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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아이언 스윙 시 성별에 따른 지면반력 및 족저압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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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analyze kinetic variables in the motion of male and female professional golfers to

suggest basic scientific materials for golf iron swing. Five male and five female professional golfe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Ground reaction force and foot pressure were measured during performing 10 swings for each participants using an iron club. The

result of the ground reaction force indicates that the force occurs at the left foot toward right(-) direction in the mid-downswing(E3)

and impact(E4) events in X-axis, while it occurs at the right foot toward anterior(-) direction in Y-axis for both male and female,

showing a big difference between them. Also, in Z-axis, large force occurs at the left foot in most events. The analyzed result on

foot pressure indicates that men have the highest pressure and area at the left foot, and women have the highest ones at the right

foot in the mid-downswing(E3) and impact(E4) events in the max foot pressure, ground contact area and average pressu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difference of central movement methods between men and women. Thus, different education and training on

golf swing should be necessary by gender due to their different patterns of golf iron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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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김소

윤 등, 2009). 우리나라에서도 골프가 대중화되어가고 있으며

(권선옥, 이기광, 2005),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

고 있다(Theriault & Lachance, 1998; Zheng, Barrentine, Flesig, &

Andrews, 2008). 골프를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적

은 타수로 라운드(round)를 마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은 타

수로 홀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티 샷(tee shot)을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보내야 하며(Flethcher & Hartwell, 2004), 두 번째 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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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린에 올려놓아야만 2퍼트로 마무리해서 좋은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나 PGA 투어 선수들 중에서 정교한 아이언 샷

을 구사하는 선수들의 평균 그린 적중률은 70~75% 정도이며,

나머지는 레귤러 온이 되지 않아 그린 주변에서 짧은 어프로치

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다르게 나타난다(김호묵, 우

상연, 정승은, 2007). 그리고 골프는 인간이 수행하는 가장 과학

적이고 힘든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장비와 다양한 수행

기술과 스윙기술을 가져야만 한다.

좋은 골프스윙이라 함은 일관성 있게 빠른 속도로 클럽의

페이스(face)를 본인이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며, 이

때 클럽헤드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에 맞아야 한다(Heuler,

1996). 좋은 스윙에 의한 좋은 샷(shot)은 스피드(speed), 정확성

(accuracy),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요인

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소재무, 1997; Koichiro, 1996). 그리고 좋은 골프스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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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지만 그 핵심은 타격(impact)동작에 있

다. 그 이유는 골퍼가 다운스윙에서 만든 운동량은 클럽헤드가

공과 접촉하는 동안 공으로 전달되며, 공의 비행 궤도는 전적

으로 이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성낙준, 2005). 또한 골프는

스윙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인 스윙 체계를 위해서

는 상체와 하체의 안정된 리듬을 통하여 클럽을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Burden, Grimshawm & Wallace,

2001). 골프스윙 동작에서의 올바른 균형은 몸의 중심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동한 뒤 다시 좌측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David & John, 1995; Gluck, Bendo, &

Spivak, 2008). 균형이 잡힌 자세는 좋은 스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균형을 잃으면 결코 좋은 스윙이 될 수

없다(김창욱, 2009; 유승원, 2009; 박진, 2005). 효과적인 골프스

윙은 하체의 고정과 회전축의 고정에 의한 정확성과 일관성의

확립으로, 상체의 어깨 회전각도와 하체의 골반 회전각도 차이

가 클수록 힘의 축적을 많이 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률이 높게

되고(Cheetham, Martin, Mottram & St. Laurent, 2001; Lindsay &

Horton, 2002), 측면 기울임(side bending)각을 크게 만들 수 있다

(Horton, Lindsay & MacIntosh, 2001).

골프의 스윙동작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운동역학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상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골프스윙동작의 운동학적 분석(kinematic analysis),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한 운동역학적 분석(kinetic analysis)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한 역학적인 변인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권선옥 등, 2005). 운동학적 분석에서는 공의 비거리 및 속도,

클럽헤드의 속도 증가를 위한 주요 변인을 비교분석하여 이것

을 규명하며, 임팩트 시 클럽헤드의 선속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김주선, 1994; 나상준, 1994; Burden, et al., 2001;

Cochran & Stobbs, 1968; Fujimoto, 1995; Milburn, 1982; Sanders

& Owens, 1992; Vaughan, 1981). 그리고 골프경기에서 좋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손동

주, 양정옥, 이중숙, 2009). 하체의 중요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신체 부위는 양발로써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발이 신체의

