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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inner-wear being currently sold is being made without regard to the cha-
racteristics of various sports ev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is pro-
blem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orts taping on golf swing when wearing 
functional inner-wea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 male golfers belonging to 
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and Launch monitor and Trackman were used 
to find out golf club action, ball pitch, distance, etc. There are three types of clubs: 
driver, wood, and iron, and the first experiment was carried out using only functional 
inner-wear. In the second experiment, we experimented with functional inner-wear 
after sports taping, a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istance depending on each 
experiment, the speed of the ball and the club, and the accuracy of the club fac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driving distan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ports taping on functional inner-wea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riving swing and wood swing, for club and ball spe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driving swing. Regarding 
the accuracy by the presence of sports taping on inner-wea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riving swing, wood swing, and iron swing. In con-
clusion, the sports taping in the functional inner-wear had a positive effect on golf 
performance improvement, and we hope that golf inner-wear these two specifications 
combing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Keywords: golf swing(골프 스윙), functional wear(기능성 웨어), driving distance(비거리), 
ball and club speed(볼, 클럽 스피드), club face accuracy(클럽 정확도)

I.� Introduction

과거의 골프는 부유한 특권층이나 선수들만이 수행하는 종목으로 인식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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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내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확산으로 대중

적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다(Park & Chun, 2000). 골

프에 참여하는 인구가 확산되며, 골프용품산업의 발

전도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골프웨어는 

다양한 기능성과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

고 있다. 골프웨어는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을 가지

고 있으며, 골프경기에 적합한 기능성을 보유한다.
골프웨어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보호 역

할이다. 골프경기는 4시간 이상 야외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쉽게 자외선에 노출된다. 이때 골프웨어는 자

외선을 차단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골프장은 잔디를 비롯한 식물로 구성되어 골퍼는 벌

레와 식물의 독성에 노출될 수 있다. 골프웨어의 방

수기능은 우천 시 플레이를 돕는 동시에 이와 같은 

자연방해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둘

째, 신체 컨디션 유지 및 보강기능이다. 전언한 바와 

같이 눈과 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땀을 배출할 

수 있는 방수기능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체온유지를 

위해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빠르게 말려주는 

흡수기능과 속건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조하는 

골프웨어의 기능으로 통풍기능, 발열기능도 요구된다. 
셋째, 골프스윙은 매번 같은 방식의 움직임이 반복되

며, 골퍼들은 주머니에 골프공과 골프티 등을 보관함

으로 적절한 내구성과 수납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골프스윙은 단순해 보이지만, 각 운

동단계에 따른 정확한 자세와 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스윙 움직임에 적합한 신체보강 기능성

이 필요하다.   
그러나 골프를 즐기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골프

수행을 위한 기능성 훈련에 참여하기에는 비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체기능을 보완하여 골프수

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

능성 이너웨어가 제시되고 있다.
기능성 이너웨어는 일반적인 골프웨어 내부에 착

용하며, 특정 부위에만 착용하는 부분형 기능성 이너

웨어도 발견된다. 기능성 이너웨어는 근육에 일정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근육피로를 줄이며, 효율적인 근

육계의 움직임을 유도함으로 효과적인 운동수행을 유

도한다(Kraemer et al., 2010; McLaren, Helmet, Home, 
& Blanchonette, 2010). 이와 더불어 국내 선행연구

(Kim & Kim, 2015)에서도 기능성 이너웨어가 운동학

적 변인에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났지만, 이것이 

실제 스윙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더불어 골프스윙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성 이너웨어의 

개발을 위한 학문적 지식과 근거개발이 필요하며, 이
와 같은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스포츠 기능성 

이너웨어가 골프스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는 동시에 보다 골프 종목에 특화된 기능성 이너웨어 

개발을 위해 스포츠테이핑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기능성 이너웨어와 스포츠테이핑을 접목한 상

태에서 나타나는 골프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비거

리, 스윙정확성 등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능성 이너웨

어와 스포츠테이핑 접목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주

된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골프스윙에 적합한 기능성 

이너웨어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Ⅱ.�Background

1.� Functional�wear

의류학에서 기능주의는 과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

재와 형태의 발전에서 시작되었으며, 90년대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편리성과 활동성

