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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비거리 증가를 위한 기능성 보조 웨어의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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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developed assisting wear which maximize trunk(back) muscle's

stretch-shortening effect during backswing and downswing for increasing golf ball carrying distance. Design and fabrication of assistive

wear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ed data of trunk EMG activity from the golf drive swings of elite professional

male golfers during back swing and downswing phases. After the prototype of wear was produced, surface EMG and Flight scope

tes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wear for increasing distance to the professional golfers. Results indicated that

wearing trial showed significant longer carry distance than the non-wearing trial(p<.001). The carry distance of wearing trial showed

an average 229 m compared to the non-wearing trial, the average 225 m. The swing with wearing also produced significantly faster

ball speed than the trial without wearing(p<.05). Average 245 Km/h and 244 Km/h were produced for the swing with and without

wearing trails, respectively. EMG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muscle activity of left psoa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or wearing

trial during downswing and near the impact. Thus, this may affect positively to increase club head speed. The activity of the left

latissimus dorsi was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final stage of swing. This generates elongation effect for longer follow-through

and increased impulse between club and ball so eventually valid assistance to increase carry distance. Therefore, the developed

assisting wear was proved to be effective tool for increasing golf ball carry distance with maximizing trunk(back) muscle's

stretch-shortening effect during backswing and down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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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의 골프 인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골프

보조 용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골프 스윙 기술에 대한 관심

의 증가로부터 나타나며 일반 주말 골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

는 드라이버 샷의 비거리 늘리기이다. 그 이유는 골프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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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드라이버 샷의 비거리는 그 결과에 따라 세컨드 샷 시

클럽선택과 코스공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Cho, 2004). 우리나라 골프 시장 규모

는 지난 10년간 년 5%∼10%씩 성장하여 미국, 일본에 이은 세

계3위 제3의 시장으로 도약했다. 업계의 통계에 의하면 골프 회

원권 시장규모는 17조원, 골프장 관련 시장은 3조원, 골프 의류

는 1조 2000억원, 골프클럽은 7000억원, 골프연습장 5000억원, 기

타 골프 용품 3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골프 관련 산업은 대략

2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산클럽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으로 10년 전 20%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국

산용품 업체들은 대대적인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Ju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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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유명 제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골프용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골

프스윙은 많은 근육의 협응이 요구되고 올바른 근육들의 협응

을 통해서만 스윙의 정확성, 일관성과 비거리 증대가 가능하다

(Park, 2005). 비거리의 향상은 정확한 기술과 임팩트 파워의 조

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며, 임팩트 파워는 관련 근육군의 근

파워와 헤드 스피드에 의해 결정된다(Choi, 1996). 골프 스윙 동

작에 대한 근전도 분석에 의하면, 올바른 근 활동과 주동근 강

화는 비거리의 증가는 물론 신체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일관된

스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

육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근력은 근육이 원심성 수축(Park,

Kim & Chae, 1999) 즉, 근육의 길이가 늘어날 때 높아진다. 하

지만 실제 인체 동작에서 근육이 가장 큰 힘을 발현하기 위해

서는 원심(신장)성 수축을 한 후 구심(단축)성 수축을 해야 한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Neumann, 2002).

테이핑 기법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근골격게 질환의 치료

와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Alexander, McMullan, & Harrison, 2008). 테이핑에 관련된 연구

들은 주로 통증의 억제(McConnell, 2002; O'Leary, Carroll,

Mellor, Scott, & Vicenzino, 2002), 근육 활동의 변조(Ackermann,

Adams, & Marshall, 2002; Alexander, Stynes, Thomas, Lewis, &

Harrison, 2003; Cools, Witvrouw, Dannieels, & Cambier, 2002)에

관한 검토들이 진행되어 왔다. 고유 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

은 자신의 신체위치와 자세, 움직임 정보 등을 피부, 근육, 건,

관절 등의 수용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중추신경계로 전달하

는 감각을 말하는데, 테이핑의 효과는 이러한 고유 수용성 감

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shauge, Raymond,

Kilbreath, Pengel, & Heijnen, 2009; Miralles, Monterde, Montull,

Salvat, Fernandez, & Beceiro, 2010; Lohkamp, Craven,

Walker-Johnson, & Greig, 2009; Lin, Hung, & Yang, 2010). 최근

에 스포츠웨어의 운동 기능성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기능성 밀착 스포츠웨어는 착용자의 신체에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여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켜 스포츠 활동 시에 착

용자의 운동성능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방지하며 피로감을 경감

시키는 효과가 있다(Doan et al., 2003; Fedorko, 2007; Kraemer et

al., 2010; MacRae, Cotter, & Laing, 2011; Scurr, & Wood, 2011).

