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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2주간의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골프 스윙 협응 구조의 변
화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성 부하 동작의 무게 차이와 기술수준에 따라서 신체적 불안
정성과 관성 과부하 제어전략에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관성 과부하 원리를
적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서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7kg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서 근력
과 기능적 움직임 수준에 차이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반응 신경계 훈
련으로 적용될 관성 과부하 동작에 대한 기계적 효과를 검증하는 3차원적
동작 분석(Qualisys & AMTI)을 예비 연구(pilot study)로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관성 과부하 동작(7kg clubbell)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 4명과
CST 공식 클럽벨 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자격을 획득한 숙련자 2명이
참여하였다. 무게 차이(400g & 7kg)에 따른 초보자의 신체적 불안정성을 분
석한 결과, 7kg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이 400g 아동용 T-bat를
이용한 최소 관성 부하 동작에 비해 신체 무게 중심(COM)과 신체 압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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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COP)의 이동 거리(migration distanc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나
는 기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p<.01]. 더불어 기술 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 제어 전략을 분석한 결과, 초보자는 머리와 배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관성이 부하되는 방향으로 신체 중심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을 보였다. 하지만, 숙련자
는 관성 과부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머리와 배트가 상호 교차하는 평형추
움직임을 통하여 신체 무게 중심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기 중
심적 협응 패턴(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보자가 관성 과부하 동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
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숙련된 효율적 움직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성 과부하 동작에 대한 기계적 효과를 알아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 스윙의 중심축이 많이 이동하는 초보자에게 관성 과부하 동
작을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으로 선정하였다. 12주간의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GDR 공 추적 장비와 IMU 관성
센서를 활용하였으며, 평가는 사전 검사와 세 번의 사후검사를 걸쳐 실시하
였다. 실험 집단은 총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골프 스윙 연습과 집단별 세부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집단별 세부 훈련에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7kg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을 실시하였고 최소 관
성 부하 훈련 집단은 400g 아동용 T-배트를 활용하여 동일한 관성 부하 동
작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은 골프 스윙 실습 이후, 추가적인
훈련 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골프 스윙과 관련이 없는 시청각 자료
(군사 훈련 영상)를 관람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신체 협응 패
턴은 골반, 몸통, 손목의 회전 타이밍이며, 이에 따른 각 분절의 최대 각속
도와 분절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골프 수행력은 타구의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를 분석하였으며, 악력 및 배
근력 검사와 FMS(functional movement screen) 평가를 통하여 피험자의 근
력 및 기능적 움직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평가를 통
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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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신체 협응 패턴의 핵심 변인은 골프 스윙의 감
속 시퀀스를 의미하는 분절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다. 훈련 이전 단계인 사
전 검사에서는 고정된 자유도로 인하여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골반과 몸통의
회전 감속 시점이 임팩트 순간에 가까운 90~100% 지점에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 감속 타이밍을 의미하는 최대 각속도 시점
은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세 집단 모두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성 과부하 동작을 실시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
압도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분절간의 순차적인 회전
타이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학습 초반에 나타났
던 동시 회전 현상이 점차 분리되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비교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의 회전 타이밍 순서가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몸통과 손목의 최대 각속도가 비교집단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몸통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최대 각속도 증폭량 측면에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분절간
힘의 연결성이 더욱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골프
수행의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실시한 근력 및 기능적 움직임 검사를 통하여 관
성 과부하 동작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은 학습자의 근력이나 유연성을
개선하는 생리학적 훈련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협응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
경학적 훈련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의 오류를 극대화하여 올바른 협
응 패턴을 유도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법은 운동 기술 학습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이다. 앞으로는 더욱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다양한 운동
종목과 기술수준에 접목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주요어 : 반응 신경계 훈련, 관성 과부하 동작, 신체 협응 패턴
학 번

: 2011-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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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이라는 특성상 중심축 유지에 필요한 효율적인 움
직임을 학습해야 하고 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체 다분절의 유기적인
협응과 자유도의 고정 및 풀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복잡한 운
동 기술이다(Knight, 2004). 골프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운동 역
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언어적으로 이해하여 실제 운동에 적
용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골프 스윙이 중추 신경계의 학습 구조와 원리를 이
해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
다. 그 이유는 인간 운동 행동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뇌에서 인지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기능 제한 요소를
파악해야 운동 수행과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Schmidt & Lee, 2013).
중추 신경계의 학습 과정을 계산론적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부 모델
(inverse model)은 인간 운동 행동이 감각 정보와 운동 시스템의 통합 과정
에

의해

발생된다는

신경학적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Shadmehr & Mussa-Ivaldi, 1994; Bell, Han, Sugawara, & Grant, 1997;
Kawato, 1999). 이러한 두뇌의 정보 처리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보는 동작의
자동화 과정을 유도하고 운동 기술 학습을 촉진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잡하
고 과다한 정보는 운동 기술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과부하를 부여하여 학습
의 지연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Liao & Master, 2001; Master, Law, &
Maxwell, 2002; An, Wulf, & Kim,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교육
현장의 현 실태는 숙련자와 초보자의 동작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하기 어려
운 복잡한 움직임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거나, 매 시행마다 운동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anelle, Barba, Frehlich, Tennant, & Cauraugh, 1997). 이처럼 복잡하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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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인지적 과부하 현상
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에 학습의 기억
을 담당하는 부호화(encoding), 유지(rehearsal), 재인(recognition)의 기능을
저하시킨다(Ross, Blatz, & Schryer, 2008). 예컨대 목적지를 찾아가는 상황
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동 경로에 대한 방향과 원리를 이해
하고 운전하는 것이 길을 기억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처럼, 운동 기술 학습
상황에서도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학습자의 독립성을 이끌
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도자에
대한 학습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피드백 빈도를 점차 줄이는 ‘점감적
피드백’(faded feedback), 수행에 대한 결과를 총합하여 평균 점수를 제공하
는 ‘평균 피드백’(average feedback), 수행자 스스로 피드백을 요구할 때 제
공하는 ‘자기통제 피드백’(self-controlled feedback), 그리고 수행 결과에 대
한 범위를 정해두어 범위를 벗어나는 수행만을 제공하는 ‘수용범위 피드
백’(bandwidth feedback)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인간
운동 행동의 복잡한 시스템과 학습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제의 특이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피드백 기법을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 기법은 운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보강
피드백(augmented feedback)으로서 움직임의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데
필요한 감각 피드백(sensory feedback)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운동 기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주도
학습 환경(self-learning environ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Patterson과 Lee(2008)는
학습자가 ‘양적 연습’이 아닌 ‘질적 연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동
기술 학습 시 맹목적인 반복 수행을 지양하고 의식적 인지 과정을 통해 오
류를 탐지하고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
을 토대로 볼 때, 반응 신경계 훈련(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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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은 자세 교정에 필요한 언어적인 설명을 최소화하고 동작의 오류를 학
습자 스스로 탐색 및 수정하여 효율적인 협응 구조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반응 신경계 훈련은 외부적 자극을 활용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학습자 스
스로 잘못된 동작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협응 구조를 유도하는 신경학적 훈
련 기법이다(Voight & Cook, 1996; Cook, Burton, & Fields, 1999). 즉, 운동
수행자는 고유 수용성 감각(proprioceptor) 피드백 정보가 풍부한 환경적 여
건 속에서 효율적 동작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쿼트 동작에서 무릎 외반 현상이 나타나는 수행자에게
언어적 설명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튜빙 밴드(elastic tubing)와
같은 소도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자세 오류의 극대화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반응 신경계 훈련의 핵심이다. 이러한 훈련이 효과적
인 이유는 무릎에 가해지는 외부적 불안정성 요인이 자세 정렬에 필요한 협
응 구조를 수행자가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Cook
et al., 1999). 이와 같이 다양한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 속
에서 잠재의식 단계를 거쳐 오류 동작을 개선하고 능률적인 동작 패턴을 습
득하는 방법이 반응 신경계 훈련이다.
지금까지 반응 신경계 훈련은 주로 인대 손상 및 파열로 인한 신체적 비
대칭 또는 신경학적 병변이 있는 파킨슨 환자들의 재활 훈련에 적용되어 왔
다(Pittman, 2013; Seada, Elsayed, & Talat, 2013). 특히 Cook et al.(1999)은
십자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튜빙 밴드(elastic tubing)와 메디슨
볼(medicine ball)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을 통하여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과 비대칭적 하지 근력을 개선하였다. 더불어 Pittman(2013)은 십자
인대 파열의 주된 원인인 무릎 외반 동작이 전통적인 저항성 훈련보다 반응
신경계 훈련에 의해 더욱 개선된다는 결과를 3차원적 동작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Seada et al.(2013)은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에 대한
동작 분석(motion analysis) 및 근전도(electromyography)를 측정함으로써
반응 신경계 훈련을 접목한 밸런스 트레이닝(biodex balance system)집단이
신체 균형 유지에 필요한 언어적 설명을 받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보폭,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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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낙상률(fall rate), 근활성도(muscle activity)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정형 외과적 또는 신경학적 병변이 있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반응 신경계 훈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Guido
& Stemm, 2007; Harrison & Hart, 2010; Hart & Harrison, 2011) 이를 운
동 기술 학습에 접목한 선행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반응 신경계 훈련을 운동 기술 학습에 적용한 연구는 수직 점프(jump
height) 과제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Cook, 2010). Cook(2010)의 실험은 ‘반
응 신경계 집단’, ‘근력 훈련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의 총 세 집단으로 구
분하여 진행되었다. 통제 집단은 맨몸 수직 점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근력 훈련 집단은 저항성 훈련 적용을 위해 플라이오 매트릭스(plyometrics)
점프를 반복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테라 밴드(thera-band)를 양손에 쥐고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올리는 수직 점프 동작을 실시하였다. 점프 과정에서 신체 무게 중심점이
수직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수행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양손에 전달될 것이라고 가정한 논리이다. 이러한 훈련 조건은 동작에 대한
오류를 극대화 하여 본인 스스로 오류를 탐지하도록 유도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가 풍부한 환경적 상황인 것이다. 각 집단의 훈련에 대한 반응 시
간과 점프 높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고, 30분 후 훈련의 학습 효과를 입증하는 파
지 검사에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수행력이 뛰어나다는 기록이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점프 수행력이 전통적인 근력 훈련에 의해 향
상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유도하는 신경학적 훈련에 의
해 더욱 향상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일 사례 연구 결과로 반응
신경계 훈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분석 장비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운동 종목에 적용하는 추가적 실험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고, 숙련성에 따른 연구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복잡한 협
응 구조를 요구하는 운동 기술 학습의 효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다분절의 조화로운 협응 구조가 요구되는(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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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골프 스윙의 학습 상황에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
였다. 이때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을 특정 운동 기술 학습 상황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동 종목의 기술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학적 특성과 초
보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골프 스윙에서 나타
나는 초보자의 문제점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현상은 신체 다관절의 자유도
가 고정되어 중심축 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전의 관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도가 고정되는 현상은 첫째, 자유도의
과잉(redundant degrees of freedom)에 대한 관점과 둘째, 근위-원위 협응
패턴(Proximal to Distal Sequence pattern: PDS)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Bernstein(1967)은 운동 학습의 변화 과정을 ‘자유도의 고정’(1단계), ‘자유
도의 풀림’(2단계), 그리고 ‘반작용의 활용’(3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
면서 인간은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많은 자유도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협응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운동 기술을 접하는
학습 초반에는 신체 자유도가 고정되어 강하게 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운동 시스템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유도를 고정하여 학습자가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동작의 힘과 효율성 측면에서
는 매우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망치로 못을 내려치는
과제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수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체 다관절을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비효율적으로 망치질을 하게 된다. 이처럼 골프 스
윙에서도 초보자는 공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자유도를 고정하여 마치 나
무 막대가 회전하듯 뻣뻣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점차 효율적인 동작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자유도의 풀림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 초기에 형
성된 근육과 관절간의 고정된 자유도가 점차 분리되어 과제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도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에너
지를 활용하여 최대 힘을 이끌어낸다는 움직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망치질의 효율성과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
이 서로 분리되어 파도를 타는듯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골프 스윙
에서도 클럽 헤드 스피드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체 주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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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간에 자유도가 분리되어 상호 교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반작용의 활용’으로서 수행자와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골프 스윙에서 관성을 최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체 분절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지면 반발력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골프 스윙 학습 초반에는 신체 다관절이 고정되어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
이 동원되지만, 숙련 단계로 갈수록 자유도가 점차 분리되고 수행 과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을