중심을 잡고, 힘을 전달하는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골프 스윙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Toski &

Love, 1998).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골프와 같은 치기 운동에

서 좌-우 양발간의 체중의 이동은 각 분절의 순차적인 움직임

에 대한 결과로 해석되어져야 하지만(Okuda, Armstrong,

Tsunezumi & Yoshiiko, 2002), 좋은 스윙의 필요충분조건인 것

처럼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도 있다(Barrentine, Fleisig &

Johnson, 1994; Koenig, Tamres & Mann, 1994; Wallace, Grimshaw

& Asford, 1994).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은 인체의 움직임에 큰 역할을 함으로서, 지면반

력을 이용한 연구로서는 스포츠 동작(Ball & Best, 2006; Parker,

2001), 자세제어(Doyle, Hsiao-Wecksler, Ragan & Rosengren,

2006; Onell, 2000), 보행(Veltink, Liedtke & van der Kooji, 2005),

신발(Aguinaldo & Mahar, 2003), 재활의학(Worthen et al., 2005),

무중력 상태의 움직임(Schaffner et al., 2005)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족저압력분

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골프스윙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이동기(2005)는 족저압력 측정장비를 이용

한 골프스윙 시 족저압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이중숙 등

(2005)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골프스윙 동작 시족저압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골프의 여러 동작에 대한 연구들은 파워와 일관

성을 갖춘 스윙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사

실 골프스윙 시 체중 이동에 따른 발과 지면과의 상호작용은

클럽의 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중이동의 결

과는 볼의 구질, 방향, 거리, 탄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골프스윙에서의 체중의 이동은 적절한 밸런스

를 유지할 수 있다(허유진, 문건필, 임정, 2005).

일반적으로 골프스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다소 수행되어져 왔으나 남

녀는 골격(bone)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운동역학적인 비교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정홍, 손권, 및 김관훈(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트레드밀

(treadmill)에서 보행 시 남녀의 운동범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양쪽 고관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와 같이 남녀간의 골프 스윙 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차이의 이해와 그에 적합한 스윙자세, 장비, 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와 여자의 운동역학적인 변인들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함

으로서 골프스윙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평균 경력 12년 이상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korea professinal golfer association) 소속 남자프로골퍼 5명과 한

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er

association) 소속 여자프로골퍼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실험에 앞서 실험의 목적 및 실험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실험동의서를 받았다. 실험을 수행한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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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Hight
(cm)

Weight
(kg)

Age
(year)

Career
(year)

Male M±SD 177.0±6.89 75.4±12.07 31.2±3.35 12.4±5.55

Female M±SD 172.4±7.98 69.3±11.80 30.9±2.96 12.2±5.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실험 절차

본 실험에 앞서 충분한 워밍업을 시킨 후 지면반력을 측정

하기 위해 스위스 Kistler사의 지면반력기(force platform) 2대를

사용하였으며 스윙 시 신발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독일 Novel사의 페다-M(PEDAR mobile system)을 착용한

상태에서 스윙동작을 실시하였다(Figure 1).

Figure 1. PEDAR mobile system and Force platform

스윙은 피험자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3m 전방에설치되어진타켓(target)에적중한샷을 10회반복측정하

였다. 골프클럽은 피험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7번 아이언으로 하

였으며골프화는징(stud)이 없는 연습화를착용하게 하였다.

3. 자료처리

스윙 동작은 <Figure 3>과 같이 어드레스(address), 백스윙탑

(backswingtop), 미드다운스윙(mid-downswing), 임팩트(impact), 팔

로우스로우(followthrough) 그리고 피니쉬(finish) 총 6가지 국면

(event)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 Event fo swing

4. 통계처리

남녀의 성별에 따른 스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실험에

서 얻어진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으며 남녀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Windows SPSS(ver

17.0)을 사용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지면반력

남녀의 스윙 시 발생하는 지면반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후(X축), 좌-우(Y축) 그리고 수직방향(Z축)에 대해서 수집한

결과를 각 피험자의 몸무게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1) X축

남자와 여자의 X축의 지면반력은 다음의 <Table 2>, <Figure

3>과 같이 모든 국면(even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5).

