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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투어 인 로골퍼를 상으로 시즌  사용하는 드라이버스윙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었다. 연구

상으로서 3명의 KPGA(Korean Professional Golfer Association)의 투어골퍼를 상으로 시즌 의 드라이버스윙을 

수집하기 해 시즌 마지막 경기 직후 측정하 다. 다운스윙구간을 분석구간으로 정했으며 임팩트 이후 릴리즈 구간

까지 분석하 다.

그 결과 기존의 운동학  연구에서 나타난 주동분  간의 유기  작용은 본 연구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흉곽, 왼

팔 그리고 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상 분 인 흉곽이 먼  움직이고 왼팔, 왼손과 클럽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

임으로서 선행연구와 같게 나타났다. 오류의 수 이 크게 어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세한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도 나타났다. 3명의 상자 모두에게서 왼팔의 코킹각의 구성에 있어서 

기술되지 못했던 왼손의 내 각을 표 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왼손의 내 각은 코킹의 형성에 크게 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임팩트 직  흉곽의 운동이 볼의 진행방향의 반 가 아니라 미

세하지만 볼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J. LIM, S. H. NA, Kinematic Analysis of Swing of Golfer on Professional Golf Tour.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8, No. 3, pp. 43-50, 2008.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swing of 

driver used by professional golfers during on-season. In order to collect on-season driver swings of research 

objects, which are three KPGA(Korean Professional Golfer Association) professional golfers,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right after the last game of a season. The analysis range was set to down-swing point wh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after-impact, release point.

As a result, systematic process between leading segments of the previous precise kinematic analysis research 

seems to turn up the same. However,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compared to the preceding research. All three 

testers expressed adduction of left hand which could not be described with forming cocking angle, in 

consequence, adduction of left hand does not have a big effect on formation of cocking. Moreover, chest 

movement right before the impact; which was emphasized in previous research, the direction was not opposite 

but the same with the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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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 스윙의 연구는 많은 운동역학자와 지도자, 그리

고 로골퍼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Harmon, 2001). 그 

결과 각 자의 경험  자료와 그 당시 이용할 수 있는 

과학  측정을 이용하여 많은 이론을 기술해 왔다. 이

게 형성되고 되어온 이론들은 장에서 유능한 

지도자들과 로골퍼들에 의해 훈련과 투어(경기)에 

용되어 왔다(Bradley, 2004 ; Golf Digest, 2004).

이 이론들은 장에서 슨을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경험  검증으로 증명되었다. 지도자 스스로의 시도, 

슨을 받는 상자에게 시도, 그리고 다른 로골퍼들

과 숙련자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에 한 인터뷰를 통

해 증명되어 왔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측정 장비

의 낮은 신뢰도에 의해 나타나기도 했다. 골 스윙의 

연구는 실질 으로 기계학  역을 용하여 이루어

진다. 결국 물리학  근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치

에 의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골 스윙이라는 

종합 인 기술평가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낼 수는 없

었다. 그 이유는 인체를 강체(Rigid Body)로 보고 설명

하기에는 생체에 의한 변인이 스윙의 결과에 향을 

 수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임정, 2004;Winter, 

1990). 한 측정 장비의 자료산출의 정확도가 높지 않

아 스윙결과에 향을  수 있는 크기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 으로 강체로 제한하여 나타나

는 오류와 측정 장비의 오류에 의해 복합 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국부 인 측정 

외에는 종합 인 기술 분석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그로인해 장의 명성이 높은 슨가나 

로골퍼의 경험  검증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했다.

스윙 연구를 한 분석 상이 될 상자의 선정과 스

윙의 수집시기에도 치 한 계획이 필요하다. 골 선수를 

선정하여 스윙자료를 수집하기 해서는 어떤 선수를 

선택하고 어떤 스윙의 자료를 수집하겠는가. 상 랭킹의 

로골퍼들의 연  일정을 악하고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상자는 로골  정규투어를 참가

하는 선수  상 랭킹의 선수들을 선정해야 하고 스윙

은 시즌 의 스윙자료를 수집해야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선수들의 스윙을 시즌 에 측정 할 수는 없

다. 특히 상 랭킹의 선수들은 시즌 에 스윙을 교정하

지 않으며 스윙의 촬 조차 꺼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 스윙의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측정 장비의 발 과 학씩 장비에서 발생하던 

측정자의 오류(Human Error)를 개선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됨으로서 측정 장비에 의한 오류를 여나가고 있다. 