활용하게

되는

자유도

변화

과정은

Putnam(1993)이 제시한 근위-원위 협응 패턴을 접목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위-원위 협응 패턴은 근위 근육 토크(proximal muscle
torque)로부터 역동적인 팔 다리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는데 기초가 되며, 원
위 관절 토크(distal joint torque)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동작 수행 시 힘
을 증대시킨다는 원리이다. 던지기, 치기, 차기 등과 같이 손이나 발끝에 최
대 스피드를 부여해야하는 과제에서 보다 강조되는데, 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체 다분절의 순차적인 가속과 감속 회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도의 풀림 단계와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협응 전략을 골프 스
윙에 적용시킨다면 숙련자일수록 신체 중심에서 가까운 골반-몸통-손목의
순서로 자유도가 분리되어 회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분절의 구체적인 회전
동작을 살펴보면,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전환 구간에서는 골반과 몸통이 가
속하지만 임팩트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감속하여 손목의 최대 스피드
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몸통-골반손목, 또는 골반-손목-몸통 등의 순으로 회전의 타이밍 순서가 무분별하게
나타나거나 자유도가 고정되어 분절의 회전 감속 동작 없이 동시에 가속 회
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Hume, Keogh, & Reid, 2005; Tinmark,
Hellstrom, Halcorsen, & Thorstensson, 2010; Vena, Budney, Forest, &
Carey, 2011). 이러한 근위-원위 분절의 동시 가속 회전 동작은 골프스윙의
중심축 이동 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관성을 극대화 하는데 제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확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확성
이 보다 더 요구되는 골프 피칭 과제에서도 숙련자의 근위-원위 협응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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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유의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서 운동 수행 정확성 연
구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숙련자에게 나타나는 신체 협응
패턴은 골프 스윙의 관성 극대화를 위한 복잡한 제어 전략이며 이를 효과적
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법이 요구된다.
초보자의 골프 스윙에서 자유도 고정으로 인한 중심축 이동 현상이 근위원위 협응 패턴에서 설명하는 동시 가속 회전 동작으로 인한 영향력이 크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게의 관성 과부하 원리를 활용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는 운동량(F)이 질량
(M)과 속도(V)의 변화에 비례한다는 가속도의 법칙(F=M×A)에 따라서 근위
분절의 회전 감속 동작이 부족한 초보자에게 무게의 관성을 과부하 할 경우
중심축 이동 현상이 극대화되어 신체적 불안정성이 더욱 유발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는 극대화된 신체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행자가 운동 시
스템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탐색 전략(search strategy)을 활용할 것이
며 평형추 움직임을 의미하는 감속 회전 동작을 학습하게 되어 균형 유지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 이유는 인간 운동 행동이 다이나믹 시스템
의 자기-조직 원리에 기반하여 세 가지 제한 요소(과제, 환경, 유기체)의 상
태 변화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어트랙터(attractor)로 전환될 것
이기 때문이다(Swinnen, 2002). 더불어, 환경과 과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각한 학습자는 지각-운동 활동 영역 내에서의 탐색활동을 통하여 최적의
협응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Newell, Kugler, Van Emmerik, &
McDonald, 1989). 이러한 협응 패턴은 학습자가 관성 과부하로 인한 불안정
적인 환경적 상황에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지각 단서와 운동 반응
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운동
수행력과 신체 분절 간의 협응 구조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골프 입문자
에게 주로 처음 주어지는 7번 아이언 골프 풀 스윙 과제를 적용하고자 한
다. 이와 함께 개인의 근력 향상을 평가하는 악력 및 배근력 검사와 움직임
기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를 활용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Cook, Burton, & Hoogenboom, 2006; C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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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의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의 변화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성 부하 동작의 무게 차이(400g, 7kg)에 따라서 신체에 미치는 불안
정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기술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 제어 전략에 차이
가 있는가?

둘째, 관성 과부하(overload) 원리를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서 골
프 수행력이 향상되고 숙련자의 효율적인 신체 협응 패턴이 학습되는가?

셋째,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서 근력과 기능적 움
직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무게 차이에 따른 관성 부하 동작에 따라 신체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수준이 다를 것이다.
7kg 무게의 클럽벨(clubbell)을 이용하여 관성을 과부하 시키는 반응 신경
계 훈련과 400g 아동용 티 배트(T-bat)를 활용한 최소 관성 부하 훈련에
따라 신체 무게 중심(center of mass)과 신체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이동 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Ledin & Ödkvist, 1993;
Corna, Tarantola, Nardone, Giordano, & Schieppat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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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성 과부하 동작의 기술 수준에 따라 자세 제어 전략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관성 과부하 동작에 익숙한 숙련자는 신체적 불안정성을 상쇄하기
위하여 머리와 배트가 상호 교차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
(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나타날 것이며, 관성 과부하 동
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머리와 배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확인될
것이다(Temprado, Della-Grasta, Farrell, & Laurent, 1997; Lee,
Ishikura, Kegel, Gonzalez, & Passmore, 2008).

3)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단순 근력 수준의 차
이는 없을 것이다.
반응 신경계 훈련은 근력 훈련이 아닌 움직임의 협응 구조 변화를 유
도하는 신경학적 훈련 기법으로서, 7kg 무게의 관성 과부하 동작으로
인한 악력(grip strength) 및 배근력(back strength)의 차이는 없을 것
이다(Loock, Grace, & Semple, 2013; Lamberth, Hale, Knight, Boyd,
& Luczak, 2013).

4)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가 향상될 것이다.
골프 스윙의 신체 협응 패턴(kinematic sequence)이 개선됨에 따라 타
구의 비행 거리는 증가하고, 방향 오차는 줄어들 것이다(Hume et al.,
2005; Tinmark et al., 2010).

5)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각 신체 분절의 최대 각속도가 증가할 것이
다.
신체 분절 간의 자유도가 분리되고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이 개선됨에
따라 골반, 몸통, 그리고 왼 손목의 최대 각속도가 증가할 것이다
(Crews, Lutz, Cheetham, Neal, & Hurrion, 2007; Callaway, Glaws.
Mitchell, Scerbo, Voight, & Sell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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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신체 분절 간의 각속도 증폭량이 증가될 것이
다.
숙련된 근위-원위 협응 패턴을 학습함에 따라 관절간의 유기적인 힘의
연결성이 향상될 것이며, 골반-몸통, 몸통-손목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
량이 늘어날 것이다(Myers, Lephart, Tsai, Sell, Smoliga, & Jolly
2008; Neal, Lumsden, Holland, & Mason, 2008).

7)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신체 주요 분절의 최저 & 최대 각속도 발현
시점이 변화될 것이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신체의 고정된 자유도로 인해 동시 가속 회전 동작
이 나타나지만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유도가 분리되고 분절 간의 움
직임이 상호 교차할 것이다. 즉, 골프 스윙의 관성을 극대화하고 중심축
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근위 분절(골반, 몸통)의 감속 회전
타이밍이 개선될 것이다(Tinmark et al., 2010; Neal et al., 2008).

8)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기능적 움직임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반응 신경계 훈련에 대한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체적
비대칭 정렬을 평가하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Cook et al., 2006; Cook, 2010).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반응 신경계 훈련은 7kg 클럽벨(clubbell)을 활용한 관성 과
부하 동작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수행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타구의 비행 거리, 방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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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체 협응 패턴, 그리고 근력 및 기능적 움직임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신체 협응 패턴은 골반, 몸통, 왼 손목간의 순차적인 회전
타이밍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본 훈련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비교적 일관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
는 사관생도이지만 12주 훈련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생활패턴 차이에 따라 나
타나는 생리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응 신경계 훈련(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
반응 신경계 훈련은 학습자의 오류 동작 극대화를 위해 외부적 자극을 활
용한 불안정한 환경적 상황을 조성하여 학습자 스스로 잘못된 동작을 인식
하고 효율적 움직임 패턴의 학습을 유도하는 신경학적 훈련 기법이다. 따라
서 지도자의 언어적 또는 시각적 피드백 없이 학습자 스스로가 고유 수용성
감각 피드백이 풍부한 환경적 상황에서 효율적인 동작 학습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택하게 된다(Voight & Cook, 1996). 본 연구에서는 골프 초보자에
게 주로 나타나는 중심축 이동 현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7kg 클럽벨을 활
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을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으로 선정하였다.

2) 운동 수행력
본 연구에서의 운동 수행력은 공 추적 장치(lunch monitor)를 활용하여
공의 타구 시점에서부터 지면에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비행 거리와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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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좌-우 방향으로 벗어난 절대거리오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신체 협응 패턴
신체 협응 패턴이란 운동 체계의 기본 단위로써 여러 분절과 근육군의 조
화로운 움직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체 협응 패턴은 골프
스윙의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나타나는 골반, 몸통, 왼 손목의 순차적인
회전 타이밍을 의미하고 있다.

4) 기능적 움직임
기능적

움직임이란

개인의

근력,

유연성을

포함한

동작의

안정성

(stability), 가동성(movability), 협응력(coordination) 수준을 의미한다(Cook,
2010). 본 연구에서는 7가지 기능 평가 항목과 3가지 통증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 FMS(Fun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불균형 또는 운동 협응 제한으로부터 나타나는 움직
임 패턴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부상 위험도와 운동 수행력과 연계된 많은 연
구들에 활용되고 있다(Cook et al., 2006; Kiesel, Plisky, & Voight, 2007;
Peate, Bates, Lunda, Francis, & Bellamy, 2007; Chorba, R, S., Chorba, D.
J., Bouillon, Overmyer, & Landis, 2010; Chapman, Laymon, & Arnold,
2014; Warren, Smith, & Chimer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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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운동 기술 학습 과정을 수행력과 협
응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응 신
경계 훈련의 원리와 연구 동향, 골프 스윙의 기계적 접근, 운동 제어의 이론
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 반응 신경계 훈련(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

1) 반응 신경계 훈련의 정의
반응 신경계 훈련은 외부적 자극을 활용하여 동작의 오류를 극대화하고
잘못된 자세를 인식하게 함으로서 올바른 동작에 필요한 움직임을 학습하도
록 유도하는 신경학적 훈련 기법이다(Voight & Cook, 1996; Pittman, 2013).
그동안 전통적인 재활 및 근력 훈련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이루
어져 왔다. 즉, 수행자가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경우 올바른 자세에 필요한 정
답을 언어적 또는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머리의 좌-우 움
직임(sway)이 많은 골퍼에게 인위적으로 머리를 고정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자세 교정 훈련 방법이라면 반응 신경계 훈련은 수행자의 오류를 극대화하
여 본인 스스로 머리 움직임에 대한 현상을 인지하고 해결하도록 환경적 조
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스쿼트나 런지 동작에서 무릎이 내-외측으로
틀어지는 대상에게 테라 벤드를 활용하여 오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과 동일
한 원리이다. 또 다른 예로 바벨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숄더 프레스
(shoulder press) 동작이 전통적인 근력 훈련(weight training)이라면 무게
중심이 손잡이에서 떨어져있는 아래-위 캐틀벨(kettebell bottom-up press)
훈련은 신경학적 훈련이다. 이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틀
벨의 무게 중심과 신체 분절의 정렬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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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동작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환경과 유기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것이
다. 이처럼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proprioception)가 풍부한 환경적 상황에
서 잠재적으로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는
기법이 반응 신경계 훈련이다.

