하 다. 한 사람에게서 각 2회 씩, 

총 10회의 성공 시기를 분석하 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상분석 자료처리는 Kwon3D 3.1 

software (Visol, Korea, 2002)를 사용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좌표화

좌표화는 상으로 나타나는 표시 의 치를 실제 

공간상의 좌표값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러한 좌

표화는 기  공간을 좌표화하는 통제  좌표화와 공간

상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체  심 에 한 좌표

로 나 어진다. 통제  좌표화에서는 통제  틀에 표시

되어 있는 162개의 통제 을 5번 반복 디지타이징하여 

평균값을 일로 장하여 사용하 고, 여기서 발생한 

오차는 0.49cm로 나타났다. 좌표축의 설정은 <그림 1>

과 같으며 통제틀 내에서의 운동 ․후(운동진행) 방

향을 X축, 좌․우 방향을 Y축, 상․하 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 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에 촬 된 상에서 각 

이 잘 보이도록 하기 해 각 피험자들에게 인체 각 

의 경계 에 지름 2cm의 반사 랜드 마크(reflection 

landmark)를 부착하 다. 백핸드 슬라이스 스윙 시 상

지 분 들의 해부학  움직임(상완의 굴곡(flexion)/신

(extension),내 (adduction)/외 (abduction), 내측 회

(internal rotation)/외측 회 (external rotation)과 

완의 굴곡/신 , 회내(supination)/회외(pronation), 그

리고 손의 굴곡/신 , 내 /외 )의 운동학  분석을 

해서 신체에 16개의 마크들(M1~M16)을 <그림 2>와 

같이 부착하 다. 부착한 치는 왼쪽 어깨  내측

에 한 개, 오른쪽 어깨  내, 외측에 각각 한 개, 상

완의 간 부분에 한 개, 팔꿈치 내․외측에 각각 한 

개를 붙 으며, 임팩트 시 손목, 완의 움직임을 정

하게 악하고자 양끝과 심에 랜드 마크가 붙은 T자

형 막  2개를 특수 제작하여 완과 손등에 부착하

다. 한 라켓은 헤드에 하나, 목에 하나, 양쪽 사이드

에 각각 하나씩 총 4개의 랜드 마크를 부착하 다.

2) 3차원 좌표의 계산

디지타이징(dizitizing)하여 2차원 좌표를 얻은 후 3차

원 좌표를 산출하기 해 이미 알고 있는 통제  틀의 

공간 좌표를 활용하는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 

AbdelAziz & Karara, 1971)방법을 사용하 다. 3 의 카

메라에서 얻은 정보를 3차 스 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를 이용하여 0.01667  간격으로 보간

(interpolation)하여 동조(synchronization)하 다. 이 연구

에서는 램  인디 이터에 불빛이 들어오는 임을 택

하여 그 임을 동조 이벤트(sync. event)로 동조시키는 

방법을 실행하 다. 3차원 좌표에 포함되는 디지타이징 

오차와 기자재 자체에 의해 생기는 노이즈(noise)를 제거

하기 하여 Butterworth의 2차 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스무딩(smoothing)하 고, 이 때 차단 

주 수(cutoff frequency)는 5Hz로 설정하 다.

4. 분석 구간

스쿼시 백핸드 드라이  동작의 운동학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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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2 E3Down Swing Follow Through

TOB IM EOS
(Top of Backswing) (Impact) (End of Swing)

E1 E2 E3Down Swing Follow Through

TOB IM EOS
(Top of Backswing) (Impact) (End of Swing)

그림 3. 분석 국면

그림 5. 지역 좌표계 설정  각 분  회 각 정의
(우측 측면)

그림 4. 각 정의

해 <그림 3>와 같이 분석 구간을 설정하 다.

1) Event

(1) Tob of Backswing (TOB, E1) : 라켓이 드라이

를 하기 하여 백스윙 정 에 올라온 시

(2) Impact (IM, E2) : 임팩트 시

(3) End of Swing (EOS, E3) : 임팩트 후 팔로우 스

윙이 끝나는 시

2) Phase

(1) Down Swing : E1에서부터 E2까지의 구간

(2) Follow Through : E2에서부터 E3까지의 구간

5. 분석 변인

이 연구의 분석 변인은 크게 시간요인, 속도 요인, 

각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변인 분석

(1) 시간 요인

시간요인은 백스윙 정 에서부터 팔로우 스로 종

까지 라켓 심의 각 국면별 소요시간을 분석하 고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 = (마지막 국면 임 수 - 시작 국면 임수) 

x 0.01667sec (수식 1)

(2) 속도 요인

속도 요인은 백스윙 정 에서부터 팔로우 스로 종

까지 라켓 심의 각 국면별 합성 속도를 분석하 고 

그 계산은 유한차 방법으로 하 다. 

