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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ving trajectory of a golf ball is mainly determined by the angles of the clubface and the trajectory of the club shaft. This

paper presents a computer program for analyzing the position and angles of the club while the club moves in a circular motion. For

this purpose, a mathematical algorithm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the experimental data(5 m and 10 m carries) using VC++

and OpenGL. A skilled female golfer(174 cm, 65 kg, 0 handicap) was participated in data collection for the short approach shots. An

iron club(Titleist 52 degree, 91.5 cm length, 450 g mass), attached with five reflective markers(12 mm), was used to collect

experimental data. However, exact 3D coordinates and angles of the clubface are not directly calculated from measured data. A reverse

engineering platform(Minolta Vivid910 hardware and Rapidform software) was thus employed to acquire the scanned data of the

clubface. The scanned data and measured data were first aligned by applying appropriate coordinate transformations, and then exact

coordinates and angles of clubface could be obtained at each position during circular motion. The program(Club Motion Analysis 1.0)

exports the open, heel, loft angles of the club.

 
Keywords : Golf, Computer Program, Clubface Angle, Reverse Engineering

Ⅰ. 서 론

스포츠 중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인

골프 스윙에 대한 분석은 골퍼 뿐 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한다(Vaughan, 1981). 골프스윙의 분석내용은

실로 다양하여 스윙을 하는 인간에 대한 분석(김갑선, 2008,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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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2004; 류지선, 박진, 1995) 클럽에 관한 분석(Coleman &

Anderson, 2007; Miura, 2001; Vaughan, 1981), 볼 이동에 관한분

석(박진, 2007; Gobush, 1996; Johnson & Lieberman, 1996), 수학

적 스윙 모델링(Reyes & Mittendorf, 1999; Turner & Hills, 1999)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에서 클럽은 골퍼가 만든 에너지를 볼에 전달하는 매개

체로서 연구자들에게 주요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클럽은 주로 우드 1번(Milburn, 1982; Milne &

Davis, 1992; MacKenzie & Sprigings, 2009; Neal & Wilson, 1985;

Stewart, 1999)을 사용하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클럽(박

영훈, 염창홍, 서국웅, 2007; Budney & Bellow, 1982; Colman &

Anderson, 2007; Penner, 2002)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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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을 분석할 때 관심사 중에 하나는 볼이 클럽과 충돌

한 후에 어느 곳으로 이동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는 볼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Cochran 과 Stobbs(1968)는 클럽페이스가 볼과 만나는 각도와 헤

드의 운동방향, 그리고 스위트 스폿으로의 타격이 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elz(2000)는 퍼팅의 경우 조

금 더 구체적으로 클럽페이스의 스위트 스폿으로의 타격이 이루

어질 경우에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83%, 헤드의 운동방향이 17%

볼의 진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클럽페

이스가 어떤 형태로 볼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볼의 진행 방향

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클럽페이스의 면은 공간상에서 좌표축에 대하여 세 각을 갖

는다. 골프현장에서 이들 각은 클럽이 열림 혹은 닫힘(open or

closed), 클럽의 앞이 들림 혹은 끝이 들림(toe up or heel up), 그

리고 클럽을 누움 혹은 세움(flat or upright)이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각들은 주로 어드레스에서 자세를 가르칠 때 많이 활용

되며, 임팩트 후 볼의 방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에도 근거

자료로 제시된다. 그러나 클럽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클

럽의 페이스를 분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 클럽페이스의 운동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클럽헤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구성 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헤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이동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골프 분석을 위

해서 사용되는 상용 프로그램들은 클럽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

타내 줄 수는 있지만 페이스면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래밍을 첨가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클럽 움직임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럽페이스 면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데이터의 수집

클럽 움직임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

험을 실시하였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운동역학 실험실 동작분석

장치(적외선카메라 12대, 300 Hz)로 쇼트 어프로치 스윙(5, 10

m carry)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여성 숙련자 1명(키 174

cm, 질량 65 kg, 핸디캡 0)이며, 실험에 사용한 클럽은 아이언

(타이틀리스트 52˚ , 길이 91.5 cm, 질량 450 g)이다. 클럽의 움

직임 데이터를 구하기 위하여 반사마커 5개(12 mm)를 부착하

였다(Figure 1, 2).