2) 고유 감각과 운동 제어
인간 운동 행동은 감각정보를 기반으로 출력된다. 가장 기초적인 음식물
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시각을 통하여 환경적 위치를 파악해야 하
며, 입안으로 정확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대한 촉각 또는 고유 감
각이 필요하다. 스포츠 상황에서도 동작의 대부분이 시각 정보에 의하여 이
루어지며,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유 감각은 운동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인간이 키보드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정확
히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은 촉각과 고유 수용 감각이 중추신경계에 환경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Rabin & Gordon, 2004). 이처럼 고유 수용성 감
각이 운동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대다수의 연구는 그동안 구심성
신경(afferent neuron)과 시각 정보(visual information)를 차단하는 조건 하
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고유 수용 감각 기능에 제한이 있는 환자가 손
가락으로 목표물을 가리키는 과제에서 시각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수
행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Blouin,

Bard,

Teasdale, Paillard,

Fleury,

Forget, & Lamarre, 1993), 건진동(tendon vibration)을 직접적으로 신체에
부여하여 움직임의 노이즈를 유발한 경우에도 동작의 오류가 극도로 높아졌
다(Verschueren, Swinnen, Cordo, & Dounskaia, 1999). 이는 운동 제어적
측면에서 고유 감각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이다.
고유 감각은 3차원 공간상에서 신체 분절의 위치(position), 속도(speed)
그리고 근육 활성화(muscular activa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 기
관이다. 근육(muscle), 건(tendon), 인대(ligament), 그리고 관절 내에 위치한
고유 감각 수용기(proprioceptor)는 움직임 변화와 동작 특성에 대한 정보를
구심성 신경 통로를 통하여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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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유 감각 수용기는 대부분 골격근섬유(skeletal muscle fiber) 내에 분포되
어 있는데 근방추(muscle spindle)로 불리는 근육 내 고유 감각 수용기는 추내
근 섬유(intrafusal fiber)와 추외근 섬유(extrafusal fiber)로 구분되어 근막
(muscle

sheath)에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근육의

수축-이완

(contraction-relaxation)에 대한 길이와 속도의 변화를 탐지한다(Macefield,
2005). 이러한 기능은 근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절각도(joint angle)의 변화
를 탐지할 수 있다. 근방추로부터 전달되는 피드백은 관절 각도의 변화를
제공하여 운동을 계획하고 동작에 대한 오류를 탐지 및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Winter, Allen, & Proske, 2005). 이외에도 힘줄과 근육의 연결 지점에
위치한 골기건 기관(golgi-tendon organ)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되는
장력이나 힘의 변화를 탐지하며, 관절낭(articular capsule) 또는 인대에 분포
된 관절 수용기(joint receptor)는 신체 분절 간의 각속도와 회전력의 변화를
인식한다.
이와 같은 근골격계에 널리 퍼져있는 고유 감각 수용기는 동작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반응 시간과 다분절의 협응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구심성 신경이 차단된 원숭이는 손으로 목표물
을 가리키거나 음식을 잡는 물체 조작 운동을 비롯하여 기기, 오르기, 뛰어
오르기와 같은 이동 운동에 제한이 있음을 나타냈으며(Taub & Berman,
1968), 신체 분절의 유기적인 협응을 요구하는 자세 조절과 사지-내, 사지간의 복잡한 협응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결과는 고유 수용 감각 촉
진을 통해 성공적인 운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환경 정보를 탐지하는 훈
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반응 신경계 훈련에 관한 선행 연구
반응 신경계 훈련은 부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재활 치료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무릎 십자 인대 파열은 정형외과 의사 또는 운동 재활
치료사가 주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
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릎 관절의 과사용(overuse)이 원인이다(Coo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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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우리의 몸은 운동 사슬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근육, 인대, 건,
뼈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슬의
연결고리 하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Baechle, 1994). 가령, 족저 근막염(plantar fascilitis) 환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듯이 우리의 몸은 특정 부위
가 약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되고 이는
근육의 과사용 또는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레
그 익스텐션(leg extention),

레그 컬(leg curl), 스쿼트(squat), 런지(lunge),

자전거타기 등의 훈련을 통하여 무릎 관절 주변 근력을 향상시키는 전통적
인 재활 훈련 방법은 신체적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회
복된다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Friden, Roberts, Zatterstrom,
Lindstrand, & Moritz, 1996).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에서부터 발목까지의 전
체적인 하지 분절의 연결성(equilibrium)을 정렬해야 하고 신체의 어느 한쪽
에 편중되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전신이 공동 작용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Latash, 1998).
Cook et al.(1999)은 십자 인대 수술을 받은 대학 여자 농구 선수를 대상
으로 한 단일 사례 연구에서 반응 신경계 훈련을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하
여 접목하였다. 첫째, 정적 자세에서 목표 관절에 규칙적인 진동을 부여하여
근육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OTIS(Oscillating Technique for Isometric
Stabilization)기법과, 둘째, 신체의 불안정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탄도적
움직임(ballistic

movement)을

활용하는

ITIS(Impulse

Technique

for

Isometric Stabilization)기법이다(Voight & Cook, 1996). 이들은 한발로 균형
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둥에 고정된 테라 밴드를 손에 쥐고 동서남북 방향으
로 흔드는 방식으로 OTIS를 접목하였으며, 한발로 균형을 잡은 동일한 상
태에서 메디슨 볼을 벽에 던지는 형태로 ITIS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
의 전통적 재활 훈련에 비해 고관절 내-외전(adduction and abduction)과 무
릎 굴곡-신전(flextion and extension) 동작에서 근력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40%이상 차이가 났던 좌-우 근력의 비대칭이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ittman(2013)의 종단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성이 더욱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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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선 무릎 외반 동작으로 인해 십자 인대 파열에 위험도가 높은 피험
자를 대상으로 착지의 불균형을 평가하는 Drop Test에 대한 운동 역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테라 밴드를 활용하여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single leg deadlift) 동작을 실시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에서 전통적 근력
훈련 집단에 비해 무릎 외반 동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반응 신경계 훈련은 만성 허리 통증과 어깨 통
증 환자의 재활에도 접목되었다.
허리 통증은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복
부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근
신경계 훈련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복부의 일부분(단전)만 수축시키
는 할로윙 기법(abdominal hollowing exercise)을 선호하였지만 최근에는 척
추 분절을 중심으로 주변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는 브레이싱 기법(bracing
exercise)이 척추 안정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Vera-Garcia,
Brown,

Gray,

&

Mcgill,

2006).

Harrison과

Hart(2010)은

슬링

치료

(suspention exercise)를 활용하여 RNT기법을 접목하였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로프에 신체를 고정시키면 자연스럽게 동작의 불안정성이 발생되고 수
행자는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슬링 기구를 통
한 허리 재활 훈련(사이드 브릿지)은 발목이 밧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서 코어 발달에 집중을 하는 닫힌 사슬 운동(closed kinetic chain)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유 수용 감각과 중추신경계의 원활한 신경 활동을 촉진시키며 동적 안정
성에 요구되는 효율적인 근육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Hart &
Harrison, 2011). 이와 더불어 라켓 운동선수들이 주로 겪는 어깨 회전근계
손상에

대한

반사적

안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율동적

안정화

(rhythmic stabilization)기법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이 매우 효과적이다
(Guido & Stemm, 2007). 율동적 안정화 기법이란 수행자의 특정 자세에서
치료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불안정성을 제공함으로서 반사적인 근육의 안정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때 치료사가 미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과

근신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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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

어깨의

가동성

(mobility)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 운동 행동을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동작의 가동성과 안정성이 높
으면 수행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k, 2010). 우리는 움직임의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칭을 적용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
을 해결하지 못한다. 동작의 가동성은 근육의 길이 문제가 아닌 근 신경 세
포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Weppler

&

Magnusson, 2010). Cook(2010)은 가동성의 문제를 첫째, 근조직 신장 기능
제한(Tissue Extensibility Dysfunction: TED)과 둘째, 관절 가동 기능 제한
(Joint Mobility Dysfuction: JMD)으로 구분하였다. 즉 근육의 정상적인 수
축-이완을

담당하는

근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이다.

Loutsch, Baker, May와 Nasypany(2015)는 대퇴 이두근 경직으로 인하여 허
리 가동성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반응 신경계 훈련을 접목해 보았다. 일
반적인 대퇴 이두근 스트레칭이 허리를 아래로 숙이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힘을 가하는 방식이라면 반응 신경계 훈련은 복부 전면에 외부적 힘을 가하
여 동작에 저항을 부여하는 원리이다. 그 결과 4년간의 스트레칭 훈련을 통
해 회복되지 않았던 허리 가동성이 단 하루만에 25도 이상 향상되었는데 이
는 다양한 스트레칭 훈련을 접목한 선행 연구에 비해 10도 이상 차이가 나
는 결과이다(Bandy, Irion, & Briggler, 1997; De Weijer, Gorniak, &
Shamus, 2003). 뿐만 아니라, 파지 검사(retention test)에서도 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정적 스트레칭 훈련에 비해 오히려 수행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단일 사례 연구 결과이지만 반응 신경계 훈련이
근신경계의 기능 제한(TED)을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낙상 위험도
와 보행 수행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졌다(Seada et al., 2013). 파킨슨병
은 기저핵으로 전달되는 도파민 신경 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운동기능이 불
안정해지는 만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Jankovic, 2008). 세부적으로는 근
육 경직으로 인한 운동 완서(bradykinesia; 느린 운동), 무운동증(akinesia;
운동 결핍), 떨림(tremor)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일상생활에서는 일어서기,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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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글쓰기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sken, 1992).
Seada et al.(2013)은 파킨슨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집단과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스트레칭 집단은
상지와

하지를

중심으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roprioreceptor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을 적용하였으며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PNF스트레칭에 추가로 근관절 기능 훈련(biodex multi-joint system)과 안
정성 훈련(biodex balance system)을 접목하였다. 보행에 대한 운동학적 분
석(motion capture analysis)과 근전도(electromyography)를 측정한 결과, 반
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보폭, 보속,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파킨슨병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와 안정성 검사에서도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수행력
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반응 신경계 훈련은 운동 재활 측면에 국
한되어 단일 사례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나, 근신경계의 효율적인 움직임 패
턴을 요구하는 운동 기술 학습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Cook(2010)은 예비 연구(pilot study)로 수직 점프 과제를 반응 신경계 집
단과 근력 훈련 집단, 통제 집단의 총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먼저 통제 집단은 반복적으로 맨몸 수직 점프를 실시하였으며, 근력
훈련 집단은 신체에 무게를 부여하여 플라이오 메트릭스 점프 훈련을 반복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테라
밴드를 양손에 쥐고 70∼80% 힘으로 점프하는 과정에서 머리 위로 손을 뻗
어 올리는 동작을 수행하였다. 이때 수행자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신체 중심
점이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수행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양손에
전달될 것이다. 이는 점프 동작에 대한 오류를 극대화하여 본인 스스로 오
류를 탐지하도록 유도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정보가 풍부한 환경적 조건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실험에서 반응 시간과 점프 높이에 대한 수행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행 결과
를 나타내었다. 또한 30분 이후 훈련의 학습 효과를 입증하는 파지 검사에
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수행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
직 점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훈련 방식은 근력이나 유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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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거나 점프에 대한 기술적인 자세를 시각 또는 언어적으로 교
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운동 기술 학습 과정에서 학습 곡선이 훈
련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듯 운동 수행력은 근력, 지구력(endurance), 유연성
(flexibility)과 같은 체력 요인이 아닌 움직임 패턴의 효율성에 따라 결정된
다. 따라서 앞으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운동 기술 학습 과정에서 협응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4) 클럽벨(Clubbell)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의 원리
클럽벨의 원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트레이닝 도구로서, 인도, 버마, 이
란, 러시아, 오키나와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전사들의 몸을 만들기 위한 전통이 현대로 계승 발전되어 개발된 것이
CST(circular strength training) 클럽벨이다. 클럽벨은 손잡이로부터 무게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구적 특성상, 관성 과부하 동작에 따른 신체적
불안정성이 쉽게 발생되고 이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
촉진된다(Sonnon, 2015).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은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와 안정성의 중심이 되
는 코어(core) 발달에 도움이 되며, 관절과 연부 조직에 압박을 주는 전통적
인 웨이트 훈련과 달리 관성을 활용함으로서 유착된 연부 조직을 이완 및
분리시킨다. 이는 7가지 핵심 구조를 통하여 회전의 관성을 효율적으로 극
대화하는 원리를 학습할 수 있으며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힘을 선택적으
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CST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에서 강조하는 7가지 핵심 구조(7 Key Component Structure,
7KCS)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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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ST 클럽벨 7가지 핵심구조
CST 클럽벨 7가지 핵심구조(7 Key Component Structure, 7KCS)
1

Leg Drive

지면 반력을 활용한 힘의 생성

2

Hip Recruitment

고관절과 둔근에서 힘의 증대

3

Core Activation

코어의 활성화

4

Crown to Coccyx

척추 안정화

5

Shoulder Pack

어깨에서 힘의 연결

6

Elbow Lock

팔꿈치에서 힘의 연결

7

Grip Confirmation

손에서 힘의 연결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에서 원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
면 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으로부터 힘을 발생(leg drive)시켜야 한다.
다리에서 발생한 힘은 엉덩이 부분을 지나는데 엉덩이는 자동차의 엔진으로
비유된다. 이처럼 다리에서 발생한 힘은 엉덩이에서 증대(hip recruitment)되
고 더 강한 출력이 나오게 된다. 이 힘을 몸통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몸통
의

정렬이

올바르고(crown

to

coccys)

코어의

근육들이

활성화(core

activation)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다리에서 발생한 힘은 엉덩이를 지나
몸통을 거쳐 어깨 관절로 이동한다. 어깨에서 힘의 누수(leakage)가 아닌 힘
을

연결(linkage)하기

위해서는

위팔뼈의

머리가

어깨

관절와(glenoid

cavity)에 밀착(shoulder pack)되어 있어야 하며 어깨 주변의 근육들은 동시
수축(co-contraction)해야 한다. 그 다음 어깨에서 연결된 힘이 팔꿈치
(elbow)로 전달되는데 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잠금(elbow
lock) 동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클럽벨에 힘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는 손의 역할(grip confirmation) 또한 매우 중요하다.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의 학습 체계는 기초 기술로부터 복잡
한 기술까지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
초 동작을 기반으로 움직임의 가동범위가 점차 커지는 분습법 학습 모델이
다.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움직임은

율동적(rhythmic),

탄도적

(ballistic), 그리고 분쇄적(grinding)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클럽벨 훈련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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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가지 핵심 기술(swipe, mill, hammer swing)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 동
작<표 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시 요령은 <표 3>과 같다.