동적 자세 또한 기능성 밀착 스포츠웨어를 제작하는데 있어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Wang, Zhang, Feng, & Yao, 2010),

이러한 요소들은 스포츠웨어의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McLaren, Helmer, Horne, & Blanchonette, 2010; Jin,

Yan, Luo, & Tao, 2008).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웨어 중 대표적인 스

포츠웨어인 아식스의 ‘덜마컷(derma-cut)', 미즈노의 ’바이오 기

어‘ 등 인체의 해부학 특성과 동적 특성을 반영한 제품들이 해

외의 선두업체에서 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의 개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계에서의 이론적 틀은 구체적으로 검토

된 바가 없으며, 골프의 경우에도 골퍼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

기 위한 기능성 웨어 이외에 비거리 향상이나 훈련 효과를 증

대시키기 위한 기능성 웨어는 제작된 사례가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 스윙 시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근육의 활동을 보조하여 신전과 수축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스포츠테이핑 방법을 응용하여 ‘기능성 보조

웨어’를 제작하여 실제 골퍼들에게 착용하게 한 후 드라이버

스윙을 실시하게 하여 개발된 ‘기능성 보조 웨어’가 실질적으로

골퍼들의 상체근육활동 및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실험 대상물인 골프 비거리 증가형 기능성 보조

웨어는 골프 드라이버 스윙동작 시 상체 근육의 근 활성도 분

석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보조기어

를 골퍼들을 대상으로 착용하게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전개하였다.

1. 기능성 보조 웨어 개발 및 제작

골프스윙 시 근전도에 대한 결과는 Kim, kim, Choi, Park 과

Lim (2011)의 연구인 드라이버 스윙 시 상체 근육의 근 활동을

분석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왼쪽 승모근의 근

활성도가 높고, 왼쪽 요근의 근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벤트별 근전도 결과에서는 백스윙 탑에서 승모근의 근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니쉬에서 왼쪽 요근의 근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전도 자료를 바탕으로

백스윙 탑에서 발현되는 왼쪽 승모근과 오른쪽 요근의 신장성

수축을 이용해 임팩트와 피니쉬 동작에서 왼쪽 요근의 최대 수

축을 유발할 수 있는 스포츠 테이핑 기법이 응용된 보조 웨어

를 디자인하였다. 사용 원단 소재의 Polyester, Nylon,

Polyurethane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기능성 웨어를 제작하

였다. 개발 제품은 골퍼들이 직접 착용 시 테이핑 강도가 소프

트하고, 무게가 경량이면서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으로 최종 선

택하였다(Figure 1). 물리적 특성의 평가는 한국의류검사 시험연

구원(KATRI)의 검증을 받았으며, 방사속도 1320 m/min, 인장강

도 13.42 kgf/m2, 연실율 5.5%, 신도 770%, 데니어 44 denier, 강

도 1.32 g/d, 흡수성 1 sec, 견뢰도 5~6 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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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Back

Figure 1. Assisting wear design and products

2. 효과 검증 실험

보조 웨어 완성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 웨어를

착용하지 않을 때 와 보조 웨어를 착용 했을 때, 두 시기 동안

골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실제 스윙을 실시하게 하여 근전도

활성도 및 비거리 향상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국내 프로 남자 골프 선수 2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아래<Table 1>과 같다.

Age
(yrs)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s)

Handicap

Professional
M 23.36 177.68 74.20 6.51 5.59

SD 2.62 4.60 6.12 3.12 3.8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측정도구 및 실험 장비

(1) EMG 측정

골프스윙동작시, 상체근육의활동정도를밝히기위해 8개의표

면전극(Delsys Trigno wireless system, USA)을피험자의좌․우승모근,

광배근, 요근, 외복사근에부착하였다(Figure 2). 드라이버스윙시기시

EMG 자료는샘플링주파수 2000 Hz로 5초간 각각 수집하였다.

(2) 적외선 고속 카메라

구간별 근전도 비교분석을 위해 1대의 적외선 고속 카메라

(Motion master 100, Visol Korea; 120 Hz)를 이용하여 골프 스윙

동작을 측면 촬영하였다. 적외선 고속 카메라와 근전도 측정장

비(Delsys Trigno wireless EMG system)는 Delsys Sync system을

이용하여 동조하였다.

1. Left trapezius 2. Right trapezius

3. Left latissimus Dorsi 4. Right latissimus dorsi

5. Left thoracolumbar fascia 6. Right thoracolumbar fascia

7. Left external oblique 8. Right external oblique

Figure 2. EMG placement sites and the selected muscles

(3) Flight scope 측정

보조 웨어 착용 유무에 따른 비거리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에 대한 실험을 비거리 측정 기기인 Flight scope(Kudu, South Africa)

를 이용하여 골프 연습장에서 실제 측정을 실시하였다(Figure 3).

