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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method to analyze and evaluate a golf swing motion using the ground reaction force

(GRF) data. Proper weight shifting is essential for a successful shot in golf swing and this could be evaluated by means of the forces

between the feet and ground. GRF during the swing were measured from 15 low-handicapped male golfers including professionals.

Four clubs(driver, iron 3, iron 5, and iron 7)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lub. Swings

of each subject were taken using a high speed video camera and GRF data were taken simultaneously by two AMTI force platforms.

To simplify the GRF data, forces of the three major component of GRF(vertical, lateral, anterior-posterior force) at 10 predefined

temporal events for each trial were selected and the mean of each event were calculated and evaluated. Analyzed vertical GRF

(VGRF) data c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tyles, one-legged and two legged. One-legged style shows good weight transfer to

the target leg and most of the previous study shows this style as a typical pattern of good players. Therefore the data from the iron

5 swing obtained from 10 one-legged style golfers are provided as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a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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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동작의 분석과 평가는 운동역학 분야의 주된 관심사이

며 주로 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한 동작의 분석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골프 스윙의 경우도 스윙을 가르키고 연습하는

현장은 물론, 동작 분석 연구의 대부분이 영상 분석을 이용한

것이다.

한편 영상분석 장비와 더불어 지면반력분석기(for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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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동 시 중요한 힘의 근원인 발과 지면 사이에 상호작용하

는 힘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장비로서 동작 분석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지면반력 분석기를 이용한 스윙동작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골프에서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이동이

필수적이며, 스윙 중 적절한 체중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샷(shot)을 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

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스윙 중의 체중의 이동 형태는 준비자

세(setup)에서 양발에 거의 균등하게 체중을 분배하며, 백 스윙

(back swing)에서 오른발(뒷발, 목표에서 먼 발)로 체중을 이동

하였다가, 다운 스윙(down swing)에서 다시 왼발(앞발, 목표 쪽

발)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공을 치라는 것이다(Leadbetter, 2002;

Hane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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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시 지면반력을 분석 평가하여 스윙을 교정하는데 이용

하려면 먼저 어떠한 지면 반력의 형태와 특성이 역학적으로 바

람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사용하는 클럽에 따

른 지면 반력의 변화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

구 결과들은 스윙 중 지면반력의 변화 특성과 스윙 동작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연구 결과 간

에 불일치와 상반된 결과로 인하여 아직도 명확한 이론을 정립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골프 스윙 중의 지면반력의 변화를 연구한 최초의 논문은

한 우수선수의 스윙을 반복 분석한 Carlsoo(1967)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국내외적으로 약 3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 연구들은 크게 한 가지 클럽의 스윙시 지면반력을 분석

한 것과 여러 종류의 클럽들에 대해 지면반력을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클럽들의 스윙을 분석한 논문은 국내외

적으로 많지 않다(성낙준, 2007).

드라이버와 3번, 7번 아이언의 세 가지 클럽의 스윙을 분석

한 논문에는 Cooper, Bates, Bedi 와 Scheuchenzuber(1974)와

Koenig, Tamres 와 Mann(1994) 연구가 있으며, 드라이버와 5번

아이언의 두 가지 스윙을 분석한 연구로는 Barrentine, Fleisig,

Johnson 과 Woolley(1994)가 있다. 국내의 경우 허유진, 문건필

및 임정(2005)과 성낙준(2007)이 4가지 클럽의 스윙에 대해 분

석한 논문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우수골퍼들의 스윙

시 지면 반력을 측정 분석하고,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함

으로써, 골프 스윙 시 효과적인 또는 바람직한 지면 반력의 변

화 형태를 찾고자 한다. 바람직한 지면반력 변화 형태가 찾아

진다면 지면반력 분석을 통한 골프스윙 동작의 평가 및 교정이

가능해 질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선행연구들의 경우 피험자 수가 작아서 일반화하기에 문제

가 있었으므로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우수 골퍼의 동작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피험자는 프로 및 세미프로를 포함한

핸디 5이하의 남자 골퍼 15명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체중은 평

균 771N, 표준편차 235N이었다.