표 2. 관성 과부하를 적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 세부 동작
주요기
술

Swipe
Components

Mill
Components

Hammer Swing
Components

Rock-It

Lateral Rock-It

2H Torch Press

Front Swing

Side Swing

2H Lateral Rock-It

Clean To Order

Side clean to Order

2H Side Semi

Arm Cast

Shoulder Cast

Technical Hammer

Technical Swipe

Shield Cast

세부내용

Mill Cast
Technical Mill

표 3. CST 클럽벨 실시 요령
클럽벨 주요기술
Rock-it(F/S)
Swing(F/S)
Clean to Order(F/S)
Arm Cast (F/S)
Technical Swipe
Technical Mill
Technical Hammer

실 시 요 령
클럽벨 머리(muzzle)를 신체 중심으로 앞-뒤 또는 좌-우 1미터씩 스윙한
다. 불안정성에 대한 신체의 카운트 밸런스를 유지한다.
백스윙은 rock-it동작과 동일하며, 포워드 스윙은 지면 반력을 활용하여 가
슴 높이까지 스윙한다. 마지막 동작에서 몸통은 일직선을 유지한다.
클럽벨 swing에서 팔꿈치와 손목 굴곡 동작이 추가되는 동작으로 클럽벨
이 거꾸로 세워진 상태로 균형을 유지한다.
clean to order에서 클럽벨을 등 뒤로 넘겨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신체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카운트 밸런스를 유지한다.
위 4가지 기본 동작을 연결시켜 시상면에서 실시한다.
관상면에서 실시되는 동작으로 4가지 기본 동작을 연결하여 실시하는데 arm
casting 동작에서 고관절 중심이동(좌-우)과 상체 회전(rotation)이 응용된다.
관상면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360〫회전되는 동작으로 최대 지면반력과 카
운트 밸런스가 요구된다. 팔꿈치는 잠금(lock out)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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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제어 이론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요구되는 운동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신체의 다분절과 근육의 유기적인 협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골
프 라운딩에 소요되는 움직임만 하더라도 신체의 각 구성 요소들의 역할들
이 정해져 있다. 즉, 손에 장갑을 착용하는 양손 협응 과제로부터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골프 스윙을 하는 전신 협응 과제까지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럽
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보이지만 동작을 구현하는 신체의 내적 과정은 매
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처럼 복잡한 인간 운동 행동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각 이론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
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대안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1) 정보 처리 이론
인간

운동

행동의

내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보

처리(information

processing) 이론은 Adams(1971)의 폐쇄 회로(closed-circuit) 이론으로부터
소개되었다. 컴퓨터의 기계적 처리 방식으로 설명되는 폐쇄 회로 이론은 인
간의 움직임이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된 정확한 모범 동작과 실제로 행해진
동작간의 차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즉, 감각 기관으
로부터 수집된 피드백(feedback)은 중추신경계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냉난방 시스템은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를 비교
하여 오차를 인식하고,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손을 뻗어 펜을 잡는 과정에서도 펜과 손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시각 및 고유 감각 정보를 요구하듯 이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정보 처리 이론이다. 반면, 개방 회로(open circuit) 이론은 피드백 기반
이 아닌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됨을 강조한다. 빠른
동작에 대한 정보 처리 시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폐쇄 회로 이론과 달리 개
방 회로 이론은 동작에 필요한 움직임이 미리 계획되어 발생되기에 설명 가
능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숙련된 피아니스트의 손 움직임은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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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음악이 재생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움직임이 발생
하기 이전, 두뇌의 대뇌 피질에 동작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개방 회로 이론이다(James, 1891). 그러나 인간의
수없이 많은 자유도의 조합을 고려할 때 두뇌의 저장 용량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음 배우는 운동 기술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인간의 주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신체 분절과 근
육의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Schmidt(1975)는 인간 운동 행동의 적응성
과 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으로 일반화된 운동 계획(Generalized
Motor Program theory: GMP)을 제안하였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GMP)은 폐쇄 회로 이론과 개방 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통합한 이론으로,
빠른 움직임은 개방 회로, 느린 움직임은 폐쇄 회로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
다. 이것을 글씨 쓰는 과정에 비유했을 때 인간 움직임의 변하지 않는 불변
의 요소(invariance)와 다양한 특성의 매개변수(parameter)로 구분하여 설명
하게 된다. 우리가 신체의 어느 특정 부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정확
히 적고자 할 때, 움직임의 크기, 속도, 힘과 같은 동작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인간의 움직임은 하나의 정형화된 움직임 패
턴에서 다양한 매개 변수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된다는 이론이
GMP이다. 이러한 도식 이론도 근육의 피로 등의 생리학적 변인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인간 운동 행동을 설
명하는데 여러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2)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운동 계획에 기반을 둔 정보 처리 이론과 대립하는 접근 방법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dynamic system theory)이다(Clarke & Crossland, 1985). 인간
운동 행동의 비선형적인 특성과 환경, 유기체, 과제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신경 생물학 시스템의 운동 협응을 이해
하는데 적절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공
의 진행 방향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인간의 가변적인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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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이나믹 시스템의 복잡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복잡계의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 내에서 협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Van Gelder와 Port(1995)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수
리적

위상

공간(numerical

phase

space)내에서

변화의

규칙(rule

of

evolution)을 갖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수리적 위상 공간은 인간의 움직
임에 대한 가설적인 모든 상태를 의미하며, 생물학 운동 시스템에서는 이를
협응 패턴으로 정의한다. 물의 흐름이나 신경 세포의 이동을 쉽게 예측할
수 없듯이 인간의 움직임은 불규칙적(non-linear)이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
는 매우 질서정연한 패턴을 보이는데(Kauffman, 1993, 1995) 복잡계의 질서
상태는 물리적, 기능적, 그리고 정보적 제한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제한 요
소는 복잡계의 위상 공간을 정의하는 요인으로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행
동 유형의 수를 결정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의 기능적인 패턴이 발생되
게 한다. 예를 들어 장난감의 크기에 따라 아이가 손을 조작하는 행동에 영
향을 미치듯이 제한 요소는 필요한 운동 반응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역동
적인 환경에서 동작의 협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테니스공의 속
도, 스핀량, 방향에 따라 신체의 자유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대처해야 하
듯, 우리의 몸은 다양한 환경적 변화 제한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위
의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환
경적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움직임의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다.

3) 골프 스윙과 협응
성공적인 골프 수행을 위해서는 비거리, 정확성,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골퍼가 원하는 최상의 수행에 도달하게
된다. 운동 제어적 측면으로 볼 때 신체 자유도의 유기적인 협응 관계와 원
활한 정보 처리 능력은 성공적인 골프 수행에 필요한 인간의 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Knight, 2004). 골프 스윙에서의 협응 관계는 신체 분절 간의 각
도와 속도를 분석하는 운동 역학(biomechanics)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왔으
며, 비거리와 정확성과 관련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Putnam(1993)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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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술의 치기(striking), 차기(kicking), 던지기(throwing)동작에서 각 신체
분절의 순차적인 움직임(proximal to distal sequence principle)을 강조하였
다. 이 원리는 신체 중심에서 가까운 분절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골프 수행의 핵심적인 협응 패턴이다. 숙련자의 경우 골반-상체-손목클럽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만, 초보나 혹은 중간 숙련자의 움직임은
상체-골반-손목-클럽, 또는 손목-상체-골반-클럽의 순으로 발생된다(Crews
et al., 2007). 즉, 회전 운동이 결합된 운동 기술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동 에
너지를 생성해내기 위해 신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골반으로부터 점차 멀
어지는 어깨, 그리고 손목의 순으로 회전의 가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이
다. PDS 협응 패턴은 근위 근육 토크(proximal muscle torque)로부터 역동
적인 사지 움직임을 생성해내는데 기반이 되며, 원위 관절 토크(distal joint
torque)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rashima, Kudo, & Ohsuki, 2003). 골프 스윙에서 최대 헤드 스피드를 효
과적으로 발현해내기 위해서는 근육 및 관절 간의 힘이 연결(interaction
torque)되어야 하는 것이다. PDS 협응 패턴은 주로 큰 힘을 발현해내야 하
는 비거리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지만, 최근 정확성을 목적으로 한 느린 동
작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uruya

&

Kinoshita,

2007;

Hirashima, Kudo, Wataria, & Ohtsuki, 2007). 특히 Tinmark et al.(2010)은
숙련자의 5번 아이언 풀스윙과 40m, 55m, 75m 거리의 웨지샷을 통하여 동
작의 시퀀스(sequence)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숙련자의 PDS패턴은 과제에
대한 에너지 요구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는 PDS
협응 패턴이 비거리와 정확성 측면에서 중요한 협응 패턴임을 규명하는 결
과이다. 그러나 골프 스윙의 협응 관계를 운동학적 요인(kinematic variable)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Bernstein(1967)의 반작용 활용 단계와 같이 골프 스윙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면 반력의 운동 역학적 요인(kinetic
variable)과 연계하여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중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운동 역학적 요인은 지면 반발력(ground reaction force)과 신체 압
력 중심(center of pressure)으로 구분된다. Tiger Woods의 스윙 코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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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 Foley는 골프 스윙의 파워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강조하였으며, 실제 다양한 연구자들의 결과를 통하여 숙
련도에 따른 체중 이동의 제어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allace, Graham, & Bleakley, 1990; Koenig, Tamres, & Mann, 1994).
Hume et al.(2005)은 지면 반력을 높이기 위해 다리로 지면을 밀어내는 동
작을 강조했으며, 백스윙탑에서는 오른발, 다운스윙-피니쉬에서는 왼발로 이
동하는 협응 패턴이 골프 클럽의 헤드스피드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하
였다. 골프 스윙에서 지면 반력의 크기(magnitude)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
이동의 타이밍이다(Richards, Farrell, Kent, & Kraft, 1985). 다운스윙 전환
단계에서 신체 중심을 왼발로 급격하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은 골프 스윙의
파워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Okuda, Gribble, &
Armstrong 2010). 그러나 최근 신체 압력 중심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스윙 스타일에 따라 다운스윙에서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 전방형(front foot)과 임팩트 이전에 무게 중심이 순간적으
로 반대 방향(오른발)으로 이동하는 후방형(reverse pattern)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이는 Lee et al.(2008)의 골프 퍼팅 협응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
이면서 체중 이동의 원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시발점이라 여겨진
다(Ball & Best, 20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Lee et al.(2008)은 골프 기술 수준에 따른 머리와 퍼
터 헤드 움직임의 협응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초보자는 퍼터 헤드와 머리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나타났으며, 숙련자의 경우 머리-퍼터 움직임이 서
로 교차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관찰
되었다. 골프계의 전설인 Jack Nicklaus와 Tiger Woods는 골프 스윙에서
정확한 임팩트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고정하
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보행, 자전거 타기, 수영 동작에서도 사지간의 움직
임이 교차하여 신체 중심선(intension line)이 유지하듯 동작의 안정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평형추

움직임(count

balance)이

매우

중요하다(Hof,

Gazendam, & Sinke,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골프 숙련자는 수없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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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주요 분절
이 상호 교차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을 학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초
보자의 골프 스윙에서 중심축이 이동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순히 머리를
고정하라고 지시한다면 수행자의 자연스러운 협응 동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즉, 동작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4) 효율적 움직임의 원리와 평가
움직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
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표현할 때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이 하드웨어라면, 움직임의 가동성, 안정
성, 협응성, 타이밍은 신경학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소프트웨어이다. 3차원적
공간상에서 신체 분절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고 근육에 명
령을 내리는 것이 신체의 소프트웨어의 역할인 것이다. 효율적 움직임이란
소프트웨어적 관점으로 설명되며 수행의 질적인 면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
율성 측면으로 볼 때, 개인의 신체적 조건 내에서 힘을 최대한 협력하여 생
성해내는 움직임을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단순한 과제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하듯,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협응
력이

필수적이다.