피험자는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각각 5 미터와 10 미터의

Figure 1. Five reflective markers on
the clubface and shaft

Figure 2. Three reflective markers for the clubface angles

어프로치 스윙을 각 3회씩 하였다. 목표지점에는 원형물체를

두어 목표임을 알게 하였으며, 각 스윙 중 목표지점에 가장 가

까이 떨어진 시기(trial)를 분석하여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 이때

볼에서 원형물체까지 연결되는 선(타깃 라인)이 실험실의 좌표

계 x축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실험실의 좌표계는 볼이 이동하

는 방향이 x축이며, 전후 방향이 y축, 그리고 xy 평면의 수직

방향이 z축이다. 분석을 위한 시점은 어드레스(e1), 백스윙의 끝

(e2), 임팩트(e3), 피니시(e4)이다. 구간 정의는 e1에서 e2는 백스

윙(P1), e2에서 e3는 다운스윙(P2), e3에서 e4는 폴로 스루(P3)이

다. 동작분석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5미터와 10미터 스윙 시 나

타난 클럽의 5개 지점 3차원 실험 데이터를 Microsoft Office

Excel 2007(엑셀)에 저장하였다.

2. 클럽 움직임 분석 프로그램(Club Motion Analysis 1.0:

CMA 1.0)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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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커를 임팩트 평면에

부착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나 실험의 여건 상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동작분석장치에서 얻어진

골프클럽 헤드에 부착된 3개 마커<Figure 3>의 중심점 좌표( ,

 , )로부터 골프 클럽헤드의 임팩트 선 상에 있는 점들( ,

 , )의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하여 open, heel, loft, shaft 각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모든 3차원 공간상의 좌

표는 절대 원점(0,0,0)과 연결된 위치벡터로 간주 하였다( ,


등). 역공학기법으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활용하여 얻

어지는 클럽헤드의 스캔데이터(scan data)를 동작분석 장치에서

얻어지는 측정데이터(measured data)로 중첩시키는 좌표변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클럽헤드 임팩트 선 상에 있는 점들의 움

직임과 골프클럽 헤드면의 방정식을 계산하여 필요한 각들을

계산하였다.












(a) Scan data (b) Merged data

Figure 3. Acquisition process of scan data by reverse engineering

step 1)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역공학기법을 활용하

여, 골프클럽 헤드의 스캔 모델을 얻는다. <Figure 3> (a)와 같

이 여러 각도에서 스캔 이미지를 획득한 후 최종적으로 <Figure

3> (b)의 합성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로는

Minolta Vivid910을 소프트웨어로는 상용 역공학 패키지인

Rapidform을 사용하였다.

step 2) 스캔 모델로부터 <Figure 4> (a)에 표시된 골프클럽

헤드에 부착된 3개의 마커(marker)의 중심점 좌표 ( , , )

및 클럽의 유효 임팩트 선 상에 있는 점들의 좌표( , i = 0,1,2)

를 얻는다. 여기서 점들의 상대적인 좌표값 (예 
 )의 차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p 3) <Figure 4> (a)에서와 같이 클럽의 유효 임팩트 선 상

에 있는 점들의 좌표( )를 세 마커의 중심점들에 의해 정의되

는 새로운 uvw 좌표축 상의 좌표( )로 아래와 같이 변환한

다. 여기서 ·과 × 는 각각 벡터 내적(dot product)와 외적

(cross product)을 의미하며,  , ,는 uvw 좌표계에서 u, v, w

축 방향의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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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Figure 4> (b)에서와 같이 동작분석장치로 부터 얻어진 3

개의 마커의 중심점 좌표(′ ,′ ,′ )로부터 step 3에서 계산된

상대 좌표 값( )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클럽의 유효 임팩트

선 상에 있는 점들의 좌표(′ )를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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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asured data

Figure 4. Coordinate transformation between scan data and measured data

step 5) <Figure 4>에서와 같이 골프클럽 스캔데이터 상에서

헤드 평면에 놓이는 한 점( )의 좌표값을 임의로 얻어낸 후 위

와 동일한 방법(step3~4)을 적용하여 측정데이터 상에서 헤드

평면에 놓이는 점의 좌표값( ′)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평

면상에 놓이는 3점의 좌표( ′ ,′ ,′ )가 주어지면, 클럽헤더

평면의 방정식( )을 아래와 계산할 수 있고 평면에 수직인 단

위벡터( )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점의 좌표( ′ ,
′ ,′ ,′ )를 입력하여 최소자승법(Least-square method)을 이

용한 최적의 평면 방정식을 계산하였다(박진, 신기훈, 2009).