을 중심으로 기능성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능성 의류는 다시 건강 지향성 의류와 기

능 지향성 의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건강 지향

성 의류란 의류를 통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천연 섬유, 유기농 섬유, 인체에 

무해한 섬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Choi, 2007). 반면, 
기능 지향성 의류는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최우선으

로 생각하여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중시한 기능성 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적, 상황적 어려움에 처한 인간 활동에 도움을 

주며, 실용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의류를 의미한다(Fuad-Luke, 2002).
또, 기능 지향성 의류를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을 



Vol. 25, No. 4 김정우․김일 83

－ 501 －

바탕으로 한 스마트 웨어(smart wear)와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적 기능성 소재의 의류, 마지막으

로 하나의 복식이 다양한 기능을 갖춰 편리를 도모하

는 트랜스포머블(trasformable) 의류로 구분할 수 있

다(Park,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이너웨

어는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적 기능성 소재

의 의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 소재는 UV 
차단, 스트레치, 흡습 속건, 향균 방취, 콜라겐 가공, 
정전기 방지, 온도 조절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용 기능성 이너웨어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

신이 속한 상황에서 쾌적하고 오랜 시간 스포츠를 즐

길 수 있도록 흡한 속건 기능이 있고, 부드러운 촉감

의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또, 피부를 쾌적하게 유지

하고, 피부의 쾌적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는데, 이 

중에서도 방수, 방습성, 투습성 및 통기성 등 피복 재

료의 수분과 열의 이동성질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Lee, 2009).

2.� Sports� taping

스포츠 테이핑(sport taping)은 인체의 근육과 유사

한 신축성을 가진 테이프를 악화된 근육 부위에 붙여 

근막, 인대, 근육 등의 통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부
상 위험부위에 부착하여 빠른 회복과 부상방지를 하

는 치료방법이다(Kang, Kim, & Lee, 2010). 과거의 

테이핑은 피부 바로 아래쪽의 근육이나 내부의 기관

에 자극을 주어 관절의 보강 또는 보호, 부종의 감소, 
급성 손상 시 관리를 위해 사용해 왔으나(Leanderson, 
Ekstam, & Salomonsson, 1996), 최근에는 선수들의 

근력, 근 파워, 근지구력 등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Host, 1995).
테이핑은 탄력의 여부와 처치 방법에 따라 스파이

랄테이핑요법(비탄력테이핑요법)과 키네시오테이핑

요법(탄력테이핑요법), 정형외학적테이핑요법(비탄력

과 탄력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밸런스테이핑요법) 등

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에는 아로마요법이나 발포 

기능 등을 첨부한 기능성 테이핑요법도 사용되어지

고 있다(Yang, 2008). 흔히 테이핑을 이야기하면 키

네시오(탄력)테이핑을 의미하는데, 키네시오테이핑은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고, 근방추와 건기관 반

사에 의한 기전으로 근수축이 일어나 근육을 좀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며, 통증 수용기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통증이 완화되고, 몸속의 순환

을 개선하여 자연 치유력을 용이하게 만들어낸다(Kim, 
2006). 본 연구에서 또한 키네시오테이핑요법을 이용

하여 실험실 진행하였다.
    

3.�Golf� swing

골프스윙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특성을 

알아보면, 골프스윙의 첫 단계인 어드레스에서 중시

되는 특성은 양발의 신체균형, 일직선으로 펴진 척추

의 각도, 이완된 팔 근력이 강조된다. 백스윙에서는 

어드레스의 척추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척추기립근의 

역할, 유연한 어깨관절의 회전이 요구되며, 백스윙 탑

에서는 적절한 등근육의 긴장도와 어깨관절의 유연

성이 필요하다. 다운스윙이 시작되기 직전의 전환동

작에서는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회전과 이어지는 상

체의 일련의 순서를 가진 움직임이 중요하다. 임팩트 

동작에서는 다시 척추기립근과 둔근의 적절한 사용

이 필요하며, 부드러운 팔동작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

한 동작들은 척추 주변근, 어깨, 팔의 근골격계의 조

화로운 움직임으로 협응을 이뤄 적절한 타이밍을 만

들어낼 때 효과적인 수행이 나타난다(Moon, 2004).
최근 골프기능성 훈련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며, 골

