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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kinematic factors acting in the body during a normal swing and

a swing taken with an intention to increase driving distance by female pro golfers. Female pro golfers may increase driver clubhead

speed and improve driving distance through maintaining a large X-factor angle during backswing and delaying the uncocking

period by rapidly shifting the weight to the left foot during down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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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포츠로서 골프는 정해진 18홀을 최소 타수로 마치는

능력을 경기력이라 한다. 프로골퍼는 이러한 경기력을 활

용하여 54홀 또는 72홀 골프경기를 통하여 최소타 수의

골퍼가 대회의 우승자가 되어 막대한 상금과 명예를 얻게

된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골프스윙 이론

과 클럽 그리고 볼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골프 경기력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프

로골퍼의 핸디캡(handicap)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

려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비해 골프코스의 난

이도가 높아지고 코스의 전장이 길어진 것이 가장 주된 이

유일 것이다(Strausbaugh, 1994). 이처럼 골프코스 난이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의 위치, 벙커의 배치, 페어웨이

의 넓이, 그린의 크기, 러프의 길이 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코스 난이도 사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우선 코

스거리(yardage)이다(So, 2002). 따라서 골프 경기력을 결

정하는 기술요인으로는 드라이버비거리, 드라이버정확도,

그린적중률, 평균 퍼팅 수, 스크램 블링, 샌드 세이브율 등

이 있다(Kim, 2013). 특히 14개 클럽 중에서 가장 멀리

보내는 드라이버의 비거리 증가는 세컨 샷(second shot)의

클럽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력 요인이기 때문에 골

프 경기력 향상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실제 골프 경기에 있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신체

조건의 차이이기 보다는 힘을 생성하는 기술과 그 생성된

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의 차이, 즉 힘을

생성 운용하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기술의 차이에 기

인한다(Rh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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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에서 힘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방식은 바디 턴

(body turn)이다. 백스윙 때 몸에 꼬임이 생기게 함으로써

힘을 축적하고 다운스윙 때 꼬임을 푸는 코일링(coiling)에

서부터 시작된다(Park, 2004). 

프로골퍼들이 파워 생성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

신의 스윙을 개선하는 경우가 점차 흔해지고 있는데, 그중

에서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오류의 대부분은 에너지를 생

성하기 위한 효율성이 낮고, 그러한 스윙의 퍼포먼스가 정

확성,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워 생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면이 에너지 전달

의 사슬에서 첫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뉴턴의 제3운동

법칙은 한 물체가 두 물체의 힘을 가하면 크기가 동일하

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두 번째 물체에서 다시 첫 물체로

가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리를 이용해 지면으로 힘차

게 드라이버하면 지면이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다시 골퍼

의 몸을 밀어 올리게 된다. 이러한 지면반력은 다시 위로

다리를 통해 골반, 양팔을 거쳐 최종적으로 골프 클럽과

볼에 전달된다(Craig & Vince, 2010). 

또한 외력을 활용한 비거리의 증대 방법으로는 지면을

지지하는 하체의 고정과 회전축의 고정(Horton, Lindsy &

MacIntosh, 2001), 그리고 의도적인 지연히팅 (So, Lim,

Kim & cho, 2005)으로 임팩트 시 클럽헤드에 가속을 붙

여 공을 멀리 때려 보내는 방법은 이미 물리학적으로 증

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골퍼가 비거리 증가를 위한 외

력을 활용하는 것과 활용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의

지면반력을 활용하여 스윙을 원활하게 하고, 결과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를 갖는다. 

선행 연구 조사결과를 보면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는 토

너먼트 경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비거

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며 경기력 수행을 향상

시키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대부분 체중을 싣는 방

법과 지면반력에 대한연구를 하였다(Lee, 1999; Kim,

1997; Yi & So, 2004). 국외 선행연구로는 신체 퍼포먼스

의 관계와 스윙메커니즘에 따른 비거리를 찾으려는 시도

가 있었다(Hay, 1993; Nagano & Sawada, 1974; Smith,

1998; Williams, 1967). 

또한 골프 스윙 시 비거리 결정인자에 대한 분석(Broer,

1973; Campbell, 1985)이 있었고, 의도적인 지연히팅 시

비거리 결정인자(So, Lim, Kim & cho, 2005)에 대한 연

구가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비거리를 증가하고자 할 때 운

동역학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프로골퍼들의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와 의도적으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스윙을 할 때

신체에서 작용하는 운동역학적 변인의 차이를 연구하여 골

프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숙련된 선수들로 KLPGA 소속프로 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촬영 장비와 분석 장비는 <Table 2>

와 같다.