평면의 방정식 :        

평면에 수직인 법선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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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위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 ,  값들을 이용하여,

open, heel, loft, shaft 각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각

angle의 정의는 <Figure 5>와 같다. 여기서 , ,는 xyz 절대좌

표계에서 x, y, z축 방향의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ㆍOpen angle은 Fig. 4-b에서 계산된 ′ (i = 0,1,2)점들 중 두

점(′ , ′ )을 연결하는 벡터(∆′′′ )가 y축과 이

루는 각도 :   sin  ∆′ 
∆′·



ㆍHeel angle은 벡터 (∆′ )가 지면(xy평면)과 이루는 각도:

 sin  ∆′ 
∆′·



ㆍLoft angle은 골프클럽헤드 평면이 z축과 이루는 각도 :

 sin  ·

Swing direction(+x)

x

y

(a) Open angle

지면(xy평면)

z

(b) Heel angle



z

(c) Loft angle



z



x

(d) Shaft angle

Figure 5. Definition of open, heel, loft angles

    

ㆍShaft angle은 골프 샤프트를 xz 평면으로 투사 시킨 직선

이 z축과 이루는 각도:

  sin 





∆ 

 
 



여기서  , , : shaft에 붙어 있는 3개의 마커의 좌표

∆
















 : 



벡터를 xz평면으로 투영시킨 벡터이다.

3. CMA 1.0 프로그램 실행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엑셀의 데이터

를 메모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5개 마

커 지점의 공간 데이터를 메모장에 입력시킬 때, 첫 번째 줄에

는 전체 데이터 크기를 기록한 후 두 번째 줄부터 입력한다.

그 다음 CMA 1.0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메모장에 저장된 실험

데이터를 불러온다. CMA 1.0 프로그램은 두 개의 창으로 구성

되어 있다. 메인(main) 창은 클럽의 움직임을 그래픽으로 보여

주며, 콘솔(console) 창은 자료처리 방법 즉, 1) 헤드만 분석할

것인지 혹은 2) 샤프트만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3) 클럽과 샤프

트를 동시에 분석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콘솔 창에서 세

방법 중 하나를 입력하고 Enter key를 치면 메인 창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마커의 움직임과 마커로부터 얻어진 페이스 면과

샤프트의 움직임 전체가 그래픽으로 그려진다. 이때 한 프레임

씩 움직임을 관찰하려면 "N" 키를 이용하여 진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은 "B" 키를 이용한다. 클럽

움직임의 그래픽과 동시에 클럽페이스 세 방향으로의 각도와

샤프트의 각도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된다.

Ⅲ. 결 과

클럽 움직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련된 여자프로골

퍼의 5, 10 미터 캐리 어프로치샷 실험 데이터를 각 거리에 대

하여 30회 이상 반복하여 프로그램을 돌려 분석한 결과 동일한

값을 얻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그래픽은 <Figure 6, 7>과 같

으며, 결과 값은 <Figure 8>과 같다. 노란색의 구형은 실험데이

터의 마커이며, 붉은색 삼각형은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

법을 통하여 얻어진 실제 클럽 페이스지점이다<Figure 6>. 10

미터 캐리 어프로치샷 전체에서 클럽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Figure 7>이고, <Figure 8>은 메모장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클

럽 페이스와 샤프트의 각 방향별 각도 값이다.

Figure 6. Markers(yellow balls) and real clubface(r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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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rial pictures of the clubface and shaft during the 10
m carry(unit: mm)

Figure 8. Result angles of the clubface and shaft during the
5m carry(unit: deg)

Event Open Heel Loft Shaft

e1 -13.5 15.3 43.9 -11.4

e2 -22.7 34.3 6.7 -61.1

e3 -7.3 13.8 43.2 -11.1

e4 8.7 23.4 66.0 46.0

Table 1. Event angles during 5 m carry (unit: deg)

Event Open Heel Loft Shaft

e1 -12.8 15.1 42.1 -10.0

e2 -16.9 53.0 -8.8 -87.4

e3 -5.2 12.3 34.4 -10.1

e4 12.7 33.4 57.1 64.0

Table 2. Event angles during 10 m carry
(unit: deg)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 값에서 각 이벤트 별로 5미터 캐리 어

프로치샷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10미터 캐리

어프로치샷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클럽 페이스 움직

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골퍼의 클럽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짧은 거리(5, 10 미터 캐리)의 어프로

치 스트로크 실험을 실시하였다. 짧은(30 미터 이내) 거리에서

목표를 향하는 스윙의 특징은 기술이 간결하며, 퍼팅과 유사한

동작으로 평가 하고 있다(Pelz, 1999).