2. 실험 장비

지면반력은 족저 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

나(Kawashima, 1997; 이중숙, 이동기, 2005), 족저압 측정기는 수

직력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신발 바닥에 설치하는 센서의 비

용 때문에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상하, 전후, 좌우의 세 힘 성분과 양 발이 지면

에 가하는 발의 압력 중심 위치도 측정할 수 있는 지면반력분

석기(force platform)를 이용하였다.

3. 실험 절차

지면 반력의 측정은 2대의 지면반력 측정기(AMTI)를 스윙연습

실 바닥에 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스윙 동작은 한 대의 고속비디

오 카메라(Photron PCI 500)를 전면에 설치하여 촬영하였다(Figure

1). 촬영 속도는 125 프레임, 노출시간은 1/1,000 sec로 하였으며,

포스플랫폼의 자료는 1,000 Hz로 샘플링 하였다. 플랫폼과 카메라

의 동조를 위해 동조 장비를 이용하였다. 이 장비는 자료 수집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포스플랫폼의 13번 채널에 전압을 거는 동시

에 촬영 위치의 바닥에 놓은 엘이디(LED)가 점등되도록 한다. 지

면반력의 측정과 분석은 Kwon GRF 2.0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클럽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3, 5, 7번 의 네 가

지 클럽이었으며, 피험자들은 모두 각자의 골프화를 착용하고

각자의 클럽을 이용하여 샷(shot)을 하였다. 스윙은 짧은 클럽부

터 긴 클럽 순으로 하였으며, 피험자 별로 각 3회씩 스윙하여

피험자가 가장 만족하는 동작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포스플랫폼의 자체 좌표계는 케이블의 반대방향이 Y축, 지면

아래 수직방향이 Z축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스

윙이 진행되는 목표 방향을 Y축, 수직 상방이 Z축이 되도록 좌

표 변환을 하여 분석하였다<Figure 1>. 따라서 스윙하는 골퍼를

기준으로 좌우방향은 Y축이며 좌측이 + 방향, 전후는 X축이며

앞이 + 방향이 된다. 결과 및 논의에서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목표 쪽의 앞발은 왼발, 반대편 뒷발은 오른발로 지칭하였다.

Figure 1. Experimental setup and coordinate
system of the forc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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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poral events definition

포스플랫폼에서 나온 지면반력 자료는 10개의 각 이벤트에

서의 값을 추출한 후, 힘 벡터를 수직, 수평 좌우, 수직 좌우의

성분으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윙 동작은 정면에서 보아 클럽이 매 90  〬 (degree)를 회전할

때의 시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Heuler, 1996; 성낙준, 2004; 성

낙준, 2007), 이에 따라 설정한 이벤트(EN- Event Number)는 다

음과 같다(Figure 2).

EN1. 백 스윙 시작(INI; INItiating), EN2. 백 스윙에서 샤프

트 수평(SHB; Shaft Horizontal at Back swing), EN3. 백 스윙에

서 샤프트 수직(SVB; Shaft Vertical at Back swing), EN4. 스윙

의 정점(TB; Top of Back swing), EN5. 다운 스윙에서 샤프트

수직(SVD; Shaft Vertical at Down swing), EN6. 다운 스윙에서

샤프트 수평(SHD; Shaft Horizontal at Down swing), EN7. 임팩

(IP; Impact), EN8. 팔로우 스윙에서 샤프트 수평(SHF; Shaft

Horizontal at Follow swing), EN9. 팔로우 스윙에서 샤프트 수직

(SVF; Shaft Vertical at Follow swing), EN10. 팔로우 스윙 끝에

서 샤프트 수직 (FIN; FINish).