결국 골  스윙의 분석만이 아닌 동작분석의 체 인 

과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되어갈 문제 이므로 그

런 문제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다면 실 으로 골 스윙에서 개선 가능한 부

분인 양질의 상자 선정은 가능한 것인가? 문제는 상

랭킹의 투어 로골퍼들을 시즌 에 사용하는 스윙을 어

떻게 수집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

다. 이와 같은 계획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실시 되어온 골

스윙의 종합 인 기술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 의 장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투어 로골퍼의 스윙을 시즌이 끝난 주에 측정하여 선

수가 실제 경기에 사용하는 스윙을 운동학 으로 분석

하는데 목 이 있다. 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스

윙의 결과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구간을 다운스윙 

구간이라고 단하고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릴리즈까

지를 분석 구간으로 정하 다.

Ⅱ. 연구방법

1. 실험 차

상자는 3명의 KPGA(Korean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소속 투어골퍼를 선정하 다.

자료 수집은 9 의 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Vicon 

Motion System Ltd.(VMSL)을 이용하 다. 이 동작분석시스

템에서 요구하는 러그인 게이트의 좌표인식 마커를 착용

하 다. 자료 수집은 1/200sec간격으로 상을 형성시켰다.

상의 수집은 어드 스부터 팔로우스루까지 골 스윙의 

 동작을 수집하 으며 드라이버스윙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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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표화를 한 러그인게이트 치

상자 신장(cm) 나이(년) 경력(년)

1 173 22 7

2 181 24 9

3 182 22 8

표 1. 상자 정보

상자에게 10번의 드라이버스윙을 실시하게 하 으

며 그  타구의 탄도와 거리가 상자의 경기 시 기

록과 가장 흡사한 8개의 스윙을 선정하여 상자료로 

만들었다. 그 상  시즌 에 표 으로 사용된 스

윙 1개를 상자 본인이 선정하게 하 다.

2.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VICON 사의 Workstation이라는 

로그램으로 그림 1과 같은 해부학  모델로 가시화 시

켰다. 모델의 해부학  근거는 러그인 게이트로 실측

된 자료에 인체해부학  자료를 용시켜  모양의 

애니메이션 상으로 재생시켰다.

운동학  기술분석을 해 슨에 필요한 요 

의 해부학  각도변화를 나타냈다. 해부학  각도는 오

일러의 공식(Euler's equation of angle)을 이용하여 3

차원 동작으로 나타내었다.

1) 운동학 (Kinematics) 분석

(1) 체스윙의 소요시간 측정

상 랭킹의 골퍼들의 구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국면별 체소요시간에 한 비율을 알아보고자 했다.

(2) 운동학  기술 분석 한 구간설정

back swing top        down swing         impact

그림 2. 스윙분석구간 구분

(3) 운동학  분석을 한 시스템의 구성

임정(2004), 임정과 황인승(2006)이 사용한 3분 시

스템을 이용하여 스윙에 여하는 3개의 분 이 작용

하는 3개의 의 각변 를 이용하여 운동학  데이

터로 표  하 다.

(4) 분  간의 각도차를 설명하기 한 지역축 구성

왼손의 지역축 : 왼손의 무게 심 (center of mass)

에 구성한 , , 의 단 벡터

: anterior - posterior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medial - later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vertic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왼팔의 지역축 : 왼쪽 팔의 무게 심(center of 

mass)에 구성한 , , 의 단 벡터

: medial - later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anterior - posterior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vertic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어깨의 지역축 : 왼쪽 어깨  심에 구성한 

, , 의 단 벡터

: anterior - posterior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medial - later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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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어드 스 백스윙탑 임팩트 팔로스루

1 0.000 0.565 0.755 1.120

2 0.000 0.565 0.725 0.995

3 0.000 0.600 0.780 1.090

상자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다운스윙

1 0.565 0.190 2.97:1

2 0.565 0.160 3.53:1

3 0.600 0.120 5.00:1

표 3.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비율(단 :sec)

  표 2. 스윙 국면별 소요시간(단 :sec)

: vertic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흉곽의 지역축 : 흉곽의 무게 심(center of mass)에 

구성한  , , 의 단 벡터

: anterior - posterior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medial - later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vertic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골반의 지역축 : 골반의 무게 심(center of mass)에 

구성한 , , 의 단 벡터

: anterior - posterior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medial - later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 vertical 방향을 나타내는 단 벡터

이와 같은 상 분 의 지역좌표계에 한 하 분

의 회 을 해부학  운동으로 가정하고 운동학  각운

동을 나타냈다.