프에 적합한 근골격계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에서 사용되는 주된 상체근육

은 팔꿈치근(anconeus), 삼각근(deltoid), 극상근(supra-
spinous), 극하근(infraspinous), 승모근(trapezius), 척주

기립근(spinal erector)으로 알려져 있다(Kang, 2009). 
이와 같은 근육들이 골프스윙에서 근육의 길이가 늘

어나는 원심성 수축과 이어지는 구심성 수축이 힘을 

만들어낼 때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 나타날 수 있다

(Park, Oh, Baik, & Kim, 1997).

Ⅲ.�Methods

1.� Subject

본 연구에 사용된 기능성 이너웨어는 현재 국내에

서 시판되는 스포츠 전문브랜드 N사의 P제품을 선택

하였으며, 골프 스윙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되

는 근육들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스판덱스(span-
dex) 원단소재를 사용하였다. 등 부위에는 메쉬(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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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ctional inner-wear and sports taping
From. Nike. (n.d.). http://www.nike.co.kr; 

M Korea. (n.d.). http://dhmedicare.com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Subject
(person)

Age
(yrs)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s)

8 29.1±3.27 175.64±7.57 73.14±6.23 11.63±2.50

패널을 사용하여 땀 배출에 대한 통기성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섬유는 폴리에스터(92%), 스판덱스(8%)로 

혼용되어 있다. 또, 연구에 사용된 스포츠 테이프(Ki-
nesiology Tape)는 M사의 M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스
포츠 테이프는 cotton doth, elastic span tex, acrylic 
psa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
사의 기능성 이너웨이는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능성 이너

웨어 중 절개부분이 적고, 스윙 동작을 하는데 불편

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압박을 가진 제품으로 선택

하였다(Fig. 1).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에 소속되어 있는 남자 골퍼 8명으로 한정하였으며, 
모두 오른손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다. 실험을 시작

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관한 정보와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참여에 의

해 진행되었으며, 참가가 모두에게 연구동의서를 받

았다. 또한, 연구 수행 중 부상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자유롭게 실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

는 점을 공지하였으며,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2.� Equipment

골프 스윙 동작 수행 시 기능성 이너웨어만 착용 

하였을 때와 스포츠 테이핑을 부착한 다음 기능성 이

너웨어를 착용하였을 때의 수행결과 차이(골프클럽의 

움직임, 볼의 구질, 비거리 등)를 알아보기 위해 골프 

타구 분석기(Launch monitor) 트랙맨(Trackman)을 이

용하였으며, 신장체중계를 이용하여 참가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골프 스윙 동작 수행 시 스포츠 테이핑과 각 근육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Kang, 2009; Kang, Moon, & 
Chio, 2006)와 스포츠 테이핑 전문가 1인(장애인국가

대표 의무트레이너)의 자문을 통해 테이핑을 실시하

였으며, 팔꿈치근(anconeus), 삼각근(deltoid), 극상근

(supraspinous), 극하근(infraspinous), 승모근(trapezius), 
척주기립근(spinal erector) 총 6부위에 테이핑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험장비(Table 2)와 

대상자의 스포츠 테이핑 부착위치(Fig. 2)는 다음과 

같다.
    

3.� Experimental� procedure

본 실험은 Y대학의 실내 실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골프 스윙 동작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

였다. 타구가 진행하는 앞부분에는 스크린을 설치하

<Table� 2>�Measurement and instrument

Tool Model Manufacturer

Weighing 
machine SH-M108 Samhwa

(Korea)

Golf analyzer Trackman pro Trackman
(Denmark)

<Fig.� 2>�Location with sports tap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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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옆 부분에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실험의 안정성

을 확보하였다.
실험대상자들에게 실험실 및 실험장비, 실험방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정확한 스윙을 측

정하기 위해 실험에 들어가기 전 10분간 연습스윙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대상자들에게 실험을 실시하기 