포스플랫폼 자료에서 각 이벤트의 시점을 찾기 위해 먼저 비

디오 자료에서 각 이벤트의 프레임 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근거

로 포스플랫폼 자료에서 각 이벤트의 자료를 찾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즉 각 기기의 시간을 시작 시점 INI를 0 시간으로 한 상

대 시간으로 변환한 후, 변환된 비디오 자료의 이벤트 시간들에

해당하는 포스플랫폼 자료의 값을 선택하였다. 선택하여 분석한

변인은 전후, 좌우의 수평력과 수직력이다. 골퍼가 자신의 움직

임을 이해하기에는 반작용력보다 작용력이 더 직관적이므로, 수

평 성분들은 작용력으로 변환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힘 자료는

피험자의 체중으로 나누어 정규화(normalize)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표와 그림의 힘들의 단위는 피험자들의 평균

체중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값(BW, Body Weight)이다. 각 클럽

별로 10개의 이벤트 값을 평균하여 구한 후, 이를 그래프로 그

려 클럽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클럽 간 평균치 차이에 대한

통계검증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처리 작업은 Mathcad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결 과

피험자별 지면반력의 변화 형태는 피험자 별로 구별되는 특

성이 있었으나, 동일 피험자의 변화 형태는 클럽에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었다. 숙련된 선수들의 이러한 일관성은 Carlsoo

(1967), Cooper et al.(1974), Richards, Farrell, Kent와 Kraft(1985),

Wallace, Graham와 Bleakley(1990), Williams, Jones와 Snow

(1988)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Figure 3. GRF pattern of 'One-legged style' golfer. L and R behind
the variable denote Left & Right foot

Figure 4. GRF pattern of 'Two-legged' style gol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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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Force

EN0 EN1 EN2 EN3 EN4 EN5 EN6 EN7 EN8 EN9

Fx-L
-0.04
(0.02)

-0.03.
(0.02)

-0.01
(0.03)

0.14
( 0.1)

0.03
(0.12)

-0.04
(0.04)

-0.06
(0.03)

-0.05
(0.04)

-0.02
(0.03)

0.02
(0.02)

Fy-L
-0.06
(0.09)

-0.04
(0.06)

-0.02
(0.06 )

0.02
(0.03)

-0.1
(0.09 )

-0.04
( 0.11)

-0.05
( 0.1)

-0.07
(0.07 )

-0.04
(0.06)

-0.01
( 0.04)

Fz-L
0.5

(0.06)
0.23

(0.07)
0.26

(0.08)
0.45

( 0.2)
0.97

(0.26)
0.91

(0.21)
0.88

(0.12)
0.68

(0.14)
0.72

(0.11)
0.79

( 0.1)

Fx-R
0.04

(0.06)
0.03

(0.07)
0.02

(0.08)
-0.12
( 0.2)

-0.06
(0.26)

-0.01
(0.21)

0.01
(0.12)

0.03
(0.14)

0.03
(0.11)

-0.02
(0 .1)

Fy-R
0.05

(0.06)
0.08

( 0.1)
0.08

( 0.1)
0.07

(0.11)
-0.01
(0.07)

-0.03
(0.05)

-0.03
(0.03)

-0.03
(0.04)

-0.02
(0.03)

0.01
(0.03)

Fz-R
0.51

(0.06)
0.79

(0.08)
0.69

(0.07)
0.53

(0.15)
0.38

(0.18)
0.31

( 0.2)
0.28

(0.17)
0.2

(0.11)
0.18

(0.08)
0.2

(0.05)

* Fz(vertical) is a reaction force. Fx(medio-lateral) and Fy(anterior-posterior) are action force.