Figure 3. Flight scope

(4) 분석 이벤트 및 국면

골프 스윙 시 이벤트는 촬영되어진 골프 스윙 동작의 화면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Figure 4>, 7개의 이벤트(event) 시점과 6

개의 국면(phase)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D: address, MB: mid-backswing, BT: backswing top, MD: mid-downswing, IP: impact, MF: mid-follow through, EF: end of follow through
Figure 4. Event &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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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trapezius Right trapezius

Left latissimus dorsi Right latissimus dorsi

Left psoas Right psoas

Left external oblique Right external oblique

Figure 5. Average EMG graph for selected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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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EMG 자료처리는 10-250 Hz Butterworth 2차 band pass filtering

을 거쳐 simple math를 통하여 전파 정류(full wave rectification)

하였다.

피험자 간 상호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하

는데 본 실험에서는 골프 스윙 시 발현되는 각 근육의 최대

EMG 값을 50 ms moving average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이 값

을 분모로 하여 %MVC를 계산하였다. 보조 웨어 착용과 미착

용 시에 따른 각 근육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조 웨어 착용과 미착용 시에 따른 비거리 관련 변인

들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치의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EMG 결과

골프스윙 시 EMG를 통한 근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나타났다. 왼쪽 승모근의 phase 5에서 보조

웨어 착용이 70.70±20.05 %MVC, 미착용이 70.46±19.11 %MVC

로 나타나 가장 큰 근활성도를 타나냈다.

왼쪽 광배근은 phase 4에서 보조 웨어 착용이 44.59±22.43

%MVC, 미착용이 39.84± 18.56 %MVC로 나타났고, phase 5에서

는 보조 웨어 착용이 45.05±23.62 %MVC, 미착용이 37.43±17.23

%MVC로 나타났다. 오른쪽광배근은 phase 4에서 보조 웨어 착용

이 45.25±26.01 %MVC, 미착용이 45.13± 27.65 %MVC로 나타났으

며, phase 5에서 보조 웨어 착용이 31.19±27.95 %MVC, 미착용이

30.17±19.05 %MVC로 나타났다.

왼쪽 요근은 phase 3에서 보조 웨어 착용이 40.87±9.90 %MVC,

미착용이 37.22±9.81 %MVC로 나타났고, phase 4에서는 65.16±

15.32 %MVC, 미착용이 49.68±18.63 %MVC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으며, phase 5에서는 보조 웨어 착용이

35.56±15.07 %MVC, 미착용이 22.63±11.59 %MVC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p<.05)를 나타났다.

오른쪽 요근은 phase 3에서 보조 웨어 착용이 50.62±14.84

%MVC, 미착용이 51.45±15.02 %MVC로 나타났고, phase 4에서는

보조 웨어 착용이 49.79±16.94 %MVC, 미착용이 56.23±22.66

%MVC로 나타났으며, phase 5에서는 보조 웨어 착용이 52.37±

20.76 %MVC, 미착용이 44.30±23.03 %MVC로 나타났다.

2. 비거리 측정 결과

골프스윙 시 비거리 측정을 위한 Flight scope 측정 결과, <Table

2>와같이 Carry distance는 보조 웨어를 착용한 스윙이 미착용 스

윙보다 더 긴 비거리 향상 정도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p<.01), Ball speed 또한 보조 웨어를 착용한 스윙에서 더 빠

른 볼 스피드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Mean SD t-value

Carry distance (m)
wearing 228.67 16.19

3.791**
non-wearing 225.22 15.88

Total distance (m)
wearing 237.25 20.69

1.321
non-wearing 235.73 15.17

Club speed (Km/h)
wearing 173.08 10.62

1.908
non-wearing 172.14 9.52

Ball speed (Km/h)
wearing 245.78 12.79

2.430*
non-wearing 244.54 11.74

No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ar wearing and non-wearing trails at *p<.05, **p<.01

Table 2. Result of flight scope of professional golfers

Ⅳ. 논 의

최근 국내에서 골프와 근육에 대한 연구들은 숙련도에 따른

골프스윙 시 중심 근육의 활성도 비교한 연구(Park, Park, Kim,

& Shin, 2010), 골프스윙 시 스포츠 테이핑의 적용에 따른 상지

근의 근전도에 관한 연구(Kang, Moon, & Choi, 2006), 골프스윙

시 근육협응관계 규명을 위한 EMG 분석 (Shim, Shin, Oh, &

Moon, 2004) 등이 검토되어 왔다. 또한 골프 비거리에 대한 연

구로는, 저항운동을 통한 중년여성골퍼의 등속성 근기능과 드

라이버 샷과 비거리에 관한 연구(Park, Jung, Kim, & Yang,

2010)가 최근에 검토되었고, Kim, Suh, Lee, & Kim(2010)은 골

프볼 종류에 따른 드라이버 비거리 비교를 통해 볼의 탄성력을

분석하였으며, Kim, & Shin(2008)은 서킷 웨이트트레이닝을 통

해 골프선수의 드라이버샷 비거리에 향상도를 검증하였다. 또

한 Kang(2009)은 상지의 근육에 테이핑 요법을 적용하여 드라

이브샷의 비거리 향상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국내의 골프관련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골