전 48시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나 물건을 들지 않을 

것을 권고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지시하

였다.
제 1실험은 모든 피험자가 연구에서 사용한 기능

성 이너웨어만을 착용하고, 그 위에 정식 골프복장을 

착용한 후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순으로 각 10번씩 

스윙 동작을 수행하였으며, 연속된 스윙 동작으로 인

한 피로누적을 감안하여 조건 사이에 약 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제 2실험은 제 1실험이 끝난 1주일 후에 동일한 장

소와 동일한 인원을 대상으로 먼저 스포츠 테이핑을 

실시한 후 그 위에 기능성 이너웨어와 골프복장을 착

용하게 하였다. 나머지 실험절차는 1차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4.�Data�analysis

본 연구에서 기능성 이너웨어만 착용하고 골프 스

윙 동작을 수행했을 때와 이와 더불어 스포츠 테이핑

을 실시한 후 기능성 이너웨어를 착용하고 골프 스윙 

동작 수행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골프 타구 분석기

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3번 우드, 7번 아이언의 비거

리(Carry [CA]), 스피드(Club Speed [CS]), (Ball Speed 
[BS]), 볼을 맞는 임펙트 순간의 정확도(Face Angle 
[FA])를 측정하였다.

비거리 측정은 Carry(CA)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CA는 볼이 날아가서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한

다. 스피드 측정은 Club Speed(CS)와 Ball Speed(BS)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CS는 스윙 중 클럽 헤드가 볼

을 치고 나갈 때의 헤드 속도, 즉 임팩트 순간의 속도

를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 BS는 헤드에 맞아 날아가

는 볼의 초속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윙의 정확도 

측정은 Face Angle(FA) 변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

데, FA는 임팩트 시 클럽페이스가 열리고 닫힌 정도

를 의미하며, 페이스가 오픈되면 +로, 클로스 되면 –
로 나타난다.

5.� Statistical� analysis

골프 스윙 동작 수행 시 기능성 이너웨어만 착용 

하였을 때와 스포츠 테이핑을 부착한 다음 기능성 이

너웨어를 착용하였을 때의 수행결과 차이(골프 스윙

의 헤드스피드, 볼 스피드, 비거리, 정확성 등)를 알아

보기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을 각각 10번의 스윙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10번의 수행 중 자신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8회의 평균화한 값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8명의 연구대상자별 스윙 동작 수행 시 분석에 적

합한 각각 8번의 데이터[8명 * 2가지 조건(이너웨어 

착용 시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 * 3개 동작(드라

이버 스윙, 우드 스윙, 아이언 스윙) * 4개의 변인(Carry, 
Club Speed, Ball Speed, Face Angle Accuracy)]를 수

집하였다. 모든 변인은 Microsoft office excel 2013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스포츠 테이핑의 부착 유무에 따른 수행결과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을 이용

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기능성 이너웨어 안

에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에 따라 골프 스윙 동

작 수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운동학적 변인(비
거리, 스피드, 정확성)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Distance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에 

따른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스윙 동작 수행 시 캐리

(Carry)의 차이 검증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각 클럽별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

착 유․무에 따른 캐리(Carry) 결과를 살펴보면, 드라

이버 스윙에서는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

핑을 부착하였을 때가 부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적으로 13.9yard만큼 거리가 더 나간 것으로 나타났

다(p<.05). 또한 우드 스윙 결과에서도 드라이버 스윙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테이핑을 부착하였을 때 

17.0yard만큼 거리다 더 나간 것으로 나타났고(p<.05), 
아이언 스윙결과에서도 역시 테이핑을 부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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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0.88yard 더 멀리 날아갔다. <Fig. 3>은 각 클럽의 

캐리(Carry)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비거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캐리(CA)는 스포

츠 테이핑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 착용에서 보다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차

이는 드라이버 샷과 우드 샷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비거리 측정의 결과는 각 클럽의 스윙동작

을 실시할 때, 하지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상
지의 허리 및 어깨의 회전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Kim and Kim(2015)의 연구를 통해 드라이버 스

윙 시 기능성 이너웨어를 착용하였을 때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중심의 분산이동이 줄어들

