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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는 꾸준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도 높아져 

가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주 5일제와 같은 일과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레져 스포츠 활동이다. 요즘 각광 받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는 바로 골프이다. 하지만 골프를 하면서 발생하

는 부상의 위험은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허리에서의 부상을 입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

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

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에 알맞은 스포츠는 많지 않다. 이에 

고령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 골프를 창안하였다.

소프트 골프는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스포츠로 고령자와 골프 

초보자들이 운동하기에 적당한 스포츠이다. 소프트 골프 클럽은 

기존의 골프 클럽과는 다르게 타격면이 라켓 형태로 되어 있어 

서 그만큼 무게를 더 줄여서 가볍다. 또한 기존 골프 클럽보다 

1.5배정도 크게 디자인을 해서 타격범위가 넓어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 골프 클럽을 이용한 스윙을 할 때 

나타나는 Lumbar에서 kinematic 요소를 기존의 골프 클럽을 가지

고 스윙을 했을 때와 비교 분석에 있다. 새롭게 디자인 된 소프트 

골프 클럽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차원 동작분석기와 

두개의 힘판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스윙 모션을 분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골프에 관한 실험과 분석[1-5]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디자인 된 이 소프트 골프 클럽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동작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패턴에서 기존 골프 클럽과 소프트 

골프 클럽을 사용했을 때 Lumbar에서의 운동학적 요소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소프트 골프 클럽과 기존 골프 

클럽인 아이언 7번을 사용하였다. 

    (a) Soft Golf Club               (b) Iron7
Fig. 1 Soft Golf Club & Iron7 

Fig. 1은 새롭게 디자인된 소프트 골프 클럽이다. 클럽 헤드는 

기존 골프 클럽 헤드보다 약 1.5배 크게 디자인 되었고 무게는 

샤프트의 길이는 iron7과 같게 만들었다. 또한 골프공이 임팩트 

되는 면은 공의 날아가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 라켓모양으로 

디자인 되었다. 임팩트 부에 더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서 클럽의 

무게를 줄였다. 실험에 쓰인 골프공은 직경 43mm의 테니스공의 

재질을 가진 공을 사용하였다.

     (a) Marker

   (b) Force Plate               (c) Camera  
Fig. 2 Marker & Force plate & Camera 

Fig.2 는 피험자의 스윙 동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3차원 

동작분석 장치이다. 인체 주요 부위에 적외선 발광 Marker를 

부착해서 움직일 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Marker의 데이터를 

잃지 않게 총 3대의 적외선 카메라가 모든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얻을 수 있게 장치되었다. 또한 피험자 발밑에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의 힘판을 설치해서 스윙을 할 때 발생하는 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Fig.3 은 실제 피험자가   인체 

주요 측정 부위(Back of Head, 
Thorax, Sacrum, Left Forearm, 
Left Hand, Right Forearm, Left  
Shank, Right Shank)에 Marker를 
하나씩 부착한 모습이다. 동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1초에 

140 Frame의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Fig. 3 Position of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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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는 Marker를 몸에 부착

한 피험자가 스윙을 한 모습

을 동작분석장치에서 에니메

이션한 것이다. 스윙을 하기 

전에 피험자의 골격에 맞게 

몸의 주요 관절을 디지타이징

해서 피험자의 3차원 신체 치

수가 그대로 동작 분석 장치

에 입력되었다.    
 

   Fig. 4 Motion analysis 

3. 결과

피험자가 스윙을 할 때 소프트 골프 클럽을 사용했을 때와 

기존의 골프 클럽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동작을 분석한 결과이

다.

Fig. 5 Lumbar Rotation 

Fig. 6 Lumbar Right Lateral Flex 

Fig. 7 Club Head Velocity 

Fig.5는 두개의 클럽을 가지고 각각 스윙을 했을 때 Lumbar에서

의 Rotation을 봤다. 두 클럽에서 최대 회전각은 기존 골프 클럽이 

45.6 도이고 소프트 골프 클럽이 42.5도로 소프트 골프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했을 때가 더 작게 나왔다.

Fig.6는 역시 두개의 클럽을 가지고 각각 스윙을 했을 때 
Lumbar에서의 Right Lateral Flex를 봤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이 소프트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했을 때 더 작게 나타났는데, 

소프트 골프 클럽은 22.3도를 기록했고, 기존의 골프는 28.1도를 

기록하였다. 
Fig.7은 두개의 클럽으로 각각 스윙했을 때 클럽 헤드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피험자가 같은 스윙 패턴으로 스윙을 

한 결과이다. 클럽의 무게는 달라졌지만 스윙 속도는 소프트 

골프 클럽으로 스윙을 했을 때가 21.5m/sec이고, 기존의 골프 

클럽으로 스윙을 했을 때가 22.2m/sec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알맞게 새롭게 디자인된 소프트 

골프 클럽을 이용한 스윙을 했을 때와 기존의 골프 클럽을 이용하

한 스윙을 했을 때의 동작을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의 골프 클럽과 비교해서 무게가 가벼워진 소프트 

골프 클럽을 이용해서 스윙을 했을 때 Lumbar에서 Rotation의 

피크 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Lumbar Right Lateral 
Flex 역시 소프트 골프 클럽을 이용해서 스윙을 했을 때가 기존의 

골프 클럽을 이용해서 스윙을 했을 때보다 피크 값이 낮게 측정되

었다. 이것을 소프트 골프 클럽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면 회전운

동과 옆으로 구부러지는 정도가 작으므로 골프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Lumbar에서의 부상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소프트 골프 클럽의 헤드에서의 스윙 속도와 기존 골프 

클럽의 헤드에서의 스윙 속도를 비교하였다. 스윙 동작 패턴이 

같기 때문에 클럽의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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