이때

주동근(agomist),

안정근(stablilizer),

길항근

(antagonist)이 서로 협력하여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움직임이 비
효율적이라 평가한다. 가령, 족저근막염 환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릎
이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듯이 우리의 몸은 특정 부위가 약해지면 이를 보
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된다. 이는 근육의 과사용 또는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부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신체의 움직임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비유될 수 있는데, 훌륭한 음악이 악기 하나의 음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완성되는 것처럼 모두
가 함께 같은 곡을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신체의 움직임 측면
에서도 근육과 관절이 하나의 팀으로 작용할 때 효율적인 움직임이 발생되
는 것이다(Shumway-Cook & Woollacot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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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움직임을 위해서는 관절의 가동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은 근육의 길이와 관련된 단순한 유연성 또는 근력 측면이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Cook(2010)은 인체를 관절 대 관절(joint–by-joint)기반으로 바라보면서 관
절 부위별로 요구되는 가동성과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발목, 고관절, 흉추,
어깨 관절은 가동성이 요구되며, 무릎, 요추, 견갑골(scapular)은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만성 허리 통증은 고관절의 가동성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고관절(coxal joint)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요추가 대신 일
을 하게 되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요추의 보상 작용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잃게 되
고, 고관절의 가동성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며, 부족한 흉추 가동성은 경추와
어깨의 통증을 야기한다. 이처럼 각 신체 관절에 요구되는 기능이 적절히
작용할 때, 움직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Boyle, 2010). 관절의 안정성
은 힘의 누수를 방지하고 관절간의 에너지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관절간의 고정된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뜻한다. 신체 분절 간의 올바른 정렬은 동작의 안
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점프 동작에서 무릎 관절의 정렬이 틀어
져 있다면 힘의 누수와 불안정성이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관절의 중심화
과정은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폭넓은 움직임
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이와 같은 움직임 기능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도구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가 개발되면서 부상 위험도와 운동
수행력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ook et al., 2006). FMS평가
는 움직임의 가동성, 안정성, 이동성, 협응성을 중심으로 신체의 좌·우 불균
형과 기능 수준을 도출한다. 이는 7가지 평가 항목과 3가지 통증 검사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21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마다 0∼3점을 부여한다. 측정
동작이 우수할수록 3점, 보상 행동 패턴(1∼2점)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할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평가 도구이
지만 국외에서는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부상 발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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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FMS점수가 운동 수행력과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동 기술 학습과 상호 연계된 실험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Kiesel et al.(2007)은 미식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FMS점수에 따른 부상 발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FMS점수가 낮을수
록 부상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FMS 평균점수인 14점 이하를 받은 선수의 부상
위험도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Chorba et al., 2010). 그리
고 소방관 400명을 대상으로 FMS 자세 개선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
에서는 부상이 약 40%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Peate et al., 2007). 운동 기술
학습과 연계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상비군 수영 선수의 FMS점수가 100m
자유형 수행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arren et al.,
2015), 육상 선수의 운동 기술 학습 능력이 FMS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apman et al., 2014). 이처럼 다양한 운동 종목을
대상으로 FMS평가와 운동 수행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움직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평가 도구로서 자리매김하
고 있다.

3. 골프 스윙의 기계적 접근

TGM으로 불리는 The Golfing Machine은 항공역학자인 Hommer Kelly
가 저술한 책으로 골프 스윙에 대한 역학적, 기계적, 그리고 기하학적 분석
을 토대로 스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다. 이것은 이상적인 골프 스윙 정렬과 관련하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다
양한 가변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한 이론이 아닌 시스템이다. 더불어 골
퍼의 다양한 스윙 스타일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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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 스윙의 정렬(Alignment golf)
TGM의 핵심은 골프 스윙의 정렬이다. TGM은 인간의 움직임을 기계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공과 타겟의 위치에 대한 몸의 정렬 과정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한다. TGM의 정렬(alignment)이란, 공과 타겟에 대한 골프 스윙
의 최적 위치를 찾는 과정으로서, 스윙에서 클럽과 신체 분절이 효율적 에
너지를 산출해낼 수 있는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의미한다. 골프 스윙의 정
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시 왼쪽 손목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3차원 공간상에서 클럽 샤프트와 왼팔의 정렬까지를 의미한다. 즉, 골
프 스윙이 관상면과 시상면의 관점에서 왼팔, 클럽샤프트, 클럽페이스가 모
두 정렬(In-Line)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보자와 같이 임팩트 과정에서 공을 띄우려거나 맞추려고 하는 행위는
FLW(Flat Left Wrist) 정렬을 깨트리게 된다.
스윙의 정렬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이해해
선 안된다. 이는 스윙(신체 분절+클럽)의 위치적 요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힘의 방향성 또는 에너지의 흐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타겟의 위치에
따라 내 몸을 3차원적 공간에서 정렬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스윙
모션에 필요한 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스윙을 인위적
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움직임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스윙의 리듬과 밸런
스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2) 골프 스윙의 조합
골프 스윙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힘이 생성되는 기본적
인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골프 스윙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두 가지 움직임 패턴이 존재하는데, 첫째, 신체 중심으로부터 당기
는 힘을 활용하여 원심력을 이용하는 스윙어(swinger)와 둘째, 근력을 이용
하여 힘을 바깥쪽으로 직접 밀어내는 히터(hitter)이다. 이 두 가지 스트록
(stroke) 패턴에 의해 구현되는 골프 스윙은 24가지 구성 요소와 144가지 조
합에 의해 수억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개인의 다양한 스윙 패턴이
설명될 수 있다. 골프 스윙의 조합에 대한 세부 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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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골프 스윙의 24가지 구성요소이고 <표 5>는 골프 스윙의 기계적 조
합을 설명하는 단편적인 예시이다(구성 요소의 1∼3).
표 4. 골프 스윙의 24가지 구성요소
24가지 구성요소
1.Grips-Basic
2.Grips-types
3.Strokes-Basic
4.Strokes-Types & Variation
5.Plaine line
6.Plane Angle-Basic
7.Plane Angle-Variation
8.Fix
9.Address
10.Hinge Actions
11.Pressure Point Combination
12.Pivot

13.Shoulder Turn
14.Hip Turn
15.Hip Action
16.Knee Action
17.Foot Action
18.Left Wrist Action
19.Lag Loading
20.Trigger Types
21.Power Package Assembly Point
22.Power Package Loading Action
23.Power Package Delivery Path
24.Power Package Release

표 5. 골프 스윙의 기계적 조합 (예시. 1~3)
구분

구성요소

1

그립 유형(Grips-Basic)

2

Grip Type

3

Strokes Basic

다양성
Overlapping
Baseball
Reverse Overlapping
Interlocking
Cross Hand Grip
Weak Single Action
Strong Single Action
Weak Double Action
Strong Double Action
Weak Double Underhand Action
Strong Single Underhand Action
Triple or Quadruple Action
The Punch
The Pitch
The Push
The Pull
The Putt
The Peck
The Pick
The Paw
The Pause
The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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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 스윙의 삼위 일체
TGM에서 설명하는 골프 스윙은 12가지 구간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3가지
준비 단계(1. preliminary address, 2. impact fix, 3. adjusted address), 3가
지 백스윙 단계(4. start up, 5. backstroke, 6. the top), 3가지 다운스윙 단계
(7. start down, 8. downstroke, 9. release) 그리고 3가지 피니쉬 단계(10.
impact, 11. folow-through, 12. finish)이다. 이처럼 12가지 구간으로 구분되
어 TGM에서 추구하는 골프 스윙의 최종 단계는 ‘삼위 일체’를 이루는 것이
다. 첫째, 골프 스윙에서 제어해야 할 ‘3가지 기능’은 클럽페이스, 헤드, 샤프
트를 의미한다. 둘째, ‘3가지 스테이션’은 골프 스윙을 구간별로 구분한 것으
로 어드레스, 백스윙탑, 그리고 피니쉬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구간을 제외
한 모든 구간에서 클럽헤드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백스윙탑에
서 피니쉬 구간까지는 점진적으로 가속화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초보 골퍼
들은 공을 맞추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헤드를 감속
하거나 멈추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스윙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셋째, 골프 스윙의 ‘3가지 필수 사항’은 신체 정렬과 힘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평평한 왼손목(Flat Left Wrist: FLW)’, ‘힘의 저항(lag pressure)’,
‘일직선상의 수직 평면(straight plain line)’이다. ‘평평한 왼손목’을 통하여
클럽페이스를 컨트롤하고 ‘힘의 저항’을 통하여 클럽헤드를 컨트롤하여, ‘일
직선상의 수직 평면’을 기반으로 클럽샤프트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FLW는 왼팔과 클럽샤프트, 클럽페이스의 정렬을 의미하고, ‘힘의 저항’
은 클럽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값을 말하며 ‘일직선상의 수직 평면’
은 목표와 공의 직선적인 연장선을 의미한다. 골프 스윙의 3가지 필수 사항
을 지키는 것은 FLW를 유지하면서 클럽의 저항 값(운동 모멘텀)을 플레인
라인 방향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클럽의 저항 값이란 골프 스윙 과정에서
손에 느껴지는 압력 수치를 의미하는데 이 저항 값을 최대한 묵직하게 유지
하는 것이 총알 타구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즉 샤프트에 휨 동작이
적을수록 매우 약한 임팩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샤프트 휨 동
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릴리스에서 ‘평평한 왼손목’ 동작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TGM에서 설명하는 삼위일체란 ‘3가지 스테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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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서 ‘3가지 필수 사항’을 지키고 ‘3가지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다.

4) 골프에서 손의 중요성
앞에서 설명한 삼위 일체 과정을 무의식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을 단련시켜야 한다. 손은 골프 클럽과 신체가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며, 두뇌가 관할하는 신체 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the
homunculus). 인간 운동 행동은 감각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환경적 정보가
척수를 따라 대뇌 피질로 전달되고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하여 운동 명령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골프 스윙 또한 클럽과 내 몸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클럽으로부터 전달되는 운동 모멘텀(lag pressure)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두뇌와 끊임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손에 느껴지는 감
각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연습을 통해 훈련되는 것은 손이고 스윙 동작은 손의 감각을 기반으로 재출
력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

5) 골프 스윙의 21가지 핵심 사항
골핑머신(TGM)은 골프 스윙의 기계적 접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1가
지 동작의 핵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손목의 힌지 동작(hinge
action), 추진력(angular motion), 그리고 스윙 플레인(inclined plane)의 3가
지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스윙 메커니즘이다. 퍼팅에서 드라이
브샷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21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lly, 1982).