프스윙 시 발현되는 근육 활동에 대한 관심은 결국 골프 비거

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의 개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골프 비거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국산용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여 기능성 보조웨어

를 제작하여 이를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또한,



426 Yang-Sun Park․Byung-Hoon Woo․Young-Tae Lim

테이핑의 효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과 흥분된 근육의 억

제, 비활성화 된 협력근의 촉진, 고유수용성 감각의 조장, 통증

의 감소, 그리고 흥분된 신경조직 부하 제거 등이라는 연구결

과를 근거로(Host, 1995; Morrisey, 2000), 본 연구는 등과허리근

육의 근수축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테이핑 요법을

적용하여 기능성 보조 웨어를 제작하였다.

기능성 보조 웨어는 1차 시안으로 섬유재질 Polyester 78%,

Nylon 22%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나, 재질에 대한 탄성이 너무

약하여 착용감에 대한 기능성 웨어의 감도가 매우떨어진다는 프

로골퍼들의 의견으로 2차 시안을 검토하였다. 2차 시안의 섬유재

질은 Polyester 23%, Nylon 66%, Polyurethane 11%로 구성되었으나,

프로골퍼들의 착용감에 대한 거부감, 특히탄성이 너무강하고 보

조 웨어의 무게감이 큰 이유로 3차 시안을 제작하였다. 3차 시안

은 Nylon 80%, Polyester 20%로 구성된 경량이면서도 착용감이 우

수한 보조 웨어로 최종채택되어 골프선수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

게 복제 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인 골프 보조 웨어가 비거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선수들의 Flight

scope 결과, 전체 비거리에서 보조 웨어를 착용한 스윙이 평균

229 m로 보조 웨어를 미착용한 평균 225 m 보다 더 긴 비거리

향상을 나타냈고(p<.001), 볼 스피드에서도 보조 웨어를 착용한

스윙이 평균 245 km/h, 보조 웨어를 미착용한 스윙이 평균 244

km/h 로 더 빠른 볼 스피드를 나타냈다(p<.05).

근전도 결과, 백스윙탑에서 미드스윙 구간인 phase 3, 미드스

윙에서 임팩트 구간인 phase 4, 그리고 임팩트에서 미드펠로우

스윙 구간인 phase 5에서 주로 보조 웨어 착용 유무에 따른 근

활성도의 변화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근

육은 왼쪽 요근이며, phase 4, 5에서 보조 웨어를 착용한 근 활

성도가 보조 웨어를 착용하지 않은 근 활성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백스윙 시 좌․우측의 요근이 최대

의 근활성치를 나타낸다는 보고(Kim, & Park, 200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보조 웨어는 백스윙탑에서

왼쪽 승모근과 오른쪽 요근을 최대한 신장시켜 그 다음 동작인

다운스윙 및 임팩트에서 상체의 주동근들이 최고의 근력을 발

현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유추되며 이들 근육 중에

왼쪽 요근의 근 활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 웨어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다

운스윙과 임팩트 지점인 phase 4, 5에서 왼쪽 요근의 근활성도

가 각각 15.48%, 12.93% 증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클럽헤드 스

피드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윙 최종 구

간(phase 6)에서 보조 웨어를 착용한 스윙에서 왼쪽 승모근

의 근활성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는팔로우 스윙

을 길게 하여 클럽과 공 사이의 충격량을 늘려 결과적으로

비거리를 증가시키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보조 웨어 개

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조 웨어 착용에 따른 비거리 향상 검증을 위한 Flight

scope 분석결과, 전체 비거리에서 보조 기어를 착용한 스윙

이 평균 229 m로 보조 기어를 미착용한 평균 225 m 보다

더 긴 비거리 향상을 나타냈고(p<.001), 볼 스피드에서도

보조 기어를 착용한 스윙이 평균 245 km/h, 보조 기어를

미착용한 스윙이 평균 244 km/h 로 더 빠른 볼 스피드를

나타냈다(p<.05).

2. 근전도 결과에서도 보조 웨어 착용 시의 다운스윙과 임팩

트 지점에서 오른쪽 요근의 근활성도가 크게 증가됨으로

인해 클럽헤드 스피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3. 스윙 최종 구간에서 왼쪽 승모근의 근활성도가 크게 증가

한 것은 팔로우 스윙을 길게 가져가는 효과를 낳아 클럽

과 공 사이의 충격량을 늘려 결과적으로 비거리를 증가시

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골프 백 스윙 및 다운 스윙 시 등(허리) 근육의 신전

및 수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보조 웨어는 골프공

비거리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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