어 스윙의 일반성과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낸다고 보

고하고 있다. 또, 스포츠 테이핑은 피부와 근육의 탄

성이 유사한 천을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 부위의 근육

과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

<Table� 3> Result of Carry (Unit: yard)

Event Group n Mean±SD t

Driver
Non-taping

8
225.51±18.86 –2.987*

Taping 239.36±24.94

Wood
Non-taping

8
201.81±23.31 –3.303*

Taping 218.81±27.31

Iron
Non-taping

8
157.58±13.02

 –.225
Taping 158.46±16.86

* p<.05

<Fig.� 3> Result of Carry

용되고 있다(Lee, Kim, & Lee, 2002). 골프의 비거리

는 지상의 중심근육을 통해 기능적인 사슬운동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근원적인 힘을 발생시키는데(Park 
& Ahn, 2016), 스포츠 테이핑과 기능성 이너웨어가 

이 기능적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매개체 역

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Speed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

에 따른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스윙 동작 수행 시 

클럽 스피드(Club Speed)와 볼 스피드(Ball Speed)의 

차이 검증은 <Table 4>,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드라이버 클럽의 헤드 스피드(CS) 결과를 살

펴보면,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테이핑을 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6.80mph 더 빠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p<.05), 우드 클럽(5.45mph)과 아이언 클럽(2.95 
mph)에서도 테이핑을 실시하였을 때가 더 높게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4>는 클럽의 헤드 스피드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볼 스피드(BS)의 결과를 살펴보면, 클럽 헤드 스피

드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테이핑을 실

시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결과가 나

타났다. 특히 드라이브 스윙을 통해 전달된 볼의 스피

드 결과를 살펴보면 테이핑을 했을 때가 6.72mph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우드 스윙(5.68mph)
과 아이언 스윙(1.15mph)을 통한 볼 스피드 결과에서 

테이핑을 하였을 때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5>는 각 클럽

을 통한 볼 스피드(BS)의 차이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골프스윙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클럽 헤

드 스피드(CS)와 볼 스피드(BS)의 각각 변화를 확인

한 결과, 가장 긴 클럽인 드라이버 샷에서 스포츠테

이핑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 착용이 더 빠른 스피

드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골프스윙(드라

이버 샷, 우드 샷, 아이언 샷) 중 가장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것이 드라이버 샷이다. 다른 골프스윙은 더 

멀리 공을 보내기 위한 노력에 앞서 더 정확한 곳에 

공을 보내는 목적이 강하다. 반면, 드라이버 샷은 비

교적 넓은 페어웨이에 안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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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다 멀리 보내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골퍼는 드라이버 샷에서 보다 많은 에

너지를 생성시킨다. 이 과정에서 골프 스윙에 관련된 

근육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아이언 샷의 결

과는 드라이버나 우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윙 궤적

이 작기 때문에 다른 클럽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스

포츠테이핑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는 골프스윙에

서 상체의 근육움직임을 보조하여 골프 클럽 스피드

를 향상시켜 비거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 테이핑을 바탕으

로 제작된 다기능성 웨어를 착용하였을 때 골프 동작

의 움직임과 클럽의 스피드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향

상된다는 연구 결과들(Kim, Park, & Uh, 2014; Lim, 
2009)과 골프 스윙에서 스포츠 테이핑 요법을 실시하

였을 때 보다 적은 근활성도로 동일한 동작으로 강한 

힘을 발현할 수 있다는 연구(Kang et al. 2006)와 같

은 맥락을 하고 있다.

<Table� 4>�Result of Club Speed(CS) (Unit: mph)

Event Group n Mean±SD t

Driver
Non-taping

8
 99.40±5.61 –3.231*

Taping 106.20±6.09

Wood
Non-taping

8
 94.55±6.22 –2.017

Taping 100.60±9.19

Iron
Non-taping

8
 83.05±5.72 –1.274

Taping  86.00±4.16

* p<.05

<Fig.� 4>�Result of Club Speed(CS)

<Table� 5>�Result of Ball Speed(BS) (Unit: mph)