(5) 운동학  데이터 그래 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 굴곡-신 (flexion - extension)

② - 내 -외 (adduction - abduction)

③ - 내-외측 회 (internal - external rotation)

Ⅲ. 결과  논의

1. 상자의 스윙국면별 소요시간

3명의 상자가 나타낸 소요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에 의해 팔로스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동작의 목 인 임팩트까지 만을 살펴보자. 상자

1.과 2는 백스윙구간에서 같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상자 3은 0.035 를 더 사용하고 있다. 임팩트까지 

내려오는데 상자 3의 소요시간이 0.120 로 가장 짧

았다. 상자 1은 0.190 , 상상자 2는 0.160 로 나

타났다. 정확성과 워요인으로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타이 의 요소( 철우 외, 2006)로 볼 수 있는 백

스윙과 다운스윙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통계 인 수치에 의해서 설명해야 할 변인이기 때문

에 소요시간에 의한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비율에 한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세선수의 투어 

성 에서 드라이버 스윙의 평균 비거리와 정확성을 나

타내는 공식집계에서 상자 1과 2의 결과와 3의 결과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2와 표3의 결과를 가

지고 유추할 수는 있다고 본다. 상자 1은 3명의 상

자  비거리가 가장 짧은 선수이며 페어웨이 률이 

투어 체의 5 권 선수이다. 상자 2는 투어 체에서 

페어웨이 률이 1 인 선수이다. 상자 3은 투어

체에서 페어웨이 률이 20 권의 선수이며 비거리

는 5 권의 선수이다. 참고 으로 상자1, 2는 투어

체에서 10권의 비거리를 기록하고 있다(KPGA,2007).

2. 다운스윙의 운동학  분석

운동학  분석의 결과로 다운스윙을 100%로 환산한 

x축과 각 분  간의 해부학  움직임을 각도(degree)로 

표시한 y축으로 구성된 그래 를 만들었다(이하 그래

의 x축과 y축에 한 설명 생략).

1) 상자 1의 각운동

상자 1의 왼손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38의〫 내측회 , 곡선①의 36신〫 , 그리고 곡선②의 13〫

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일반 으로 코킹

(cocking)의 유지 시간이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분 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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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4. 상자1의 왼팔 각변

①

②

③

그림 3. 상자1의 왼손 각변

①

②

③

그림 5. 상자1의 흉곽 각변

는 가시 인 척도라면(Leadbetter, 1990;Mann & 

Griffin, 2000) 상자 1은 다운스윙-임팩트-릴리즈를 

100%로 볼 때, 64%시 에서 코킹을 풀기 시작하여 

72%시 부터 본격 으로 풀기 시작한다. 코킹의 풀림

에 사용한 각변 는 손목의 내측회 각의 폭(65)〫을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 각의 폭(43)〫을 

사용하고 있다. 미세하지만 구조 으로 의 폭이 제

한되어 있는 내 각의 폭(17)〫도 사용되고 있다.

임정(2004)의 연구와 임정과 황인승(2006)의 연구에

서 고민했던 손목의 내-외측각의 운 은 상자 1의 

경우 약10내〫 을 이미 한 상태에서 27까〫지 더 내 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각도요소 즉 굴곡-

신 , 내-외측회 요소와는 다른 상이다. 즉 손목의 

코킹을 형성하기 한 외측회 각을 코킹을 풀기 한 

내측회 방향으로의 운동 시키는 것과 코킹의 형성을 

한 신 각을 코킹을 풀기 해 굴곡방향으로 운동시

키는 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손목의 코킹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신뢰도와 각변 의 폭이 무 미

세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므로 기술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상자 1에서는 어드 스에서 유지된 내

각을 임팩트 직 까지 유지하고 있어 코킹의 형성에 

내-외 각은 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 1의 왼팔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38의〫 내측회 , 곡선①의 46신〫 , 그리고 곡선②의 79〫

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다운스윙-임팩트-

릴리즈를 100%로 볼 때, 52%시 까지 내측회 각과 

외 각의 감소를 서서히 진행시키며 다운스윙을 한다. 