남자의 경우 E1의 오른발과 E2의 왼발, 오른발을 제외한 모

든 국면에서 우측(-)방향으로 힘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의 경

우 모든 국면에서 왼발은 우측(-)방향, 오른발은 좌측(+)방향으

로 힘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드레스 국면인 E1에

서는 남녀 모두 왼발에서 우측(-)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며 오른

발은 왼발과 반대방향인 좌측(+)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스윙탑 국면인 E2에서는 남자의 경우 왼발과

오른발 모두 좌측(+)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 왼발

은 우측(-)방향, 오른발은 좌측(+)방향으로 힘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미드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우, 피니쉬 국면인

E3, E4, E5, E6 국면은 남녀 모두 왼발에서 우측(-)방향으로 힘

이 주어지며 오른발에서는 남자는 우측(-)방향, 여자는 좌측(+)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를 보면

미드다운스윙(E3) 국면과 임팩트(E4) 국면에서 남자 여자 모두

왼발에서 우측(-)방향으로 큰 힘이 발생하며 남녀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Y축

남자와 여자의 Y축의 지면반력은 다음의 <Table 3>, <Figure

4>와 같이 E1의 왼발에서만 남자와 여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p<.05). 남자의 경우 전측(-)방향으로 -0.305 N/kg, 여자

의 경우 전측(-)방향으로 -0.116 N/kg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

다 전측(-)방향으로 큰 힘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0 Jae-Young Park

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0.816±0.319 -0.936±0.248 0.525

Right 0.159±0.097 0.211±0.191 0.599

E2
Left 0.108±0.340 -0.132±0.411 0.343

Right 0.443±0.293 0.484±0.258 0.818

E3
Left -1.019±0.396 -1.517±0.715 0.211

Right -0.023±0.306 0.385±0.299 0.065

E4
Left -1.297±0.804 -0.975±0.433 0.454

Right -0.236±0.278 0.295±0.479 0.064

E5
Left -0.315±0.190 -0.471±0.323 0.377

Right -0.139±0.213 0.064±0.298 0.251

E6
Left -0.166±0.195 -0.276±0.221 0.426

Right -0.009±0.075 0.021±0.138 0.682

**p<.05

Table 2. GRF of X-axis (unit: N/kg)

Figure 3. GRF of X-axis

어드레스 국면인 E1의 오른발에서는 남자(0.239 N/kg)가 여

자(0.142 N/kg)보다 후측(+)방향으로 큰 힘을 나타내고 있으며,

백스윙탑 국면인 E2에서 남자의 왼발(0.518 N/kg)이 여자의 왼

발(0.261 N/kg)보다 후측(+)방향으로 큰 힘을 보이고 있고 남자

의 오른발(-0.486 N/kg)에서도 여자의 오른발(-0.395 N/kg) 보다

전측(-)방향으로 큰 힘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미드다운스윙,

팔로우스로우, 피니쉬 국면인 E3, E5, E5에서는 E2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임팩트 국면인 E4에서는 다른 국면들과는

다르게 남자의 왼발(0.040 N/kg)은 후측(+)방향, 여자의 왼발

(-0.527 N/kg)은 전측(-)방향으로 힘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를 보면 미드다운스윙(E3) 국면에서 남녀 모두 오른

발에서 전측(-)방향으로 큰 힘이 발생하며 남녀간의 차이도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0.305±0.116 -0.116±0.090 0.021**

Right 0.239±0.140 0.142±0.128 0.286

E2
Left 0.518±0.408 0.261±0.412 0.350

Right -0.486±0.386 -0.395±0.533 0.767

E3
Left 0.803±0.376 0.892±0.748 0.818

Right -0.966±0.179 -0.588±0.414 0.098

E4
Left 0.040±0.586 -0.527±0.738 0.215

Right -0.486±0.348 -0.206±0.359 0.246

E5
Left -0.505±0.252 -0.579±0.521 0.782

Right 0.116±0.232 0.308±0.247 0.243

E6
Left 0.179±0.060 0.084±0.155 0.234

Right -0.177±0.107 -0.076±0.142 0.242

**p<.05

Table 3. GRF of Y-axis (unit: N/kg)

Figure 4. GRF of Y-axis

3) Z축

남자와 여자의 Z축의 지면반력은 다음의 <Table 4>, <Figure

5>와 같이 모든 국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p>.05).