Table 1. Mean and SD of the Three Force Components of 10 Events for Iron 5 Swing (BW)

분석한 골퍼들의 지면반력 변화 형태는 수직력의 변화 형태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졌다. 한 가지는 <Figure

3>와 같이 백 스윙 동안 증가된 우측발의 수직력이 다운스윙

이후 점차 감소하여 다시 증가하지 않는 형태이며, 다른 형태

는 <Figure 4>와 같이 다운 스윙에서 우측발의 수직력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이다. 이 둘은 그 특성에 따라 <Figure 3>의 형태

는 “한발 지지형”, <Figure 4>의 형태는 “양발 지지형”으로 명

명하였다. 분석한 15명의 골퍼 중 10명은 한발지지형의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양발지지형의 형태로 분류되었다.

양발지지형의 골퍼의 경우 임팩 전 오른발 수직력 형태는

다시 A) 백 스윙 동안의 최고치 보다 작은 경우, B) 비슷한 경

우, C) 더 큰 경우의 세 가지로 세분되므로, 이들의 지면반력

특성은 평가 기준치로 만들기에 적절치 못하였다.

따라서 지면반력의 성분별 분석결과는 한발지지형으로 분류

된 10명의 자료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이들 10명의 체중은

평균 749N, 표준편차 282N이었다. 수치자료는 기준 클럽인 5번

미들 아이언의 자료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1. 수직 지면반력

일반적인 스윙이론에서 강조되는 체중이동을 나타내는 성분

은 수직지면반력이다. 한발지지형 골퍼 10명의 10개 이벤트에

서의 평균 수직반작용력은 <Figure 5>와 같았다. 백 스윙 시작

(EN1)에서 체중은 양발에 50%씩 거의 균등 분배되어 있으며,

이후 클럽이 수평이 되는 시점(EN2)에서 오른발의 힘이 크게

증가한다. 이때 지면 반력의 크기는 클럽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약 0.8 BW를 유지하고 있다. 백 스윙 탑(EN4)까지는 클럽 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후부터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왼발은

다운 스윙에서 클럽이 수직이 되는 시점(EN5)까지 힘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대가 된다. 다운스윙 클럽 수직(EN5)부터 임팩

(EN7)까지의 왼발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크기는 아이언 7번이

최대, 드라이버는 최소로서, 클럽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작

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오른발은 백 스윙 클럽 수평(EN2)

이후 지속적으로 그 힘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수직력이 스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발의 수직력을 합한 전체수직력의 변화도 중요하다. <Figure 6>

를 보면 백 스윙 탑 (EN4)까지는 거의 체중과 같은 힘이 작용

하며, 이후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직후부터, 지면을 아래로 미는

수직력이 크게 증가한다. 다운스윙 클럽수평(EN5)에서 최대력

이 나오며, 그 크기는 아이언 7번이 1.43 BW로 가장 크며, 드

라이버가 1.26 BW로 가장 작다. 이러한 변화 형태는 왼발의 수

직력 변화 형태와 같다.

Figure 5. Mean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s (VGRF)
of one-legged style golfers at 10 events

Figure 6. Resultant VGRF (Sum of VGRF of each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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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우 방향의 힘의 변화

좌우 방향의 평균력 변화는 <Figure 7>과 같았다. 준비 자세

에서 왼발은 오른쪽으로, 오른발은 왼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

두 다리를 안으로 조이는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 힘은 약 0.05 BW로서 매우 작다.

이후 백 스윙 탑(EN4)까지 왼발의 우로 미는 성분은 계속 감

소하다가 다운스윙 클럽 수직(EN5)에서 우측으로 미는 힘이 최

대가 된다. 오른발은 백 스윙 탑(EN4)으로 가면서 좌로 미는 힘

이 다소 증가했다가, 다운스윙 클럽 수직(EN5) 이후 왼발과 함

께 우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EN5에서 왼발이 우로 미는 힘은

아이언 7번이 -0.1 BW로 최대, 드라이버가 -0.05 BW로 최소이

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다.