그 후 59(〫79감〫소)와 18(〫61감〫소)까지 감소시키며 임팩트

를 이룬다. 굴곡-신 각은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임팩트 직 에 약간의 신 각의 감소를 보일 뿐이었다.

상자 1의 흉곽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96의〫 내측회 (척추를 심으로 한 우측회 ), 곡선①의 

31굴〫곡, 그리고 곡선②의 0의〫 내-외 이 없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다운스윙에서 가장 큰 변화인 코

킹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 (64%)을 기 으로 보면 흉곽

의 운동은 꾸 히 임팩트를 향해 회 하고 있다. 몸통을 

허리를 심으로 골반과 흉곽으로 나  때 몸통의 측면

기울임각(tilt angle)을 알 수 있는 곡선②의 각변화는 다

운스윙의 30%시 부터 우측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18의〫 우측 기울어짐 상태에서 임팩트를 이룬다. 굴곡각

은 41까〫지 10가〫량 더 굴곡시켜 임팩트를 이룬다. 골 스

윙에 있어서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헤드스피드를 늘

리기 해 스윙반 방향으로 흉곽을 미는 상(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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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8. 상자2의 흉곽 각변

①

②

③

그림 6. 상자2의 왼손 각변

①

②

③

그림 7. 상자2의 왼팔 각변

정, 2004; Mann & Griffin, 2000)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

히려 약간의 굴곡이 일어남으로서 공을 임팩트하기 

해 공쪽으로 더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명 

흉곽의 운동에 있어서 하 분 들의 스피드를 높이기 

한 동작은 아니다. 그러나 임팩트와 릴리즈 후 흉곽을 

반 방향으로 신 시키는 상은 나타났다. 따라서 상

자 1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술되던 하 분 들

(팔 - 클럽 - 클럽헤드)의 스피드증가를 한 스윙반

방향으로의 운동은 임팩트와 릴리즈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팔로스루 직 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자 2의 각운동

상자 2의 왼손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42의〫 내측회 , 곡선①의 35신〫 , 그리고 곡선②의 5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이 각도차는 코킹에 사

용된 백스윙 탑의 손목의 해부학  각도차이다. 역시 

상자 1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자 2는 다운스

윙-임팩트-릴리즈를 100%로 볼 때, 62%시 에서 코킹을 

풀기 시작하여 72%시 부터 본격 으로 풀기 시작한다. 

코킹의 풀림에 사용한 각변 는 손목의 내측회 각, 신

각, 내 각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자 2에서도 코킹

에 사용된 왼손의 내-외 각은 백스윙 탑에서 코킹을 이

루는데 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코킹이 풀리기 직 인 

44%-58%구간에서 약간의 외 각을 보이며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상에 의해 피동 인 여가 나타나고 있다.

상자 2의 왼팔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45〫의 내측회 , 곡선①의 42〫신 , 그리고 곡선②의 92〫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다운스윙-임팩트-릴리즈를 

100%로 볼 때, 40%시 까지 내측회 각과 외 각의 감소

를 서서히 진행시키며 다운스윙을 한다. 그 후 28〫(117〫감소)

와 22〫(70〫감소)까지 감소시키며 임팩트를 이룬다. 상자 1

에 비해 각도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자 

1보다 백스윙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자 2의 흉곽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04의〫 내측회 (척추를 심으로 한 우측회 ), 곡선①의 

26굴〫곡, 그리고 곡선②의 6의〫 우측기울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한다. 상자 1과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구간에 걸쳐 흉곽의 운동은 꾸 히 임팩트를 향해 회

하고 있으며 기울기는 정비례에 가깝다. 몸통을 허리를 

심으로 골반과 흉곽으로 나  때 몸통의 측면기울임각

(tilt angle)을 알 수 있는 곡선②의 각변화는 다운스윙의 

26%시 부터 우측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22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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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9. 상자3의 손목각 변

①

②

③

그림 10. 상자3의 왼팔 각변

①

②

③

그림 11. 상자3의 흉곽각 변

기울어짐 상태에서 임팩트를 이룬다. 굴곡각은 43까〫지 

17가〫량 더 굴곡시켜 임팩트를 이룬다. 역시 상자 1과 

같이 스윙반 방향으로 흉곽을 미는 상(신 )(임정, 

2004; Mann & Griffin, 2000)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굴곡이 일어남으로서 공을 임팩트하기 해 공쪽