3. 실험 절차

실험은 K대학교 운동역학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 졌고,

실험 실시 전 피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

시킨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워밍업 시간과

연습스윙을 실시한 후 실험에 참여 하였다. 실험 순서는

무작위로 실시했으며, 모든 피험자는 개인의 골프화를 신

고, 준비된 드라이버 클럽 중에서 스펙이 맞는 것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바닥높이에 맞춰 설치된 2대의 지면반력판

(Kistler Type 9286A) 위에서 각각 안정적인 스윙을 3회

실시하고, 의도적인 드라이버 스윙을 3회 실시하였으며, 골

프 스윙 시 피험자 주변에 설치된 7대의 적외선 카메라

(Oqus 500, Qualisys, Switzerland)를 통해 촬영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4개의 분절로 구성된 인체모델

을 이용하였으며 스윙동작 시 각 분절의 움직임을 확인하

기위해 인체에 79개의 반사마커와 클럽헤드 부분에 3개,

샤프트에 2개를 포함하여 총 84개의 마커를 부착 하였다.

지면 반력의 샘플링 율은(sampling rate)은 초당 1000 Hz

로, 카메라의 샘플링 율(sampling rate)은 500 Hz로 설정해

대상자별로 자료를 얻었다(Figure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ight (cm) Weight (kg) Career (years) Handicap

169.67±8.74 72.86±9.49 13.33±3.51 3.33±1.53 

Table 2. Experimental equipments 

Experiment 
equipments

Manufacture

Instrument
Oqus 500 camera
Force Plate Type 

9286A

Qualisys Ins.
Kistler Ins.

Analysis
instrument 

Qualisys Track 
Manager

Matlab R2009a

Qualisys Ins.
Matwork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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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처리

자료는 각 피험자의 안정적인 스윙 3번과 의도적인 스

윙 3번, 총 6번의 스윙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실험

은 지면반력 데이터와 영상자료 좌표는 선전된 변인 계산

전에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 하였다. 이때

Butterworth 4차 low-pass 필터를 이용해 필터링 하였고,

차단 주파수는 6 Hz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을 위해 6개의 event를 아래와 같이 정

의 하였다(Figure 1).

1) 어드레스 (address): 백스윙 시작지점.

2) 백스윙 탑 (back swing top): 다운스윙 시작 진전. 

3) 미드 다운스윙 (middle of downswing): 다운스윙 시

클럽 샤프드가 지면과 수평인 지점. 

4) 임팩트 (impact): 공이 클럽 헤드를 떠나기 진전.

5) 팔로우 스루 (follow through): Impact 후 클럽 샤프

트가 지면과 수평인 지점. 

6) 피니쉬 (finish): 스윙 동작이 끝난 이후 클럽헤드가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시점.

5. 통계 처리

영상장비와 지면반력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의

도적인스윙과 안정적인 스윙에 대해 검증을 분석하기 위

해 SPSS 20.0 (IBM, USA)을 이용하여 대응 t-test 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6. 각도 정의

1) 왼 손목 각도 (left angle): 왼쪽 전완과 클럽 샤프트

를 이루는 각도.

2) 어깨와 골반의 사이 각도 (x-facter): 스윙 시 어깨와

골반의 수평 회전 형태를 이룰 때 사이 각. 

III. 결 과

1. 왼 손목 코킹 요인

1) 코킹 각도

백스윙 탑 시점(E2)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93.10o,

안정적인 스윙은 94.74o로 의도적인 스윙에서 코킹 각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드다운 시점(E3)에서 의도적

인 스윙은 평균 136.01o, 안정적인 스윙은 135.76o로 나타

났다. 임팩트 시점(E4)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169.29o,

안정적인 스윙은 167.06o로 나타났고, 팔로우 스루 시점

(E5)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132.81o, 안정적인 스윙은

132.55o로 나타났다.