어드레스 국면인 E1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면에서는 남자의

왼발이 여자의 왼발보다 큰 힘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E1에서는

여자의 왼발(5.564 N/kg)이 남자의 왼발(5.224 N/kg)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른발의 경우 백스윙탑, 미드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 국면인 E2, E3, E4, E6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

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드레스, 팔로우스로우 국면인 E1,

E5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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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5.224±0.655 5.564±0.367 0.341

Right 5.027±0.481 4.935±0.805 0.832

E2
Left 3.446±0.835 3.040±1.394 0.591

Right 5.477±1.101 6.717±1.016 0.101

E3
Left 10.245±1.903 8.262±1.878 0.136

Right 4.345±1.909 6.440±2.033 0.132

E4
Left 9.847±1.980 8.285±2.174 0.269

Right 3.534±1.953 4.589±1.523 0.368

E5
Left 7.525±1.492 7.271±3.003 0.870

Right 3.391±1.220 3.257±1.317 0.871

E6
Left 8.535±0.710 8.502±0.594 0.938

Right 1.116±0.752 1.993±0.745 0.101

**p<.05

Table 4. GRF of Z-axis (unit: N/kg)

Figure 5. GRF of Z-axis

2. 족저압력분포

남녀의 스윙 시 발생하는 족저압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발 내부의 바닥에 측정 인솔을 삽입하여 최대족저압력

(maximum foot pressure), 접지면적(area) 그리고 평균압력(mean

foot pressure)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 최대족저압력

남자와 여자의 최대족저압력분포는 다음의 <Table 5>,

<Figure 6>과 같이 모든 국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5).

남자 왼발의 경우 E2를 제외한 E1, E3, E4, E5와 E6에서 각각

235.813 N/cm
2
, 462.642 N/cm

2
, 432.491 N/cm

2
, 331.732 N/cm

2
그리

고 421.768 N/cm2로 여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남자 오른

발의 경우 E1과 E2에서만 각각 197.187 N/cm
2
과 252.297N/cm

2
로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미드다운스윙(E3) 국면과 임

팩트(E4) 국면에서 남녀 좌․우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235.813±93.650 167.959±31.138 0.163

Right 197.187±59.541 142.430±78975 0.251

E2
Left 153.712±69.106 153.907±122.166 0.998

Right 252.297±98.382 147.796±73.370 0.093

E3
Left 462.642±181.355 319.846±117.743 0.178

Right 208.790±140.430 265.487±124.739 0.519

E4
Left 432.491±236.200 300.516±145.126 0.318

Right 183.655±122.051 223.501±112.169 0.606

E5
Left 331.732±149.513 294.336±114.245 0.669

Right 158.227±83.902 174.910±116.824 0.802

E6
Left 421.768±205.495 372.361±62.105 0.621

Right 58.945±43.135 67.195±47.475 0.781

**p<.05

Table 5. Maximum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unit: N/cm2)

Figure 6. Maximum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2) 접지면적

남자와 여자의 접지면적은 다음의 <Table 6>, <Figure 7>과

같이 E1의 오른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p<.05).

이는 E1의 오른발에서 남자의 경우 62.294 cm
2
, 여자의 경우

39.077 cm
2
로 남자의 오른발 접지면적이 여자의 오른발 접지면

적 보다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E3과, E4의 오른

발, E6의왼발을제외한 나머지 모든 event에서남자의 접지면적

이 여자의 접지면적보다 넓게 나타났다. 또한 미드다운스윙(E3)

국면 이후에서부터 남녀 모두 왼발의 경우 급격하게 면적이 증

가하고 오른발의 경우 면적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3) 평균압력

남자와 여자의 평균압력은 다음의 <Table 7>, <Figure 8>과

같이 E1, E4 그리고 E5의 왼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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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73.100±28.553 64.263±9.472 0.530

Right 62.294±11.008 39.077±15.605 0.026**

E2
Left 52.932±20.001 41.641±19.889 0.397

Right 69.364±23.036 41.141±17.960 0.063

E3
Left 92.158±29.809 80.398±37.934 0.601

Right 36.857±11.268 38.211±7.590 0.829

E4
Left 84.023±37.229 68.892±28.425 0.491

Right 31.890±8.552 33.126±8.433 0.824

E5
Left 70.405±33.625 69.652±22.976 0.968

Right 31.438±7.481 28.353±10.486 0.607

E6
Left 74.538±21.286 77.483±13.090 0.799

Right 19.105±9.924 16.914±9.144 0.726

**p<.05

Table 6. Area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unit: cm2)

.