(1) 골프 스윙에서 고정된 머리는 클럽 헤드를 공에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2) 머리의 상·하(bobbing), 좌·우(swaying) 움직임이 제한되며 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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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회전(rotation)은 가능하다. 골프 스윙에서 골반과 어깨의 회전 토
크에 의해 머리는 자연스럽게 좌·우 방향으로 회전한다.
(3) 클럽과 손의 연결 상태(grip)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손바닥의 세
가지 압력 포인트(#1~3)는 스윙 과정에서 항상 견고하게 결속되어야 한다.
(4)

힌지(hinge)의

조립은

‘수평

힌지’(horizontal

hinge),

‘수직

힌

지’(vertical hinge), 그리고 ‘앵글 힌지’(angle hinge)로 구분되며 클럽페이
스 컨트롤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백스윙탑에서 피니쉬까지 왼팔뚝의 내·
외전 동작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평 힌지’는 왼팔뚝이 외전되고, ‘수직 힌
지’는 내전되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앵글 힌지’는 내·외전 없이 이루어
지는 동작으로 선수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움직임 패턴이다. 반
면, 수평 또는 수직 힌지는 일관성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동작이다.
3가지 힌지 조립을 제어하는 방법은 몸통의 회전력을 활용하는 스윙어와
오른 팔뚝의 굴곡-신전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히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
로는 몸동작(pivoting)을 활용한 스윙어 패턴을 선호한다.
(5) 클럽샤프트는 기울어진 평면(incline plain)에 평행하게 스윙되어야
한다.
(6) 스윙 과정에서 클럽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을 항상 지향해야 한다.
(7) 클럽헤드의 움직임은 클럽샤프트에 물리적 힘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
된다.
(8) 왼팔과 클럽샤프트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레(leverage)의 조립은 독립
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몸동작(pivoting)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TGM에서는 이를 리듬(rhythm)으로 표현한다.
(9) 지레의 조립은 항상 스윙 플레인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 지레의 조립은 플레인 라인을 지향하는 온플레인 포스(on-plain
force)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는 골프 스윙 동작으로부터 발생되는 힘의
방향성 또는 에너지 흐름을 의미한다.
(11) 클럽헤드의 힘(momentum)은 스윙의 속도, 질량, 반지름에 의해 결
정되며 플레인 라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12) 볼스피드는 임팩트 전과 이후(1미터 이내)의 클럽헤드 스피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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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13) 클럽헤드 움직임은 스윙의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에서 아래,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루어진다.
(14) 디봇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 스윙의 최저점을 지나면 클럽헤드는 다시 올라가면서 안쪽(up &
in)의 궤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몸의 추진력(thrust)은 상대적으로 위에
서 아래,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down plain)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클럽헤드는 관성에 의해 올라가는 것이며 추진력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원리로 구현되는 것이다.
(16) 플레인 라인 방향에 따라 클럽헤드의 궤적이 달라지고 공의 비행
방향은 클럽페이스가 결정한다.
(17) 클럽페이스는 임팩트 이후 공의 분리 시점에서 타겟 라인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분리 시점이란 공과 클럽헤드의 최대 압착 지점으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되는 시점이다. 어드레스의 공 위치로부터 클럽헤드가
3/4inch(2cm 안팎) 지난 시점이다.
(18) 클럽헤드 궤적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플레인 앵글(plain angle)은 플
레인 라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스윙 궤적의 각도는 개인의 신체
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힘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야 한다.
(19) 공이 직선 구질을 구사하는 경우, 양발의 스텐스 라인, 클럽 샤프트
의 플레인 라인은 공과 목표점을 연결하는 타겟 라인에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20) 스윙 과정에서 왼팔, 클럽샤프트, 클럽페이스는 시상면 관점에서 모
두 정렬(in-line)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1) 골프 스윙의 동작(motion)과 모든 움직임(movement)은 기하학적으
로 설명 가능하다. ‘Mechanic produces a feel, and feel reproduce
mechanic’

- 36 -

6) 골핑 머신 3단계 학습 프로토콜
표 6.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1단계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1단계 : Basic Motion)
목적 : 스윙 크기는 공을 중심으로 좌·우 1미터로 제한한다. 신체 분절의 위치를 인식하고 power accumulator의 정렬을 통하여 올바른 팔
동작을 이해한다. 몸동작(회전)은 최대한 배제하여 스윙한다.
구분

구성요소
Grip

1

(Strong Single
Action V/V/A)

2
3
4
5
6

Stance Line
(Square-Square)
Plane Line
(Square-Square)
Foot position
(Flat)
Foot Loading
(Foot Action)
Knee Bend

핵심 내용 (Key Point)
압력 포인트 1번: 왼손 엄지 위로 오른손바닥 생명선을 덮어준다.
압력 포인트 2번: 왼손바닥의 패드가 클럽샤프트 위를 장악한다.
압력 포인트 3번: 오른손 검지의 첫 번째 마디가 클럽샤프트 옆면을 받혀준다.
*손바닥과 클럽 사이의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견고함을 유지한다.
스탠스, 무릎, 골반, 어깨의 정렬이 타겟 라인과 평행을 이루게 한다.
클럽헤드의 이동 경로(궤적)를 의미하며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스윙 과정에서 양발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만 발바닥 압력 중심의 좌·우 이동을 느낀다(rolling).
자연스러운 무릎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체중 이동의 변화이다. 백스윙시 왼발뒤꿈치가 살짝 떨어지고 임팩
트 이후 오른발뒤꿈치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발목의 좌·우 롤링 동작이 포함된다.
어드레스에서 다운스윙까지는 양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며 임팩트-팔로우 동작에서 왼무릎이 서서히 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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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nchor)
7

Waist Bend
(Midium Shot)
Stationary head

8

(Bobbing &
Swaying)

9
10
11
12

Left Arm Motion
Accumulator #4
Straight Left Arm
(Arms)
Flat Left Wrist
Right Elbow Bend
Accumulator #1

허리는 펴진 상태에서 고관절만 앞으로 구부러진다.
bobbing은 머리의 상하 움직임을, swaying은 머리의 좌우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는 정교한 임팩트, 밸런스, 타이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윙에서의 머리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제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왼팔과 좌측 견갑골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며 이 동작은 골반 회전에 의한 원심력 또는 오른팔뚝의 신전
동작에 의해 출력된다.
양팔이 모두 펴지는 팔로우스루 동작까지 왼팔은 향상 펴져있고 오른팔뚝은 구부러져있다.
왼쪽 어깨에서 클럽헤드까지의 연장선이 3차원 공간 내에서 일직선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 스윙의 파워 출력 1번을 담당하는 움직임으로 오른팔뚝의 굴곡-신전 동작에 의해 발생된다. 백스윙-다
운스윙시 오른팔뚝의 모양은 구부러져 있지만 신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공존한
다.(extensor action)

Right Forearm
13

Position

스윙 과정에서 오른 팔뚝은 스윙 플레인을 항상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Strokes-Basic)
14

Pressure Point #2

왼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에 느껴지는 압력이다.

15

Pressure Point #3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느껴지는 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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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Right Forearm
“Tracing”
Right Forearm
Fanning

임팩트 존 앞뒤 1미터 거리 이내에서 오른팔뚝은 스윙 플레인을 항상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오른팔뚝은 테이크어웨이 동작에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되 오른쪽 팔꿈치를 중심으로 외전되어야 한다. 이
때 왼팔과 오른팔뚝 사이의 각도는 유지한다.
신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은 오른팔 삼두근에서부터 시작되며 왼팔이 펴지는 동작에 기여
한다. 오른팔뚝의 밀어내는 힘의 방향은 플레인 라인보다 아래쪽으로 이루어진다.

18

Extensor Action

19

Pace

클럽헤드의 표면적인 속도를 의미하며 스윙 끝까지 부드럽게 유지되어야 한다.

Hand

파워 출력 2번과 3번에 의한 움직임으로 왼손목의 수직 움직임과 내·외전 동작의 조화로운 타이밍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진다.

20
21
22

Motion-Hinging
Rhythm
“Closed Eyes” Hand
Education

평편한 왼손목(flat left wrist)은 몸통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회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각보다 고유 수용성 감각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시각에 의존하여 모양을 만드는 것은 수행력을 떨어뜨린
다. 신체에 느껴지는 압력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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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2단계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2단계 : Acquired Motion)
목적 : 스윙 크기는 오른팔뚝이 지면으로부터 평행하는 시점까지로 제한한다. 최소한의 몸동작에 파워 출력 #3 동작을 추가한다. 몸동작과
팔 동작의 상호관계성을 이해하고 스윙 플레인과 신체 분절의 정렬 과정을 거친다.
구분
1
2
3
4
5
6

구성요소

설명

Weight Shift

가장 일반적인 골반 회전으로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을 위해 골반의 신체 무게 중심(COM)이

(Standard)
Flat Shoulder Turn
(Flat)
Knee Action
(Right Anchor)
Foot Action
(Flat Left)
Wristcock-#2 Accumulator
Wrist Action
(Standard)

7

Wrist Roll #3 Accumulator

8

Clubface Manipulation

좌·우로 움직인다.
플레인 라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평회전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off-plane이 형성된다.
1단계 무릎 동작과 동일하게 다운스윙까지는 양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며 임팩트-팔로우 동작
에서 왼무릎이 서서히 펴진다.
왼발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오른발은 임팩트 이후 뒤꿈치가 지면에서 살짝 떨어진다.
왼손목 코킹 동작으로 왼팔과 클럽간의 각도가 좁아지는 현상이다. 클럽헤드 스피드를 극대화
시키는 동작으로 원심력 또는 파워 출력 #1번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 된다.
백스윙시 왼손목은 내전+코킹 되고 릴리스에서는 외전+언코킹 된다.
클럽페이스 조절과 관련된 동작으로 3가지 힌지 액션을 생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 왼팔(손
목)의 내·외전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임팩트시 공 압축 과정에 기여한다.
스윙어는 클럽페이스 컨트롤을 볼 포지션으로 하고 히터는 손으로 조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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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n plane Clubshaft

10

Loading Action

11

Pressure Point #3

12

Release
(non-automatic random sweep)

클럽헤드의 스윙 궤적은 어드레스의 샤프트 기울기(스윙 평면)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힘의 이동 경로가 바뀜으로 인해 물체가 제자리에 있으려는 저항값을 의미하며 백스윙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주로 발생된다.
다운스윙 전환 동작에서 임팩트-릴리스까지 샤프트 휨으로 인한 저항이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전달되어야 한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릴리스 동작으로 손과 오른팔뚝의 에너지가 공을 향한다.
임팩트 이후 우측 팔꿈치가 신전되어 스윙에서 유일하게 양팔이 모두 펴지는 구간이다. 이때

13

Follow-through

클럽헤드는 최저점 이후 위로 그리고 안으로 이동하지만 신체의 추진력은 플레인 방향으로 내
려간다.

14

Endless Belt Effect

스윙에서 골프 클럽의 이동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힘의 에너지는 swinger의 원심력과 hitter
의 근력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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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3단계
골핑 머신 학습 프로토콜 (3단계 : Total Motion)
목적 : 3단계의 주목적은 자연스러운 풀 스윙 모션을 학습하는데 있으며 풀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 힘을 출력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신체의 구조적 정렬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구분

구성요소

설명
풀스윙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몸동작을 의미하며 신체 분절 간의 기하학적 움직임 정렬 속에서 균형

1

Standard Pivot

잡힌 동작을 추구한다. 골프 스윙의 엔진 역할을 하며 몸동작의 회전 방향에 따라 팔과 손의 이동경
로에 영향을 미친다.

2

Finish

3

Finish Swivel

4

Delivery Path

5

Delivery Line

양팔이 모두 펴지는 팔로우스루에서부터 스윙의 마지막 동작까지를 의미한다. 만약 칩샷과 같은 짧은
스윙의 경우, 양팔이 모두 펴지는 팔로우스루가 피니쉬 동작이 된다.
팔로우스루에서 피니쉬 동작으로 연결하는 왼팔뚝의 회전 동작이다.
다운스윙시 손의 이동 경로를 의미하며 백스윙탑에서 손의 위치와 공의 연장선(스윙 측면의 2차원적
움직임)을 따라 스윙되어야 한다.
다운스윙시 클럽헤드와 오른팔뚝의 이동경로를 의미하며 이는 어드레스의 샤프트 플레인 라인(2차원)
과 스윙 플레인 라인의 3차원적 움직임을 포함한다.
골프 스윙의 에너지는 공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백스윙탑에서 로딩 동작을 통하여 클럽헤드와 손이

6

Aiming Point

연결되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저장된 힘은 공에 전달된다. 신체 분절과 클럽헤드, 그리고 3차원
상의 스윙 평면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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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dress Routine

어드레스 루틴은 실제 스윙 이전에 리허설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연습 스윙과 웨글 단계로 구분되는
데 몸동작과 팔동작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신체의 구조적인 정렬을 획득하기 위한 백스윙 탑의 조정 과정이다. 백스윙 탑은 백스윙이 종료되는

8

Adjusted TOP Position

시점으로 손이 목표방향으로 이동하기 직전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클럽헤드 레그 압력점 #3과 공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정렬하는 단계를 거친다.