으로 더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 2에서도 

상자 1과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술되던 하 분

들(팔 - 클럽 - 클럽헤드)의 스피드증가를 한 흉곽의 

스윙반 방향 운동은 임팩트와 릴리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팔로스루 직 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자 3의 각운동

상자 3의 왼손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42의〫 내측회 , 곡선①의 26신〫 , 그리고 곡선②의 19〫

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내 각의 차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것 외에는 상자 1, 2와 같은 형태의 

코킹의 형성이다. 상자 3은 다운스윙-임팩트-릴리즈를 

100%로 볼 때, 60%시 에서 코킹을 풀기 시작하여 곧 

격한 감소율로 코킹각을 이고 있다. 이 은 상자

1, 2와 다르게 나타나는 상이다. 그러나 코킹의 풀림

에 사용한 각변 는 상자 1, 2와 같은 형태로 손목의 

내측회 각, 신 각, 내 각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자 3의 왼팔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160의〫 내측회 , 곡선①의 50신〫 , 그리고 곡선②의 

100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다운스윙-임팩

트-릴리즈를 100%로 볼 때, 42%시 까지 내측회 각과 

외 각의 감소를 서서히 진행시키며 다운스윙을 한다. 

그 후 24(〫136감〫소)와 51(〫49감〫소)까지 감소시키며 임팩

트를 이룬다. 상자 1, 2에 비해 각도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내측외 각의 감소 폭은 3명의 

상자  가장 크다. 이는 상자 1, 2보다 더 큰 왼팔의 

외측회 에 의해 백스윙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자 3의 흉곽의 운동은 곡선③에서 볼 수 있듯이 

89의〫 내측회 (척추를 심으로 한 우측회 ), 곡선①

의 29굴〫곡, 그리고 곡선②의 16의〫 우측 기울임 상태에

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몸통의 측면기울임각(tilt 

angle)을 알 수 있는 곡선②의 각변화는 다운스윙의 

32%시 부터 우측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18의〫 우

측 기울어짐 상태에서 임팩트를 이룬다. 굴곡각은 41까〫

지 11가〫량 더 굴곡시켜 임팩트를 이룬다.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헤드스피드를 늘리기 해 스윙반 방향

으로 흉곽을 미는 상(신 )(임정, 2004; Mann & 

Griffin, 2000)은 나타나지 않았고 상자 1, 2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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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임팩트와 릴리즈 이후인 팔로스루 직 에 일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기존의 운동학  연구에서 나타난 상 분 에 의한 

하 분 의 운동형태는 본 연구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흉곽, 왼팔 그리고 손(클럽)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상

분 인 흉곽이 먼  움직이고 왼팔, 왼손과 클럽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임으로서 선행연구와 같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일 으로 설명해온 분  간의 작용순서

는 같게 나타났지만 개인차에 따라 다른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기술

할 수 있는 것은 상 분 과 하 분  간의 작용순서가 

선행연구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3명의 상자는 분

의 작용순서는 같으나 분 운동의 폭은 차이를 보 다. 

이 폭은 상 분 과 하 분 의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물리 작용으로 효율성에 향을  수 있는 

운동역학 (kinetic)분석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 모두에게서 왼팔의 코킹각의 구성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는 미세한 분 의 움직임으로 측정

오류를 감안하여 기술되지 못했던 왼손의 내 각을 표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왼손(손목)의 내 각은 코킹의 

형성에 크게 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코

킹각이 손목의 내 각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신 각과 외 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임팩트 직  흉곽의 운

동이 볼의 진행방향의 반 로 진행된다는 분석과는 다

르게 골반-흉곽의 연결구조에서 있어서는 임팩트와 릴

리즈 구간 까지는 미세하지만 볼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 진행 음을 알 수 있었다. 상분석을 한 동

상 스윙을 검토한 결과 왼쪽골반 이하의 움직임에서 

볼의 진행방향의 반 로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임팩트 직 과 임팩트 시 에서 

나타났다는 흉곽운동의 결과는 정 한 동작분석에 의해 

흉곽, 골반 그리고 하체를 포함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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