<Table 1, 2>에 의하면 클럽은 어드레스(e1) 위치에서 y축에

대하여 열린(-값) 상태로 놓인다. 그리고 xy평면에 대한 클럽의

위치는 앞(toe) 부분이 들리는 것(+값)으로 나타났다. z축에 대한

로프트의 경우 클럽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각도는 52  〬이나 어드레

스 위치에서약 42  〬로 나타나 실제 상황에서는 로프트가 많이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z평면에 투영된 샤프트의 각도 역시 z

축에 대하여 약 -10  〬 가량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n(1989)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클럽을 볼과 수직(square) 상

태로 놓는 것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 의하면 클럽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로프트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각

도의 감소는 볼의 위치에 의한 것으로 스윙에서 강조하는 손이

먼저 이동하고 클럽이 나중에 따라오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백스윙의 끝에서(e2) 클럽은 더 열리고(-값), 앞이

들리게(+값) 된다. P1에서는 클럽이 볼 이동의 반대방향으로 움

직이는 구간이므로 클럽은 더 열리게 되고, 헤드 토의 상승운

동으로 앞의 들림 각이 늘어난다. 그러나 로프트는 매우 줄어

들며 샤프트도 수평(-90  〬 ) 위치까지 이동한다. 임팩트(e3)에서

클럽은 어드레스와 매우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 클럽의 앞의

들림과, 로프트, 그리고 샤프트의 각이 원래의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온다. 단, 클럽의 열림 각이 약 6-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클럽이 볼과 접촉 할 때에는 닫히면서 충돌이 일어난

다. 피니시(e4)에서 클럽은 닫히게(+값) 되며, 앞의 들림 각이

늘어나고 로프트는 더 커지게 된다.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검증

한 그래픽<Figure 6>에 의하면 클럽의 위치와 마커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 <Figure 7>은 헤드의 움직

임을 나타내는 실험 데이터의 궤적(노란색)을 본 연구에서 만들

어진 프로그램의 클럽평면(빨간색)이 계속 스윙의 궤도를 잘 따

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데이터에 의한 클럽헤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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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역시 그래픽<Figure 8>과 같이 산출하여 주었다.

CMA 1.0 프로그램은 클럽 헤드의 움직임 과정에서 각 축에 대

한 면의변화를바로 알려주므로 매우 간편하게 헤드의 움직임 각

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골프에서 볼의 이동은 클럽면의 각도와 샤프트의 이동궤도

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클

럽 움직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련

된 여자프로 골퍼 1명(키 174 cm, 질량 65 kg, 핸디캡 0)을 대상

으로 쇼트 어프로치 스윙(5, 10 m carry) 실험을 아이언클럽(타

이틀리스트 52  〬 , 길이 91.5 cm, 질량 450 g)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클럽에 5개의 반사마커를 부착하여 각 마커 지점의 공간

좌표 값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역공학을 활용하여 클럽의 스캔

데이터를 동작분석의 측정데이터에 중첩시키는 좌표변환을 통

하여 방정식을 구하고, 필요한 각들을 구할 수 있는 클럽 움직

임 분석 프로그램(Club Motion Analysis 1.0)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로는 Minolta Vivid910을 소프트웨어로는 상

용 역공학 패키지인 Rapidform을 사용하였다. CMA 1.0 프로그

램에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럽의 움직임을 재구성 한 결

과 클럽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실험데이터의 이동궤적을 계산된

클럽평면이 잘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MA 1.0 프로그램은 클럽의 실질적인 움직임 전 과정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클럽면의 움직임 데이터를

3차원 공간에서 각 축에 대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각 시점별

로 비교도 가능하다. 그러나 CMA 1.0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실험 시 좌표축 설정을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마커의 스캔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과정

이필요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실험의설정이 동일하지않더라

도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

험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더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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