발의 좌우력이 골퍼의 몸에 가하는 순작용력을 보기 위해,

양발에 작용하는 힘을 합한 합력은 <Figure 8>과 같았다. 백 스

윙 탑(EN4)까지는 좌로 미는 힘이, 그 이후에는 우로 미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Figure 7. Mean lateral forces of one-legged style golfers
at 10 events

Figure 8. Resultant lateral forces(sum of forces of each foot)

3. 전후방향 힘의 변화

전후 방향의 평균력의 변화는 <Figure 9>과 같았다. 전후 방

향의 힘의 변화는 수직력 및 좌우력에 비해 전체적으로 클럽별

편차가 매우 작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양발의 힘 변화 형태는

대칭을 이루고 있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으며, 이는

Cooper et al.(1974), Williams et al.(1983), Barrentine et al.(1994),

Figure 9. Mean anterior-posterior forces of one-legged
style golfers at 10 events

Figure 10. Resultant anterior-posterior forces(sum of forces
of each foot)

Koenig et al.(1994), 성낙준(2007)을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서도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백 스윙이 시작되면서 왼발은뒤쪽(X축 - 방향), 오른발은 앞

쪽(X축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뒤와 앞으로 각각

작용하는 양발의 힘은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좌측)으로

의 모멘트를 만드는 짝힘(force couple)이 되며, 이에 대한 각반

작용은 골퍼의 몸이 수직축에 대해 우측으로 회전하는 모멘트

를 만들게 된다(Carlsoo, 1967; 성낙준, 2007). 이러한 결과는 백

스윙 초기에 상체만 우로 돌고, 하체는 거의 그대로 있는 전형

적인 스윙 동작과 잘 부합된다.

백 스윙에서 클럽이 수직이 되는 시점(EN3)부터 양발의 힘

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이는 다운 스윙의 클럽 수평(EN6)까

지 이어진다. 이 구간에서 왼발은 지면을 앞으로 오른발은 뒤

로 밀고 있으므로, 이는 시계 방향(우측)으로의 모멘트를 만드

는 짝힘이 된다. 이 짝힘에 대한 각반작용은 골퍼의 몸이 수직

축에 대해 반시계방향(좌측)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를 발생시킨

다. 이 모멘트는 백 스윙 후반부터 상체의 회전을 느려지게 하

는 동시에 관련 근육의 신장성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임팩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골퍼의 몸이 가해지는 전후력을 보기 위해 양발의 전후 방

향의 힘을 합한 <Figure 10>을 보면, 골퍼의 몸에 가해지는 전

후력은 매우 작으며, 그 최대값도 좌우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Figure 8>의 절반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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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지면반력 자료를 이용하여 골프스윙 동작을 분석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치를 만들려면, 숙련된 골퍼들의 공통

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성분의 힘 중에서

스윙동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값이 가장 큰 수직지

면반력이므로, 일차적으로 수직지면 반력에서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 우수 골퍼들의 수직 지

면반력 변화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지면반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두 가지

수직력 변화 형태 중 한발지지형을 전통적인 우수 골퍼의 유형

으로 보고하고 있다(Carlsoo, 1967; Barrentine et al., 1994;

Koenig et al., 1994; Williams & Sih, 1998; Kawashima, Meshizuka

& Takeshita, 1998; Okuda, Armstrong, Tsunezumi & Yoshiike,

2002). 따라서 한발지지형은 스윙 중 효과적으로 수직력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발지지형 피험

자들의 평균치는 동일 유형 골퍼들의 지면반력 평가 기준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양발지지형의 스윙 형태에

대한 보고들도 나타나고 있다. Lim(2004)은 숙련자의 경우도

임팩 시 양발의 수직력이 앞발에 많이 실리는 형(FFS)과 뒷발

에 많이 실리는 형(RFS)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국내 남자프로 15명의 동작을 분석한 박영훈(2005)은 임팩

직전에 오른발에서 국부적 최대수직력이 발생하여 선행연구결

과와 다른 형태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Kevin(2006)은

골퍼 62명의 발 압력 중심 변화를 군집 분석한 결과 “앞발 집

단(Front foot group)”과 “뒷발 집단(Reverse group)”의 2가지 형

태가 있으며, 양쪽 모두 효과적으로 스윙을 하고 있으므로, 동

작 분석 전에 그 골퍼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발지지형이 전통적인 한발지지형에 비해 잘못된 체