9

Trigger Delay

10

Ball Position

11

Clubface Alignment

12

Impact Fix

13

Right Arm Takeaway

압력 포인트 #4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지면 반력에 대한 힘이 클럽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다운스윙 어깨 회전에 대한 왼팔(겨드랑이)의 저항값을 의미한다.
클럽이 짧을수록 스윙 궤적의 최저점인 왼쪽 어깨보다 우측에 위치하고, 길수록 최저점 가까이에 위
치시킨다.
3가지 힌지 액션(horizontal, angle, vertical)에 의해 다양하게 조절된다.
임팩트 모션에 대한 리허설 단계로 코킹(파워 출력2), 롤링(파워출력 3), 익스텐션(파워출력 1)의 조화
로운 움직임을 이미지화 한다.
오른팔뚝과 샤프트가 인라인 상태로 백스윙이 시작되어야 한다.
왼팔과 샤프트가 이루는 수직선상의 각도를 왼팔 플라잉 웨지라고 하며 오른팔뚝과 샤프트가 이루는

14

Flying Wedges

수평선상의 각도를 오른팔 플라잉 웨지라고 한다. 왼팔은 위-아래의 수직 움직임, 오른팔은 좌-우의
수평 움직임만 가능하다.

15

Centrifugal Force

원심성은 구심성을 따라 잡으려는 가속구간과 두 가지 힘이 일치되는 최저점, 그리고 원심성이 구심
성을 앞지르는 감속 구간으로 원심력이 설명된다.

- 43 -

16

Lag Loading

17

Right Elbow Position

다운스윙-릴리스 과정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클럽헤드와 페이스를 적절히 조작하기 위해서는 로
딩 동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1. 드라이브 로딩(백스윙 탑)
2. 플롯 로딩(다운스윙 스타트다운)
3. 드레그 로딩(다운스윙)
Punch 동작으로 우측 팔꿈치의 내-외전과 굴곡-신전에 의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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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골프 7번 아이언 풀스
윙의 수행력 차이와 학습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골반, 몸통, 왼손목 간의 협
응 구조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실험 도구 및 측정방법, 실험 절차, 실험
설계, 자료 산출 방법, 그리고 통계분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7kg 클럽벨을 활용하여 관성을 과부하 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RNT) 집단과 400g 아동용 T-배트를 활용하여 관성을 최소화하는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non-RNT), 그리고 추가적 세부 훈련이 없는 통제 집단
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10명씩, 총 3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모든 집
단은 서울시 소재 K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자 생도로서 골프 수업을
1학기 수료하여 7번 아이언 풀스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초보자를 대상으
로 구성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엄격한 규율과 일관된 학기 일정에 따라 규칙
적인 생활 패턴을 나타내는 집단이며, 사전 교육에서의 예비 검사를 통하여
극단적인 수행력 차이를 나타내는 피험자는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9. 피험자
집단
반응 신경계 훈련
(관성 과부하)
최소 관성 부하 훈련
통제군
(세부 훈련 無)

인원(명)

연령(년)

신장(cm)

체중(kg)

골프 경력

10

20.6±1.5

176±3.5

70±6.4

골프 수업
1학기 수료

10

20.9±2.1

176±4.5

70.6±8.1

골프 수업
1학기 수료

10

21.7±1.49

175.6±3.9

67.7±4.6

골프 수업
1학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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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도구 및 측정 방법

실험에 임하기 전, 관성 과부하 원리를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이 신체
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무게 차이(400g & 7kg)에
따른 관성 부하 동작에 대한 3차원적 동작 분석을 예비 연구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신체 주요 분절의 협응 구조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모
든 피험자에게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 센서를 골반, 상체, 왼
손목에 부착한 상태로 7번 아이언 풀스윙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시기
별(4차)로 개인당 10회(총 40회)의 스윙을 측정하였다. 스윙 동작으로 인한
관성 센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벨크로(velcro)를 활용한 추가적인 고
정점을 제공하였으며, 측정 정확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스윙 전,
센서의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IMU 관성 센서의 특
성을 고려하여 자성체가 최대한 배재된 실내 골프 영상 분석실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근력과 기능적 움직임 평가를 통하여 무게의 관성을 활
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실험 도구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상 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으로 활용하는 관성 과부하 동작에 대
한 신체 무게 중심의 이동 범위와 기술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자세 제어 전
략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동작 녹화 장비(3D motion capture camera;
Qualysis, Sävebalden, Sweden)를 사용하였다<그림 1>.

그림 1. 적외선 카메라(quali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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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무게 중심점(COM)을 계산하기 위해 해부학적 위치에 근거하여 총 62개
의

적외선

마커를

부착하였으며,

표본

추출

비율(sampling

rate)은

150frames/sec로 설정하였다.

2) 지면 반력 측정 시스템
무게 차이에 따른 관성 과부하 동작이 신체 압력 중심(COP) 이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면 반력판(AMTI OR6-7) 1대를 사용하였으
며, 이는 AMTI MSA-6 전하 증폭기와 연결된다. 표본 추출 비율은
1500Hz, Gain은 4000, 전압의 범위는 ±10V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그
림 2>.

그림 2. 지면 반력 측정기

3) 근력 측정 장비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근력 수준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상지와 전신 근력을 대변하는 악력과 배근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악력과 배근력은 골프 수행 비거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요
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프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악력 및 코
어 훈련이 제시되고 있다(Brown, Nevil, Monk, Otto, Selbie, & Wallace,
2011; Weston, Coleman, & Spea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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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력계
악력은 상지의 정적 근력을 대변하는 측정 항목으로서 디지털 악력 측정
기(TKK-5401)를 활용하여 양 팔의 좌우 수행(4회)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
였다. 측정 방법은 우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개인의 손가락
길이에 알맞게 조절하여 악력계의 표시판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잡는다. 그
리고 양 팔은 몸통과 15〫
간격을 유지하며 ‘시작’ 구호와 함께 2∼3초간 손잡
이를 힘껏 잡아당긴다<그림 3>.

그림 3. 악력계
(2) 배근력계
배근력은 인체의 복부, 상지, 하지, 및 요부 등이 동원되는 전신 근력 측
정 항목이다. 디지털 배근력 측정기(TTK-5402)를 활용하여 개인당 2회의
수행을 측정하였다. 기기의 발판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손잡이 길이를 개인
의 무릎 높이에 알맞게 조절하고 상체를 30〫전방으로 굽힌 상태로 ‘시작’ 구
호와 함께 3초간 잡아당긴다<그림 4>.

그림 4. 배근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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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치 모니터(launch monitor)
7번 아이언 풀스윙 과제에 대한 공의 비행과 클럽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
해 골프존사에서 제작한 런치 모니터(3D doppler ball tracking monitor;
GDR: Golfzone Driving Range)를 사용하였다. GDR 런치 모니터는 클럽 움
직임에 관련된 정보와 공의 비행에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에 수치화시켜 보
여주는데 단순히 공의 비행에 관련된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정확성과 전체 거리 그리고 공의 스피드와 백스핀 양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장비이다<그림 5>. 이 장비는 공에 진입하는 클럽 헤드의 궤도와
각도를 알려줌으로써 본인의 스윙 스타일과 미스샷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여러 샷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평균 점수를 산
출하여 개개인의 일관된 수행 결과를 제공한다. 기구의 정확성은 250야드에
서 2∼4야드, 150야드에서는 1∼2야드의 오차를 보여 실제 상황과 거의 근
접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공, 클럽 움직임 추적 장치(Golf Zone Lauch Monitor)

5) 골프 스윙 동작 분석 시스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골프 스윙의 협응 구조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3차원

동작

분석

장비는

골프존사에서

제작한

IMU(Inertia

Measurement Unit) 무선 관성 센서이다<그림 6>. 신체의 주요 세 부위(골
반(천골), 몸통(요추 3∼4번), 손목(왼손등))에 부착하여 분절의 각도 및 각속
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촬영 속도는 125Hz이다. 각각의 센서는 RF채널을
통해

동조되어(synchronization)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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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에

대한

신체

협응

패턴

(kinematic sequence pattern), 골반-몸통 분리(X-factor), 상체 기울기, 스윙
템포 등을 분석하여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산출해낸다. 본 연구에 활용하는
신체 협응 패턴은 가속 시퀀스(firing sequence)와 감속 시퀀스(deceleration
sequence)로 구분하여 골반, 몸통, 왼 손목의 회전 각속도 값을 기반으로 산
출된다.

그림 6. 키네틱 체인 센서 (Kinetic Chain Sensor)

6) 기능적 움직임 평가
기능적 움직임 평가(FMS)는 움직임의 가동성, 안정성, 이동성, 협응성을
중심으로 신체의 좌·우 불균형과 기능적 움직임 수준을 평가한다<표 9>. 7
가지 평가 항목과 3가지 통증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마다 0∼3점을 부여한다. 측정 동작이 우수할수록 3점, 보상 행동
패턴(1∼2점)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할 경우 0점을 부여한다. 평가를 위해
Grey Cook이 제시한 측정 항목별 채점 기준표를 반영하였으며, FMS 공식
측정 전문가 3명이 함께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측정 동작에 대한
올바른 자세 및 유의사항을 교육하였으며, 신뢰성 확보 및 자료 누적을 위
해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다(Cook et al., 2006; C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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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FMS 평가표
평가 항목

방향

예비 점수

최종 점수

딥 스쿼트

양

0∼3점

0∼3점

우

0∼3점

허들 스텝

0∼3점(최저점)
좌

0∼3점

우

0∼3점

인라인 런지

0∼3점(최저점)
좌

0∼3점

우

0∼3점

어깨 가동성

0∼3점(최저점)
좌

0∼3점

양

예 또는 아니오

우

0∼3점

좌

0∼3점

상체 안정성 푸시업

양

0∼3점

0∼3점

상체 통증 검사

양

예 또는 아니오

통증 유발시 0점

우

0∼3점

좌

0∼3점

양

예 또는 아니오

어깨 통증 검사

한쪽 다리 들어 올리기

0∼3점(최저점)

전신 회전 안정성

전신 통증 검사

통증 유발시 0점

0∼3점(최저점)

합계 점수

통증 유발시 0점
0∼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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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7) 관성 과부하 장비
본 연구에서는 골프 초보자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문제점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CST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을 반응 신경계 훈련으로 적용
하였다. CST 클럽벨은 고대 로마시대의 인디언 클럽, 블라바, 밀, 비이치 등
과 같은 회전 훈련 도구에서 현대 과학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진화된 훈련
도구이다. 2.5kg∼15kg까지 다양한 무게로 설계되었으며 개인의 신체적 특
성과 훈련 목적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다. CST 클럽벨 공식 협회(RMAX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성별에 따른 지도자 자격 권장 무게 기준은 남성
7kg, 여성 5kg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할 클럽벨 무게는 7kg이며
관성에 대한 기계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400g 아동용 T-배트를 활용
하였다<그림 7>.