Table 3. Left hand angle                           (unit: deg/sec)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E1 146.64 4.23 146.22 3.19 

E2 93.10 3.40 94.74 1.53 

E3 136.04 14.17 135.76 10.92 

E4 169.29 3.18 167.06 2.26 

E5 132.81 9.47 132.55 7.54 

E6 92.08 7.81 96.23 2.36 

*P<.05

Figure 1. Event difinition

Figure 2. Experiment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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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킹 각속도

본 연구 에서 <Table 4> 같이 다운스윙 시점(E3)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798.26° , 안정적인 스윙은 557.61° 로

나타났으며, 임팩트 시점(E4) 에서 의도 적인 스윙은

119.80°, 안정적인 스윙은 -48.71° 로 나타났다. 최대 각속

도를 보인 시점은 미드다운(E3) 시점으로 언 코킹이 완전

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최대의 값을 보였다. 또한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인 스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05).

2. 속도 변인

본 연구에서 <Table 5>와 같이 클럽헤드의 속도는 미드

다운스윙(E3)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32.36 m/s, 안정적

인 스윙은28.70 m/s 으로 나타났고, 임팩트(E4)에서 의도적

인 스윙은 32.36 m/s, 안정적인 스윙은 32.92 m/s로 나타났

고, 팔로우 스로우(E5)시 의도적인 스윙은 37.26 m/s, 안정

적인 스윙은 24.22 m/s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인 스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6>와 같이 클럽헤드의 속도는 미드다운스윙(E3)

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202.436 m/s, 안정적인 스윙은

147.84 m/s 으로 나타났고, 임팩트(E4)에서 의도적인 스윙

은 –237.61 m/s, 안정적인 스윙은 -538.01 m/s로 나타났고,

팔로우 스로우(E5)시 의도적인 스윙은 -121.06 m/s, 안정적

인 스윙은 -74.12 m/s로 나타났다. 의도적인 스윙에서 어드

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3. 어깨와 골반의 각도 요인

1) X-facter 각도

<Table 7>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X-facter의 각은 백

스윙 탑 시점(E2)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50.33o, 안정

적인 스윙은 47.66o로 가장 컸다. 미드다운 시점(E3)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41.05o, 안정적인 스윙은 38.65° 로

나타났고, 임팩트 시점 (E4)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35.45o, 안정적인 스윙은 32.64o로 나타났고, 팔로우 스루

시점(E5)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30.09o 안정적인 스윙

은 29.15o로 나타났고, 피니쉬 시점(E6)에서 의도적인 스윙

은 평균 50.43o, 안정적인 스윙은 47.96o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인 스윙을 비교한 결과 E4에서 유

의한 차가 나타났다(P>.05).

2) X-Facter 각속도

<Table 8>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X-facter의 각은 백

스윙 탑 시점(E2)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30.90o, 안정

적인 스윙은 15.56° 로 나타났다. 미드다운 시점(E3)에서

Table 4. Left hand angular Velocity (unit: deg/sec)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E1 10.24 7.52 -0.14 19.04 

E2 27.89 56.10 22.40 22.41 

E3 798.26 317.08 557.61 185.24 

E4 119.80 716.80 -48.71 562.55 

E5 -655.55 437.63 -577.66 221.94 

E6 150.93 11.92 103.79 53.64 

*P<.05

Table 5. Club head Speed                              (unit: m/s)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E1 1.40 1.45 0.20 0.27 

E2 0.79 0.46 0.57 0.48 

E3 32.36 2.87 28.70 1.47 

E4 37.26 4.14 32.92 2.86 

E5 28.24 1.85 24.22 1.67 

E6 6.92 1.81 4.72 1.95 

*P<.05

Table 6. Club head Acceleration                       (unit: m/s)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E1 49.35 45.27 2.38 4.61 

E2 16.90 41.83 13.50 22.99 

E3 202.43 63.94 147.84 2.93 

E4 -237.61 218.02 -538.01 259.79 

E5 -121.06 35.74 -74.12 16.93 

E6 -27.63 15.81 -32.05 3.55 

Figure 3. Left hand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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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104.88o, 안정적인 스윙은 -133.03o

로 나타났고, 임팩트 시점(E4)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106.31o, 안정적인 스윙은 -109.99o로 나타났고, 팔로우 스

루 시점(E5)에서 의도적인 스윙은 평균 53.27o, 안정적인

스윙 은 105.86o로 나타났고, 피니쉬 시점(E6)에서 의도적

인 스윙은 평균 32.33o, 안정적인 스윙은 9.17o로 나타났다.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인 스윙을 비교한 결과 E3에서 유

의한 차가 나타났다(P>.05).