중이동을 하고 있다거나, 한발지지형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평

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발지지형은 그 특성이 다양하며, 아직

충분히 검증된 형태가 아니므로, 양발지지형 골퍼에 대한 기준치

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클럽에 따른 수직력의 차이는 왼발의 경우 다운 스윙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큰 형태는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발의 경우 클럽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특성과 값을 보이

고 있다. 왼발의 최대 수직지면반력 차이를 보면, 클럽이 짧을

수록 수직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중숙 등

(2005), 허유진, 문건필 및 임정(2005), 성낙준(2007), Worsfold,

Smith와 Dyson(2007) 등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특성은

긴 클럽일수록 클럽의 라이각(lie angle)이 작으며 클럽의 스윙

면도 더 편평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후 수평력과 좌우 수평력은 그 최대치가 0.1 BW정도로서

수직력에 비해 매우 작으며, 전후력의 크기와 변화 형태는 클

럽별 차이가 거의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직력에 비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력의 경우 다운스윙시 왼발의 힘이 클럽별로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특성과 값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좌우 방향으로의 체중이동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스윙 이

론을 생각하면, 좌우방향으로 미는 힘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 힘 값은 체중의 10%이하의 매우 작

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운스윙 시 왼발 방향

으로의 체중이동은 오른발로 지면을 강하게 옆으로 미는 동작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발의 좌우력을 합한 <Figure 8>을 보면 백 스윙 탑까지는

지면을 좌로 밀어 골퍼의 몸이 우측으로의 반작용을 받게 하며,

이후로는 지면을 우로 밀어 몸이 좌측으로의 반작용을 받게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좌우 방향의 힘은 개별적으로 평

가하는 것보다 양발의 합력을 구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후 방향의 힘 패턴은 Koenig et al.(1994), 성낙준 등(2007)

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스윙동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후 방향의 힘 변화는 <Figur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신전단

축주기(SSC, stretch-shortening cycle)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회전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도 중요하다. 숙련된 골퍼들

의 경우 백 스윙이 끝나기 전에 하체는 이미 목표 쪽 움직임을

시작함으로써 SSC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Leadbetter, 2002; 박영훈, 2005; 성낙준, 2007). 다

운스윙이 시작된 후 임팩 이후 클럽 수평(EN8)까지 계속되는

뒤로 미는 힘은 골퍼의 몸이 앞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 힘이 매우 작으므로 스윙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골프 스윙 시 발이 지면에 가하는 힘을 측정한

후,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골프스윙 동작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치를 만들고자 수행되었다.

프로를 포함한 핸디가 5 이하인 골퍼 15명의 스윙동작에서

지면반력 자료를 얻었으며, 클럽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가

지 클럽으로 스윙하게 하였다. 스윙 중 지면반력은 10개의 이

벤트 시점에서의 자료로 단순화하였으며, 각 이벤트에서의 평



A Method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Golf Swing Using the Force Platform Data 219

가 기준치는 전체 피험자들의 값을 평균하여 구하였다.

분석한 골퍼들은 수직지면반력 형태에 따라 ‘한발 지지형’

10명과 ‘양발 지지형’ 5명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한

발 지지형 골퍼들의 지면반력 평균값을 스윙 평가 기준치로 선

택하였다. 수직과 전후, 좌우 성분 별 10개의 이벤트에서의 자

료는 그래프 및 수치 값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스윙 동

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골프스윙 분석은 비디오에 의

한 동작 분석에 한정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면

반력분석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효율적인 스윙 분석 및

처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훈(2005). 남자 프로골퍼의 드라이브스윙 시 하체동작의

운동역학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성낙준(2004). 골프 클럽의 스윙궤도와 스윙면에 대한 고찰. 한

국운동역학회지, 14(1), 99-115.