(수식 2)

단, Pi+1 : i+1 번째 임의 치

Pi1 : i1 번째 임의 치

t : 임 사이의 시간 간격

2) 각도 변인

(1) 각 요인

각은 상완의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으로 <그

림 4>와 같이 정의하 으며, 이벤트별과 국면별로 나

어 분석하 다.  

(2) 분 각 요인

분  각도 요인은 상완의 굴곡/신 , 내 /외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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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회 , 완의 굴곡/신 , 회내/회외, 손의 굴곡/

신 , 내 /외 에 하여 분석했으며, 각 분 의 각도 

정의는 <그림 5>와 같다. 이때 각 분 의 회 각

(orientation angle) 계산은 Cardan angle 방법을 이용

하 다. 

Ⅲ.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스쿼시의 이상 인 백핸드 스윙의 모형을 

제시하기 하여 상지 분 들의 백스윙 정 에서부터 

팔로우 스로까지의 운동학  특성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 요인

스쿼시 백핸드 스윙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은 다운스

윙(DS)이 0.24 , 팔로우 스로(FT)는 0.15 로 나타났다. 

DS 국면에서 평균 시간이 FT 국면 보다 긴 이유는 피

험자들이 최상의 스트로크 조건을 만들기 하여 백스

윙 정 에서 비 자세를 취한 후 공이 타격하기 좋은 

지 으로 근 해 오기까지를 기다린 결과에 의한 것으

로 단되고, 팔로우 스로에서는 라켓이 임팩트 이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과 스쿼시에서 선호되는 간결

한 팔로우 스로 동작을 하여 0.15 라는 시간이 측정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백핸드 스윙의 체 인 소요 시

간은 0.39 로 매우 빠른 운동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속도 요인

Event별 라켓의 속도 변인은 백스윙 정 에서 

3.12m/s로 나타났고 임팩트 시에는 평균 11.17m/s로 

나타났다. 스윙의 끝에서는 8.03m/s로 임팩트 시 이 

가장 빠른 스윙의 라켓 속도를 보여주었다. Elliott, 

Marshall, Noffal(1996)이 연구한 포핸드 드라이 의 상

지 분 에 따른 라켓 헤드 스피드 기여도의 연구에서

는 임팩트 순간 라켓 헤드의 심속도가 평균 30.8m/s

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의 백핸드는 

평균 11.17m/s의 속도 변인을 보 는데, 이것은 TOB 

비동작에서 포핸드가 백핸드보다 라켓의 치가 더 

높이 올라 갈 수 있으므로 DS시 라켓을 더욱 강력하

게 몸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서 백핸드보다는 포핸드가 

빠른 속도의 라켓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선행연구의 경우 빠르고 강한 포핸드 스트로크

만을 피험자들에게 수행하게 한 후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목표 지 을 설정하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 한 목표 타격을 피험자들에게  수행하게 하

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는 속도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한 포핸드를 연구한 선행연

구의 경우 피험자가 서양 선수들인 반면, 본 실험은 동

양인 피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신체 인 특성

에 따른 차이도 일부 결과에 반 되었다고 생각된다.

백핸드 스윙 시 국면별 라켓의 평균 속도는 팔로우 

스로에서 7.68m/s로 다운스윙에서의 5.10m/s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임팩트를 하기 하여 내려오

는 속도보다는 정확한 임팩트와 함께 순간 인 속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 으로는 

12.78m/s의 스윙 속도가 나타났다. 