2. 수직 지면반력

골프 스윙 시 양발에 대한 수직 지면 반력의 비율은 비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인 스윙을 비

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드라이버 스윙 시 수직방향의 각 이벤트 시점의 지면 반

력 값은 지면 반력 값의 체중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N/BW*100).

<Table 9>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도적인 스윙 시 어

드레스 시점(E1)에서 오른쪽 다리에 평균 69.20 BW% 싣

고 있으며, 백스윙 탑(E2)에서 평균적으로 76.70 BW%

실어 주었다가 미드다운 시점(E3)에서 오른쪽 다리 32.90

BW%, 왼쪽 다리에 91.61 BW%를 실어 준다. 이는 백스

윙 탑(E2)에서 미드다운 스윙(E3)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BW% 을 급격히 옮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스윙에서는 어드레스 시점(E1)에서 체

중 분배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미드다운 시점(E3)에서 오

른쪽 다리에 38.04 BW%, 왼쪽 다리에 87.46 BW% 를

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인 스윙과 안정적

인 스윙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스윙

과 안정적인 스윙을 구사할 때 시간에 따른 지면반력 값

과 손목 코킹의 상관관계와 X-facter 값의 운동역학적 변

Figure 4. Intentional Swing (G.R.F)

Figure 5. Nomale Swing (G.R.F)

Table 7. X-facter angle                                  (unit: deg)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t

E1 14.02 5.21 11.86 3.28 1.83 

E2 50.33 5.00 47.66 2.68 1.43 

E3 41.05 8.24 38.65 7.04 1.70 

E4 35.45 6.15 32.64 3.95 2.19* 

E5 30.09 0.52 29.15 2.98 0.59 

E6 50.43 4.70 47.96 1.33 1.23 

*P<.05

Table 8. X-Facter angular velocity                (unit: deg/sec)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M SD M SD t

E1 -11.98 16.64 17.21 20.88 -1.36

E2 30.90 9.13 15.56 5.43 1.83

E3 -104.88 50.90 -133.03 36.33 3.26*

E4 -106.31 83.40 -109.99 64.79 .14

E5 53.27 78.50 105.86 86.57 -.81

E6 32.33 32.65 9.17 8.65 1.18

*P<.05

Table 9. Ground reaction force                     (unit: BW%)

EVENT Intentional  Swing Nomal Swing

Left Right Left Right

E1 28.98 69.20 46.79 50.46 

E2 23.9 76.70 26.62 71.46 

E3 91.61 32.90 87.46 38.04 

E4 49.57 45.45 86.73 17.81 

E5 44.03 58.74 82.77 18.15 

E6 76.90 21.85 67.01 34.9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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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Neal와 Wilson (1985)은 임팩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관절 각 부분의 시간차 운동을 일으켜 클럽헤드의

속도를 높이는 지연히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연히팅의

연구에서 Jeon (1988) 은 숙련자들은 클럽헤드의 스윙 속

도를 높이기 위해 다운스윙 시 왼손이 허벅지에 올 때 까

지 코킹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Kim (2012)은 백스윙 탑에

서 임팩트 구간의 75%지점이 드라이버의 언코킹 각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언코킹 시점은 의도적인

샷 에서는 58%지점에서 시작되는 반면 안정적인 스윙에

서는 50%지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손목의 각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 되어 지연된 각도가 풀어지면서 지연히팅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의도적으로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팔로우 스루 시점 E(5)에서 안정적

인 스윙 보다 의도적인 스윙에서 음(−)값이 크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는 숙련자들의 스윙

시 코킹 각이 풀리면서 임팩트 이후 공의 방향을 잡아주

기 위해 음(-)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임팩트시 클럽헤드의 최대 운동량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Palgenhoef, Evans & Abdelnour, 1983)과

임팩트 되는 순간 클럽 헤드의 속도이다(Hay, 1985). 골프

드라이버 스윙 시 클럽헤드의 속도에 대해 연구한 Kim

(2010)은 타구감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모두 약 5프레임

(0.02초) 전에 최대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Barrentin,

Fleisig와 Johson (1994)이 보고한 PGA 골퍼, 로우 핸디

캡 골퍼의 각각 임팩트 전 0.012 초, 0.016 초 전에 최대

헤드스피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클럽헤

드의 최고 속도가 백스윙 탑(E2)에서 임팩트(E4) 구간에서

나타났으며, 의도적인 스윙의 경우는 임팩트(E4)직전 약 4

프레임 (0.012)에서 최대로 나타났고, 안정적인 스윙의 경

우 약 5프레임 (0.015)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의도

적인 스윙이나 안정적인 스윙 모두 체중이동과 레이트 히

팅의 효과로 임팩트 시 볼에 최대한 힘을 전달시켜 주기

위한 의도라고 사료된다.