성낙준(2007). 클럽의 길이변화에 따른 골프스윙의 지면반력

변화. 한국운동역학회지, 17(2), 31-40.

이중숙, 이동기(2005). 프로와 아마추어 골프의 골프 스윙 동작시

족저압력 비교 분석. 한국운동역학회지, 15(2), 41-55.

허유진, 문건필, 임정(2005). 글럽별 골프 스윙시 지면반력 변

화에 관한 연구. 한국운동역학회지, 15(2), 103-111.

Barrentine, S. W., Fleisig, G. S., Johnson, H., & Woolley, T. W.

(1994). Ground reaction forces and torques of pro-

fessional and amateur golfers. Paper presented at the

1994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Carlsoo, S. (1967). A kinetic analysis of the golf swing. Journal

of Sports Medicine Physical Fitness, 7(0), 76-82.

Cooper, J. M., Bates, J. M., Bedi, J., & Scheuchenzuber, J.

(1974). Kinematic and kinetic analysis of the golf

swing. Biomechanics, IV.

Haney, H. (2002). 행크 헤인니의 21세기 최고의 테크닉 (장석

기 역). 경기도 파주: 한일 산업.

Heuler, O. (1996). Golf swing basics(E. Reinersmann, Trans.).

New York: Sterling Pub.

Kawashima, K. (1997). Kinematical analysis of foot force during

the golf swing. Paper presented at the XVIth ISB

Tokyo Congress.

Kawashima, K., Meshizuka, T., & Takeshita, S. (1998). A kine-

matic analysis of foot force exerted on the soles during

the golf swing among skilled and unskilled golfers. Paper

presented at the 1998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Koenig, G., Tamres, M., & Mann, R. W.(1994). The biomechanics

of the shoe-ground interaction in golf. Paper presented at

the 1994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Kevin, B.(2006). Weight transfer styles in the golf swing : in-

dividual and group analysis. Doctorial thesis, Victoria

University.

Leadbetter, D.(2002). 골프 스윙. (박형태 역). 서울: 삼호 미디어.

Lim, Y. T.(2004). Categorization of two different swing styles us-

ing weight transfer patterns of golf swing. 한국운동역

학회지, 14(2), 179-186.

Okuda, I., Armstrong, C. W., Tsunezumi, H., & Yoshiike, H.

(2002). Biomechanical Analysis of Proffessional Golfer's

Swing: Hidemichi Tanaka. Paper presented at the 2002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Richards, J., Farrell, M., Kent, J., & Kraft, R.(1985). Weight

transfer patterns during the golf swing. Res. Quarterly

for Exercise & Sport, 56(4), 361-365.

Wallace, E. S., Graham, D., & Bleakley, E. W.(1990).

Foot-to-ground pressure patterns during the golf drive:

a case study involving a low handicap player and a

high handicap player. Paper presented at the 1990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Wallace, E. S., Grimshaw, P. N., & Ashford, R. L.(1994).

Discrete pressure profiles of the feet and weight trans-

fer patterns during the golf swing. Paper presented at

the 1994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Williams, K. R., & Cavanagh, P. R.(1983). The mechanics of foot

action during the golf swing and implications for shoe

design. Medicine Science Sports Exercise, 15(3), 247-255.

Williams, K. R., Jones, J., & Snow, B.(1988). Ground reaction

forces during the golf swing in relation to hitting

performance. Journal of Biomechanics, 21(10), 869.

Williams, K. R., & Sih, B. L.(1998). Ground Reaction Forces in

Regular-Spike and Alternative-Spike golf Shoes. Paper pre-

sented at the 1998 World Scientific Congress of Golf.

Worsfold, P., Smith, N. A., & Dyson, R. J.(2007)  A comparison

of golf shoe designs highlights greater ground reaction

forces with shorter irons.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medicine, 6, 484-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