3. 각도 요인

1) 상지 의 Event별 각도 변화

각의 Event별 평균변인은 어깨 각이 TOB에서 

1.04rad(59.5°), IM에서 1.75rad(100°), EOS에서 

2.35rad(134.3°)으로 스윙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 신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팔꿈치 각은 백스윙 정

(TOB)에서 손목이 어깨에 1.73rad(98.9°)의 굴곡 형태로 

있으나 임팩트 시와 스윙의 끝에서는 신 되어 진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목은 라켓을 쥐고 있는 손에서부터 완까지의 각

으로서 백스윙의 정 (TOB)에서의 각도가 유지되며 진

행되다가 임팩트(IM) 이후 팔로우 스로(FT)에서는 많이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라켓이 상체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인 으로 막기 함으로 단되며, 스

윙동작이 마무리 된 라켓을 상체 내에 유지하는 것은 

격렬한 운동 수행에 있어서 부상을 방지하고 상 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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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어깨각의 변화

그림 7. 팔꿈치각의 변화

그림 8. 손목각의 변화

스윙이 끝남과 동시에 내 스윙의 비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비 동작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상지 에 한 각도변화를 앙

상블로 나타낸 것이다.

2) 상지 의 Phase별 각도 변화

DS 국면에서 어깨 각도는 최  1.75rad(100°), 최소 

0.10rad(57.2°)으로 범 가 1.65rad(94.3°)으로 나타났고 

평균이 1.25rad(71.5°)으로 나타났다. 팔꿈치의 각도는 

최  2.79rad(159.5°), 최소 1.65rad(94.3°)으로 범 가 

1.14rad(65.2°)이었으며, 평균이 2.14rad(122.3°)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손목의 각도에서는 변화가 최  

2.95rad(168.7°), 최소 2.37rad(135.5°)이었으며, 범 가 

0.58rad(33.2°)으로 평균 2.25rad(128.6°)을 나타냈다.

FT 국면에서는 평균 각도 변화에서 어깨 각도가 최

 2.42rad(138.4°), 최소 1.73rad(99°)으로 범 가 

0.69rad(39.5°)이었으며, 평균이 2.13rad(121.8°)으로 나

타났다. 팔꿈치 각도에서는 최  2.89rad(165.2°), 최소 

2.50rad(143°) 안에서 범 가 0.39rad(22.3°)이 으며, 평

균이 2.76rad(157.8°)으로 나타났다. 손목 각도에서는 

최  2.96rad(169.2°) 최소 1.96rad(112°) 안에서 범 가 

1.00rad(57.2°)이었으며, 평균이 2.66rad(152°)으로 나타

났다. 

각의 평균 각도  표 편차는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어깨 각은 백스윙 정 (TOB)에서 최 로 몸

에 가까이 붙임으로서 비 자세를 충분히 취하고  있

으며, 임팩트(IM) 순간까지 각도가 차 증가하여 팔로

우 스로(FT)에서 최 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T는 라켓이 상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상태로서 어깨 

각이 최 로 신 되는 모습을 보인다. 팔꿈치 각은 백

스윙 정 (TOB)에서 굴곡의 모습을 보이다가 IM까지 

신 되는 모습을 보 고, IM 이후 최 로 신 되었다

가 FT에서 다시 굴곡 되어 라켓을 상체 내에 유지하려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목 각은 TOB에서 라켓을 상

체 내로 당기는 모습인 굴곡 된 형태를 보이다가 약간 

신 시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여 IM 시 까지 내려오

고, 이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

을 보여 다. 

IM이후 FT구간에서 손목의 변화 차이가 심한 이유

는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조 씩 다를 수 있다고 사

료되어진다. 를 들어 두 가지의 가정을 할 수 있는

데, 첫 번째로는 IM 타이 이 정확하여 목표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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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완(Upper Arm)의 Event별 변화

볼을 향하게 한 피험자는 팔로우 스로 동작에서 힘을 

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번째는 

부정확한 타이 을 통하여 스윙 동작을 수행한 피험자

는 목표 지 으로 공을 보내기 하여 FT시 라켓을 진

행방향으로 미는 운동수행을 하는 것이 큰 이유 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수행이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목

표 지 에 한 진행은 같으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동

작에 한 미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각의 Event별 평균변인은 어깨 각이 TOB에

서 1.04rad(59.5°), IM에서 1.75rad(100°), EOS에서 

2.35rad(134.3°)으로 스윙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 신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팔꿈치 각은 백스윙 정

(TOB)에서 손목이 어깨에 1.73rad(98.9°)의 굴곡 형태로 

있으나 임팩트 시와 스윙의 끝에서는 신 되어 진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상지 분 의 3차원 각도 분석