어깨와 골반의 사이각인 X-facter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는 비거리를 내기위한 의도적인 스윙의 백스윙 탑(E2)에서

는 평균 50.33o을 타나냈으며, 안정적인 스윙에서는 47.66o

을 타나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53.5o로 나타난 김준연

(2012)의 연구결과와 59.1o로 나타난 Myer 등 (2008)의

연구결과 보다 모두 작게 나타났으며, 43.31o로 나타난

Kim (2005)의 연구결과와 45.52o로 나타난 Kim (2004)의

연구결과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7>에서 임팩

트(E4)와, <Table 8>에서 미드 다운(E3)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이는 Cole과 Grimshaw (2009)의 핸디캡

0-10의 골퍼 7명과 핸디캡 11-20의 골퍼 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스윙 탑에서 핸디캡 0-10의 골퍼들이 더

큰 X-factor 값을 나타냈고, 핸디캡 11-20의 골퍼들이 낮

은 X-factor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Mclean (2008)은 투어프로 75명과 아마추어(핸디캡: 17.2)

150명을 대상으로 X-factor 값을 조사하였는데, 다운스윙

시작 지점에서 투어프로는 17.4o가 높게 나타났고, 아마추

어들은 5.9o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마추어가 5o의 각도를 늘

리면 20야드 더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도적으

로 비거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하체의 고정과 상체의 꼬

임으로 X-factor값이 클수록 비거리 증대에 큰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드라이버 스윙 에서 양발의 지면반력 값은 의도적인 스

윙 시 오른발 69.20 BW%를 싣고 있으며, 백스윙 탑

(E2)까지 오른쪽으로 76.70 BW% 를 이동 시켰다가 다운

스윙 시(E3) 급격히 왼쪽 다리에 91.61 BW%를 옮겨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Richard, Farrell, kent과 Kraft

(1985)에서는 백스윙 시 수직지면 반력의 73%에서 79%가

오른발로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와는 7%정도의 차

이를 나타났다. 다운스윙 시(E3) 의도적인 스윙의 BW%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 발이 지면에서 버티고

있다가 임팩트 시 진행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을 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손목코킹의 각도와 헤드스피드 값에서 임팩트(E4)직전에

최대의 값을 나타내고, X-factor 각속도 미드다운(E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의도적인 비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의 소요시

간을 줄이고 지면반력 값을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여자 프로골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스윙

을 할 때와 의도적으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스윙을 할

때 신체에서 작용하는 운동역학적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

는 것 이다. 연구결과 언코킹 시점은 의도적인 샷의 경우

58%지점에서 시작되는 반면 안정적인 스윙에서는 50%지

점에서 시작되었다. 클럽헤드의 최고 속도는 백스윙 탑(E2)

에서 임팩트(E4) 구간에서 나타났으며, 의도적인 스윙의 경

우는 36.47 m/s, 임팩트(E4)직전 약 4프레임 (0.012)에서

최대로 나타났고, 안정적인 스윙의 경우 32.35 m/s, 약 5프

레임 (0.015)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X-facter의 경우 비거

리를 내기위한 의도적인 스윙의 백스윙 탑(E2)에서는 평

균 50.33o을 타나냈으며, 안정적인 스윙에서는 47.66o을

타나냈다. 지면반력 값은 의도적인 스윙 시 오른발에

69.20 BW%를 싣고 있으며, 백스윙 탑 (E2)까지 오른쪽으

로 76.70 BW%를 이동 시켰다가 다운스윙 시(E3) 급격히

왼쪽 다리에 91.61 BW%를 옮겼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자 프로골퍼들은 백스윙 시 X-facter의 각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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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크게 하고 다운스윙 시 왼쪽발로 체중이동을 빠르게 하

여 언 코킹 시점을 늦게 하면 드라이버의 헤드스피드를 높

여 비거리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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