Event Group n Mean±SD t

Driver
Non-taping

8
139.58±9.36 –3.350*

Taping 146.30±10.47

Wood
Non-taping

8
130.25±10.12 –1.356

Taping 135.93±18.86

Iron
Non-taping

8
110.33±7.95

 –.615
Taping 111.48±6.63

* p<.05

<Fig.� 5> Result of Ball Speed(BS)

    
3.�Accuracy

각 클럽별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

착 유․무에 따른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스윙 동작 

수행 시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의 정확도(Face 
Angle)의 차이 검증은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

에 따른 클럽 페이스 정확도(FA)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클럽에서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을 부착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결과

가 나타났다.
먼저 드라이버 클럽의 클럽 페이스(FA) 결과를 살

펴보면 테이핑을 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27deg 더 클럽 중심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우드 클럽결과에서도 –3.99deg, 아이언 클럽결

과에서도 –2.8deg 만큼 테이핑을 실시하였을 때가 더 

클럽 중앙에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각 클럽 페이스의 정확도를 사전, 사후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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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스윙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아본 임팩

트 시 클럽페이스의 각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드라이

버 샷, 우드 샷, 아이언 샷 모두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골프스윙에서 필요한 능력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움직임이다. 운동기술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피드가 나타날 때 정확성이 나타

난다(Schmidt & Wrisberg, 2008).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정확성의 향상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스포

츠테이핑의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테이핑

은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육의 기능

을 향상시켜 운동제어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을 증

진시킨다(Maitland & Vadertuin, 2002). 또한 스포츠

테이핑은 근육의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인 근경련 예

방효과가 있다(Tariq, Haren, Kim, & Morley, 2005).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로 미루어 볼 때 골프스윙에서 

정확성이 향상된 이유를 스포츠테이핑 기능이 적용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6> Result of Face Angle Accuracy   (Unit: deg)

Event Group n Mean±SD t

Driver
Non-taping

8
5.88±2.92

5.361*

Taping 2.61±2.96

Wood
Non-taping

8
6.29±2.61

7.251*

Taping 2.30±3.04

Iron
Non-taping

8
3.73±3.78

3.886*

Taping 0.93±2.15

* p<.05

<Fig.� 6> Result of Face Angle Accuracy

Ⅴ.�Conclusion

기능성 이너웨어 착용 시 스포츠 테이핑 부착에 따

른 골프 스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골퍼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 부착 

유․무에 따라 각 클럽의 비거리, 스피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

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비거리 

실험에서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골프 스윙에 사용되

는 근육 부위에 스포츠 테이핑을 실시하였을 때, 테이

핑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드라이버 스윙과 우드 스윙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거리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캐리(CA)는 스포츠 테이핑

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 착용에서 보다 효과가 크

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클럽의 스윙 동작

을 실시할 때 상지의 허리와 어깨의 강한 회전으로 

실시하는데, 테이핑과 이너웨어가 강한 임팩트를 만

들어 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시사하였

다. 둘째, 골프스윙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클럽 헤드 스피드(CS)와 볼 스피드(BS)의 각각 변화

를 확인한 결과, 가장 긴 클럽인 드라이버 샷에서 스

포츠테이핑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 착용이 더 빠

른 스피드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골퍼

는 드라이버 샷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성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근육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아이

언 샷의 결과는 드라이버나 우드 샷에 비해 상대적으

로 스윙 궤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클럽에 비해 편치

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기능성 이너웨

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을 부착 유․무에 따른 클럽 

페이스 정확도의 결과에서는 모든 클럽에서 기능성 

이너웨어 안에 스포츠 테이핑을 부탁하였을 때 그렇

지 않았을 때보다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클럽 모두에서 테이핑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테이핑을 하였을 때 클럽페이스

의 평균값이 줄어들어 정확하게 맞아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성 이너웨어와 스포

츠 테이핑이 근육의 떨림과 기능을 향상시켜 운동제

어와 관련된 운동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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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수행에 있어 나타난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포츠테이핑을 

접목한 기능성 이너웨어는 일체형으로 제작된 상품이 

아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실제 착용이 간편

한 형태의 기능성 이너웨어를 제작하여 재검증할 필

요가 있다. 또, 스포츠테이핑은 선수 또는 운동수행자

에 몸에 맞추어 부착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보다 세분화된 의류의 범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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