1) 상완 분 의 움직임 변화

상완(Upper Arm)의 회 각 변인 분석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이며 X축(굴곡, 신 ), Y축(외 , 내 ) 그리

고 Z축(내, 외측 회 )로 구분하 다. DS시 상완은 굴

곡으로 최  2.47rad(141.2°), 최소 0.25rad(14.3°)으로 

2.22rad(126.9°)의 범  안에서 1.06rad(60.6°)의 평균값

을 가지고 있으며, 최  0.34rad(19.4°), 최소 

0.10rad(5.7°)으로 0.24rad(13.7°)의 외 을 수행하면서 

0.18rad(10.3°)이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내측 회 은 최

 1.70rad(97.2°)과 최소 0.80rad(45.7°)으로 0.90rad 

(51.5°)의 범 에 1.23rad(70.3°)의 평균 인 내측회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 시 상완은 굴곡으로 최  

1.42rad(81.2°)과 최소 0.49rad(28°)으로 0.93rad (53.2°)

의 범 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0.93rad(53.2°)의 굴곡

을 하며, 최  1.08rad(61.7°)과 0.28rad(16°)에서 

0.8rad(45.7°)의 평균 인 외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측 회 으로 최  1.54rad(88°)과 최소 0.77rad (44°)

에서 0.77rad(44°)의 범 와 평균 1.12rad(64°)의 내측회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완(Upper Arm)의 평

균 각도  표 편차는 <그림 9> 그래 에서 보듯이 

TOB에서는 굴곡으로 시작하여, IM에서 신 하나 EOS

에서 다시 굴곡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TOB에서 가장 먼  운동 수행하는 

것은 상완으로서 DS동작으로 진행하면서 신 하는 것

을 보이나 IM이후부터는 스윙이 진행됨에 따라 몸통이 

같이 돌아가면서 다시 굴곡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

로 사료되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완은 몸통과 멀어

지는 외 의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임팩트 되어지고 FT

에서 라켓은 다시 상완과 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외측 회 은 TOB에서 힘을 모으기 하여 라켓이 

몸에 근 하는 그래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스윙의 

시작과 동시에 내측회 을 통하여 IM 되어지며, EOS 

지 에서는 개개인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피험자들로 하여  임

팩트(IM) 되어진 볼이 뒷벽과 바닥의 사각 지 에 두 

번째 바운드가 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하 기에 피험

자는 TOB에서 IM까지의 DS구간에서 라켓이 몸통 

면에서 손목이 회 하며 내려온 피험자는 팔로우 스로

에서 라켓에 회 을 덜 주어도 목표물에 일치 할 수 

있지만, DS시 라켓이 직선 으로 IM 되어진 피험자는 

IM 이후 FT까지 라켓의 변화를 통하여 공을 목표물로 

보내기 한 각기 다른 행동이라고 사료되어진다. 따라

서 Chapman(1986)이 연구한 스쿼시 선수들의 보고서

에 의하면, 공의 속도 변화의 90%가 타격 순간 라켓의 

일정한 각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보고를 하 는데, 

이는 부분의 스쿼시 선수들이 라켓의 질량과 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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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완(Forearm)의 Event별 변화

의 강도가 모두 다르고, 개개인이 선호하는 취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IM순간 볼의 변화

에 민감한 스쿼시 운동은 공이 작고 라켓에 IM 되는 

시간이 매우 으므로 스스로가 스윙에 한 타이 의 

느낌을 알고 있어야 운동 수행이 가능하고, 몇 번의 피

드백만으로도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목표에 가까이 근

할 수 있다면, Chapman(1986)의 보고는 매우 일치하

며 정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완 분 의 움직임 변화

완(Forearm)의 회 각 변인 분석은 팔꿈치에서 손

목까지로 X축(굴곡, 신 ), Y축(회외, 회내)으로 구분하

고 이는 상완에 하여 상 으로 나타냈다. DS시 

완은 신 의 운동 수행을 나타냈으며, 최  

0.45(25.7°)rad과 최소 2.98rad(170.3°)의 2.53rad(144.6°)

의 범  안에서 평균 1.47rad(84°)의 평균값을 나타냈

으며, 최  0.96rad(54.9°)의 회외와 0.25rad(14.3°)의 회

내 안에서 1.21rad(69.2°)의 범 를 가지고 0.27rad 

(15.4°)의 평균 인 회외를 나타냈다. FT시 완은 신

과 회외를 나타내었다. 신 으로는 최  3.35rad 

(191.5°)과 최소 2.09rad(119.5°)에서 1.26rad (72°)의 범

를 가지고 평균 2.86rad(163.5°)을 나타내었으며, 최

 0.81rad(46.3°)과 최소 0.01rad(0.6°)으로 0.80rad 

(45.7°)의 범  내에서 0.39rad(22.3°)의 평균 인 회외

를 한다고 나타났다.