Figure 7. Area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이는 E1, E4 그리고 E5의 왼발에서 남자의 경우 각각 70.333

kPa, 130.667 kPa과 118.833 kPa으로 나타나 여자의 53.286 kPa,

81.476 kPa 그리고 80.238 kPa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드다운스윙(E3) 국면 이후에서부터 남녀

좌․우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논 의

일반적으로남자와 여자는 인체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골반의 형태

와 크기가 다르며 팔의 모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대퇴사두근각

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권혁

철, 1999). 이에 본 연구는남녀프로골퍼의 골프 스윙동작에서 나타

나는 운동역학적 변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지면반력 결과를 보면 X축(좌-우)방향의 지면반력

에서 여자의 왼발의 경우 남자의 왼발보다 미드다운스윙(E3)

국면에서 우측(-)방향으로큰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der
Event

Male Female
p-value

M±SD M±SD

E1
Left 70.333±10.843 53.286±8.684 0.025**

Right 60.333±15.906 98.191±45.621 0.118

E2
Left 58.800±14.822 65.286±18.869 0.562

Right 92.567±43.036 83.619±26.412 0.702

E3
Left 132.667±37.650 92.381±12.977 0.054

Right 130.333±66.096 185.143±93.799 0.317

E4
Left 130.667±28.348 81.476±10.085 0.006**

Right 129.500±52.888 179.952±87.174 0.301

E5
Left 118.833±28.453 80.238±23.814 0.049**

Right 123.500±53.465 163.762±101.493 0.455

E6
Left 139.000±35.269 110.381±24.501 0.175

Right 44.167±23.139 66.429±38.797 0.303

**p<.05

Table 7. Mean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unit: kPa)

Figure 8. Mean foot pressure of male and female

이는 박종진(2004)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임팩트

(E4) 국면에서도 미드다운스윙(E3) 국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팩트(E4) 국면에서 남자의 왼

발에서 가장 높은 지면반력이 나타나고 있어 Cooper(1974)의 임

팩트 순간 남자의 왼발에 75%의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연구결

과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Y축(전-후)방향의 지면반력에서는

미드다운스윙(E3) 국면의 오른발에서 남녀의 차이가 상당히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Cooper(1974)의

연구결과와 같이 임팩트(E4) 직전 남자의 경우 왼발에 체중일

싣기 위해 급격한 중심이동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

여지며 여자의 경우 오른발을 남자보다 빨리 들어 올리는 양상

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Z축 방향의 지면반력

에서는 어드레스(E1) 국면을 제외한 모든 국면에서 남자의 왼

발이 여자의 왼발보다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남자의 경우 여자

보다 왼발에 많은 지지를 가하고 있다는 Cooper(1974)의 연구결

과를 뒷받침할 만한 결과로 보여진다.

족저압력분포는 왼발의 최대압력분포 결과에서 백스윙탑(E2)

을 제외한 모든 국면에서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오른발

의 경우 E1과 E2에서만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여 남자 프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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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의 스윙 시 왼발에 더 많은 압력이 발생하며 여자 프로골퍼

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의

오른발의 경우 미드다운스윙(E3) 국면에서 남자와 다른 높은

족저압력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오른발의 움직임에 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 백

스윙탑(E2)에서 미드다운스윙(E3) 국면 사이에서 오른발에 체중

이 많이 싣고 있는 스윙의 형태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지면적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와 여자의 스윙 시 발생하는 접지면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

면에서 남자의 왼발과 오른발이 여자의 왼발과 오른발보다 접

지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디다운스윙(E3)과 임팩트(E4)

국면에서만 여자의 오른발이 남자의 오른발 보다 높은 면적값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압력분석 결과를 통

해 남자와 여자의 스윙 시 발생하는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의

차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즉, 왼발의 경우 대부분의 국면

에서 확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반면 오른발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면반력과 족저압력분석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신체 중심이동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

스윙 시 남자와 여자는 다른 형태의 스윙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는 Zhenq et al.(2008)의 연구결과에서남자와 여자의백스윙 동작

시 트렁크 기울기와 골반 위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해

운동학적 분석과 운동역학적 분석의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진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골프 스

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골프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로 관심

과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의 발달로 골프

스윙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같은 성별간의 분석으로 인해 스윙 메카니즘을 도출

해 내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골프 스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자와 여자 모두 미드다운스윙(E3) 국면과 임팩트(E4)

국면에서 왼발로의 무게중심이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팩트 순간 최대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련의 동작

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왼발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명확히 파악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스윙 동작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간의 왼발과 오른발에 집중되는 지면반력 및 족저

압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근골

격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수행되어 진다면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골프 아이언 스윙 시 남녀 성별에 따른 운동역학

적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골프스윙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골프스윙 시 나타나

는 신체 행동 패턴에 대한 운동학적 비교를 통해 더욱 정량적

인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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