완의 평균 각도  표  편차의 변화에 한 그래

에서 보면, TOB에서 약간 굴곡 하는 것은 비 단계

에서 완을 상체에 근 하게 끌어당기면서 힘을 모으

는 과정의 한 동작으로 사료되며 IM시  까지는 신

하다가 IM 순간 다시 상체 내로 끌어당김으로써 굴

곡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IM 시 에서 최 의 힘을 

얻기 하여 상체 내로 끌어당기는 것으로 사료되며, 

IM 이후 EOS로 갈수록 상체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수

행함으로써 신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림 10>

의 그래 에서 보듯이 회내/회외는 편차가 매우 큰 것

을 알 수 있다. 

TOB에서 EOS로 진행할수록 차 편차가 커지는 가

장 큰 이유는 피험자 간 스윙궤도의 개인차로 인한 것

으로 단되는데 특히 손목 분 의 이용(스냅) 차이에 

의한 개인차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DS시 라켓을 몸통 면으로 끌어내리며 임팩트 순

간 강한 손목회 을 주는 피험자와 라켓의 회 보다는 

직선으로 빠르게 라켓을 끌고 내려오려는 피험자와 같

이 각기 다른 개인  스윙 스타일에 의해 그 편차가 

심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Hong et al. (1995)의 연구에서 보듯이 스쿼

시 기술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가 임팩트

(IM) 되어진 볼의 속도로서 빠른 스윙을 하기 해서

는 라켓을 일정각도로 신속하게 끌어내리는 동작이 필

요하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IM 이후 오차 값이 더 커

지는 요인은 IM 시 에서 공에 향을 주는 스핀과 

한 속도가 개인 으로 모두 틀리기 때문에 그래 에

서 편차가 크게 나오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lliott et 

al. (1984)는 스쿼시 포핸드 스윙에 있어서 완의 회내

가 IM 마지막 동작으로서는 가장 요하다고 보고하

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백핸드 스윙에 있어서는 완의 

회외에 따라서 IM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요도 한 높음을 알 수 있다.

3) 손 분 의 움직임 변화

손(Hand)의 회 각 변인 분석은 X축(굴곡, 신 ), Y

축(내 , 외 )으로 구분하 고 이는 완에 하여 상

이다. DS 동작에서 손은 최  0.84rad(48°)의 굴곡

과 최소 1.33rad(76°)의 신 으로 2.17rad(124.1°)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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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손(Hand)의 Event별 변화

 안에서 평균 0.24rad(13.7°)으로 신 하 다. 한 

최  2.77rad(158.4°)과 최소 0.66rad(37.7°)의 범  안에

서 평균 1.64rad(93.8°)으로 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FT 동작에서 손은 최  0.94rad(53.7°)의 굴곡과 최

소 0.95rad(54.3°)의 신 으로 평균 0.06rad(3.4°)으로 굴

곡하 다. 한 최  4.09(233.8°)rad과 최소 2.06rad 

(117.8°)에서 2.03rad(116.1°)의 범 를 가지며, 평균 

3.14rad(179.5°)으로 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의 평균 각도  표  편차의 변화 그래 인 <그

림 11>에서 보면, 손은 약간의 굴곡과 내 의 움직임

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손은 스쿼시 스윙을 하

는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의 움직임으로서 매우 미세하

며, 손과 라켓이 동일한 분 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에도 IM 되어진 공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Elliott et al. (1984)는 손목의 유연성은 IM 마지

막 동작으로서 매우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의 그래

에서 편차가 큰 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

지만, 스쿼시 동작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손목의 유연한 

변화는 공의 방향과 구질을 결정해 다. 매우 짧은 

IM 순간에 손목의 유연성을 원활하게 쓴다는 것은 스

쿼시 운동 능력이 뛰어남은 물론 기회가 왔을 때 상

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이러한 논의는 스쿼시 포핸드에서 Elliott 

et al. (1984)가 연구한 볼이 최 의 속도로 날아가기 

해서는 몸통,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 분 로의 순

서, 즉 근  분 에서 원  분 로의 이와 같은 순차

인 움직임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높은 속도의 타격을 

산출한다는 연구의 내용을 백핸드 스윙에 있어서도 뒷

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쿼시 경기  주로 사용되는 백핸드 동

작에서 라켓 헤드  상지 분 들의 운동학  변인을 

한국 엘리트 남자 선수 5명을 상으로 백스윙의 정

(TOB)에서부터 스윙의 끝(EOS)까지 촬 한 후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스쿼시 백핸드 스윙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은 0.39

로서 다운스윙(DS)이 0.24 , 팔로우 스로(FT)는 0.15

로 나타났다. 다운스윙(DS)에서 평균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백스윙 정 (TOB)에서 비 자세를 취하며 임

팩트(IM)를 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며, 팔로우 스로

(FT)에서는 라켓이 임팩트(IM) 이후 계속 진행하고 있

다는 과 간결한 팔로우 스로(FT) 동작을 하여 매

우 짧은 스윙 시간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2. Event별로는 라켓의 속도 변인이 IM시 평균 

11.17m/s로 나타났으며, 스윙의 끝(EOS)에서는 

8.03m/s로 임팩트 시 가장 빠른 스윙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면별로는 다운스윙(DS)에서 

5.10m/s인 반면에 팔로우 스로(FT)에서 7.68m/s를 보

임으로서 라켓의 스윙 속도는 임팩트(IM) 후에 가장 

빨랐지만, 실제 팔로우 스로(FT)에서는 속도가 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각의 평균 각도의 수치를 알아보면 먼  어

깨 각은 몸통에 한 상  각도로서 백스윙 정 (TOB)

에서 1.04rad(59.5°), 임팩트(IM)에서 1.75rad (100°), 스

윙의 끝(EOS)에서 2.35rad(134.3°)으로 변하 다. 팔꿈

치는 완이 상완에 한 상  각도로서 백스윙의 정

(TOB)에서 1.73rad(98.9°), 임팩트(IM)에서 

2.79rad(159.5°), 스윙의 끝(EOS)에서 2.55rad(145.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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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손목 각도는 손에 한 완

의 상  각도로서 백스윙 정 (TOB)에서 2.48rad 

(141.8°), 임팩트(IM) 시 2.86rad(163.5°), 스윙의 끝(EOS)

에서 1.98rad(113.2°)으로 변화하 다.

4. 볼이 최 의 속도로 날아가기 해서는 몸통, 어

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 분  순서로 근 분 에서 원

 분 로의 순차 인 움직임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높

은 속도의 타격을 산출하 고, 손목의 유연성은 임팩트

(IM)의 마지막 동작으로서 매우 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 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움직임의 진행 방향인 어깨, 팔

꿈치, 손목으로의 순차 인 움직임이 라켓 헤드 스피드

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작은 분 (원  분 )

들로 진행 될수록 표 편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TOB에서 EOS로 진행할수록 편차가 차 커지는 가

장 큰 이유는 피험자 간 스윙궤도의 개인차로 인한 것

으로 단되는데 특히 손목 분 의 이용(스냅) 차이에 

의한 개인차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스쿼시 동작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달하는 유연한 

손목의 움직임은 공의 방향과 구질을 결정해 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단된다. 매우 짧은 임팩트(IM) 시간

에 손목의 유연성을 최 한 살린다면 강한 힘을 라켓에 

달할 수 있으며 상 를 압도할 수 있는 공격력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근육 훈련을 통하여 라켓

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꾸 한 유연성 운동

이 스쿼시 선수들과 스쿼시를 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

게 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이 연구에서는 상완의 운동학  분석에 해서만 언

을 하 지만, 더욱 자세한 스윙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해서는 지면반력이나 근 도(EMG)를 사용하여 라켓

의 회 운동에 따른 운동역학  변인  근육 활동의 

정량 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더불어 스윙의 모든 동작을 분석하기 해서는 3

의 비디오카메라는 부족한 것으로 단되어지며 샘

링 빈도(sampling rate) 한 스윙의 임팩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기에는 느린 것으로 단되어 보다 좋은 

고성능의 high speed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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