그림 7. 아동용 T-배트 & CST 클럽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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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절차

본 연구에 앞서, 반응 신경계 훈련(관성 부하)에 따른 기계적 효과
(mechanical effector)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적 동작 분석을 통한 예비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예비 교육(3시간), 사전 평가, 사후 평가(3차),
본 훈련(12주)을 포함하여 총 14주간 진행되었는데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 골프 스윙의 기초와 원리에 관한 간단한 예비 교육을 받았다.
사전 평가는 본 훈련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이루어졌으며, 사후 평가는 1
∼3차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사후 1차: 4주, 사후 2차: 8주, 사후 3차: 13
주). 본 훈련은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관성 과부하),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주 1회 실시되는 정규 골
프 수업(3시간 30분)을 활용하여 골프 스윙 훈련과 집단별 세부 훈련을 병
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정규 골프 수업 3일 후에 30분간의 집단별 세부
훈련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골프 스윙 교육은 이론 강의로 이루어졌으
며, 골프 풀스윙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한 Hommer Kelly의 골핑머신 시스템
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Kelly, 1982). 본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골프 스윙 예비 교육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참가하기 1주일 전에 골프 스윙 예비 교육(3시간)
을 받았다. 스윙 교육은 Hommer Kelly의 골핑머신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으며, 세부적으로는 그립, 셋업, 스윙 플레인, 코킹, 체중 이동에 대한 스
윙 원리를 중심으로 전달하였다. 예비 교육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7번 아
이언 풀스윙 과제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이때 한국 프로 골프 협회에 소속
된 전문가 3인의 질적 평가를 통하여 골프 수행 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피험
자와 현저히 떨어지는 피험자는 실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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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훈련
12주간의 본 훈련은 매주 2회씩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는 골프
스윙과 집단별 세부 훈련을 병행하였으며, 또 다른 1회는 집단별 세부 훈련
만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골프 스윙 훈련은 스윙에 대한 이론 교육(20분),
스트레칭(10분), 그리고 스윙 실습(3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주차별 스윙 목표
에 대한 이론교육은 골핑머신의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차별 골프 스윙 교육 계획 (Golfing Machine 7th edition)
주
1
2
3
4

내 용

주

*Basic Chipping Motion (1단계)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Flying Wedge)
*Acquired Motion (2단계)
*스윙 플레인 & 3가지 힌지 동작
*Acquired Motion (2단계)
*파워 패키지
*Total motion (3단계)
*로딩 & 4가지 압력 포인트

내 용

7

*카운트 밸런스(Intension Line)

8

*타이밍과 리듬(Timing & Rhythm)

9

*거리 조절(Distance Control

10

*구질별 샷(Side-spin control)

5

*힘의 추진력(Thrust) & Aiming Point

11

*탄도별 샷(Trajectory control)

6

*Extensor Action

12

*프리샷 루틴 & 다양한 타겟 플레이

스윙 실습 간에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7kg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
하 동작을,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아동용 T-배트(400g)를 활용한 최소
관성 부하 동작을 골프 스윙 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집단은 동일한 골프 스윙 실습 이후, 추가적인 집단별 세부 훈련 없이 골프
와 관련이 없는 시청각 자료를 관람하도록 하였다. 스윙 실습은 총 5세트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각 세트별로 골프 스윙은 개인당 40회씩 실시하고
(총 200회), 이후 집단별 세부 훈련에 대한 관성 부하 동작은 과제별로 왼팔,
오른팔을 구분하여 각 5회씩 실시하였다<표 10>. 본 연구의 관성 부하 동작
은 CST 공식 클럽벨 협회에서 제시한 3가지 기본 동작(swipe, mill,
hammer)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시상면에서 실시하는 ‘swipe’ 동작과
관상면에서 이루어지는 ‘mill’ 동작은 한 손으로 이루어지며, ‘hammer’ 동작은
양 손으로 쥐고 실시하게 된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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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집단별 세부 훈련(관성 부하 동작)
주요 동작

실 시 요령

스윙

몸통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 방향으로

(Swing)

클럽벨을 가슴 높이까지 스윙한다

팬듈럼

스윙의 연결동작으로 팔꿈치를 구부려

(Pendulum)

클럽벨 무게 중심을 손목 위에 유지한다

암 케스트

팬듈럼의 연결동작으로 클럽벨을 등 뒤로 넘겨

(Arm Cast)

다시 팬듈럼 자세로 돌아온다

스와이프

스윙-팬듈럼-암케스트 동작을 연결한 과제로서

(Swipe)

몸통의 시상면에서 실시한다

헤머스윙
(Hammer swing)

몸통을 중심으로 관상면에서 클럽벨을 360도 회전한다

실습 간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세트 간 휴식시간은 3∼5분으로 하되
개인 컨디션에 따라 추가 시간을 부여하였다. 집단별 세부 훈련은 골프 스
윙 훈련이 종료된 3일 후에 매주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성 부하 동작
은 기존의 주차별 훈련 강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본 훈련에 대한 세부
절차는 <그림 8>와 같다.
주차별 골프 스윙 이론 교육 (20분)
▼
정적 & 동적 스트레칭 (10분)
▼
골프 스윙 실습 + 집단별 세부 훈련 (3시간)
▼
3일 후, 추가적 집단별 세부 훈련 (30분)
그림 8. 본 훈련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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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 사후 평가
골프 수행에 대한 평가는 골프 입문자에게 주로 처음 주어지는 7번 아이
언 풀스윙 과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 시기별(4차)로 개인당 10회씩 총
40회의 스윙을 실시하였다. 스윙 측정에 앞서 IMU 관성 센서가 부착된 조
끼를 개인의 체격에 알맞게 착용하고 스윙 동작으로 인한 센서의 위치 이동
을 배제하기 위해 벨크로를 활용하여 조끼 하단과 다리를 엮어 추가적인 고
정점을 부여하였다. 이후 측정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스윙
실시 전 센서의 켈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이 완료
되면 피험자의 스윙을 측정하게 된다. 모든 피험자는 최대한 공을 일직선으
로 멀리 보내기 위한 풀스윙 과제를 이행하였으며, 평가 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측정 이전 3∼5회의 연습 기회를 부여하였다. 초보자의 비일관된
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분석은 평가 시기별로 촬영된 각 10회의 자료에
서, 비행 거리 수행 결과 상위 3개의 스윙을 분석하였다. 무게의 관성을 활
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근력과 기능적 움직임 평가는 사전 검사와
본 훈련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 검사(3차)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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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세부 실험 절차
주

0

평가

통제 집단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Swing & Pendulum & Arm Cast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Swing & Pendulum & Arm Cast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3

6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
골프 스윙 예비 교육

(골프 수행력+근력+기능적 움직임)

2

5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

사전

1

4

본 훈련 (주 2회)

Swing & Pendulum & Arm Cast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시청각 자료)

사후 1차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 5세트

(골프 수행력)

Swing & Pendulum & Swipe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Swing & Pendulum & Hammer Swing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Swing & Pendulum & Swipe 각 5회) × 5세트

- 57 -

주

평가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

통제 집단

Swing & Pendulum & Hammer Swing 각 5회) × 5세트
사후 2차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골프 수행력)

Swing & Pendulum & Swipe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9
10

Swing & Pendulum & Hammer Swing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시청각 자료)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 5세트

Swing & Pendulum & Swipe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11

Swing & Pendulum & Hammer Swing 각 5회) × 5세트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12
13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

(골프 스윙 40회 + 집단별 세부 훈련

7
8

본 훈련 (주 2회)

Swing & Pendulum & Swipe 각 5회) × 5세트
사후 3차

-

(골프 수행력+근력+기능적 움직임)

※ 집단별 세부 훈련의 관성 부하 동작은 시상면과 관상면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 세트간 휴식시간은 3∼5분으로 하되 개인 피로도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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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계

본 연구는 평가 시점(2·4수준)과 훈련 집단(3수준)을 독립 변인으로 한 이
원혼합설계(two factor mixed design)이다. 종속 변인은 비행 거리, 방향 오
차, 신체 분절 최대 각속도(골반, 몸통, 손목), 신체 분절간 최대 각속도 증
폭량(골반-몸통, 몸통-손목), 신체 분절의 가속 회전 시점(골반, 몸통, 손목),
신체 분절 최대 각속도 시점(골반, 몸통, 손목)과 근력 및 기능적 움직임 점
수로 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실험 설계

독립 변인

종속변인
비행 거리
방향 오차

반응 신경계 훈련

분절 최대 각속도
분절간 최대 각속도 증폭량
분절 가속 회전 시점
분절 최대 각속도 시점

연습시행

근력
기능적 움직임 점수

5. 자료 분석

1) 관성 부하 동작
본 연구에 앞서,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으로 활용되는 관성 과부하 동작
에 대한 신체적 불안정성과 기술 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 제어 전략을 살

- 59 -

펴보았다. 실험 대상자는 관성 과부하 동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4명과
CST 공식 클럽벨 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획득하여 관성 과부하 동작에 익
숙한 숙련자 2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과제는 CST 공식 클럽벨 협회에서
제시한 기초 기술 중 암-케스트(arm-cast)동작으로 선택하였으며<그림 9
참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 무게 중심과 신체 압력 중심 이동의 범
위를 산출하고, 머리-배트간의 이동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LT(Non-Linear Transformation)기법을 활용하여 영상 분석 자료, 지면 반
력 자료, 그리고 인체 관절 중심점의 좌표화를 동조(synchronization) 하였으
며, 3차원 좌표와 지면 반력 데이터는 Qualisys Track Manager 2.4(build
540)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interpolation),

3차원

필터링(filtering),

원

자료(raw

data)에

대한

보간법

수치

연산은

Visual

3D

version

5(c-motion,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Excel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 무게 중심(COM)과 신체 압력 중심점(COP)은 암-케스트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mediolateral),

전·후

(anteroposterior) 방향을 포함한 전체적인 흔들림(sway)을 의미하며, 무게
차이(7kg clubbell & 400g 아동용 T-배트)에 따른 초보자의 COM과 COP의
이동 거리(migration distance)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기술 수준에 따른 머리-배트 이동 관계는 암-케스트 동작을 세 가지 구간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작 자세에서 배트 마커가 수직 방향
(global z축)으로 움직이는 시점을 ‘구간 1’, 배트가 등 뒤로 넘어가 지면으
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global z축)을 ‘구간 2’, 마지막으로 배트가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구간 3’으로 정의하였다. 머리-배트 협응 관계
는 실험 동작이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머리와 배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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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적외선 마커의 전·후(global y축) 방향에 대한 이동 관계를 살펴보
았다. 실험 동작과 영상 분석 구간에 대한 설명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관성 부하 동작(arm-cast) 영상 분석 구간

2) 골프 수행력
골프 수행력에 대한 종속 변인은 비행 거리, 방향 오차, 신체 협응 패턴
(각속도 변화과정)이다. 신체 협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7번 아이언 풀스윙
동작의 구분은 왼 손목의 관성 센서가 목표 반대 방향(global x축)으로 움직
이는 시점을 ‘어드레스’로 정의한다. 그리고 다운스윙 이전 3개의 분절(골반,
상체, 손목)중 하나가 최저 각속도로 감속되는 최초 시점을 ‘백스윙 탑’, 마
지막으로 타격으로 인해 손목 센서의 충격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이 ‘임
팩트’이다. 이에 대한 종속 변인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행의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는 골프존에서 제작된 GDR 런치 모니터
(3D doppler ball tracking monitor)를 통하여 계산된 타구의 비행 거리
(m)와 중앙으로부터 좌·우 방향으로 벗어난 절대거리오차(m)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Neal et al., 2008; 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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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협응 패턴은 다운스윙 구간(백스윙 탑∼임팩트)에서 3개 주요 분절
(골반(pelvis), 몸통(trunk), 손목(wrist))의 각속도 변화 과정을 통해 산출
하였다. 각 신체 분절의 각속도는 IMU 관성 센서의 켈리브레이션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되며, 관성 센서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3축), 자이로 센서(3
축), 지구 자기장 센서(3축)의 로우 데이터(9축)를 조합하는 계산식을 통하
여 도출되었다. 즉, 자이로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에서 가속도 센서와
지구 자기장 센서를 사용하는 칼만 필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누적 오
차를 보정한 최종 각속도 값이 산출되는 것이다. 센서에서 각속도를 산출
한 관측 방정식은 상태 변수(  )와 측정행렬   ×   ×   을 곱하여 잡음
백터(   )를

더한

것이다.

각속도를

의미하는

관성

센서의

측정값은

         으로 관측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1). 신체 주요 분절의

최대 각속도(deg/sec), 분절 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deg/sec), 그리고 분
절의 회전 가속 시점 & 최대 각속도 시점(백분율%)은 R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Crews et al., 2007; Myers et al., 2008; Neal et al.,
2008, Tinmark et al., 2010; Callaway et al., 2012).

        (1)

6.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SPSS Inc, Chicago, USA).

• 관성 부하 동작의 무게 차이(400g & 7kg)에 따른 신체 무게 중심(COM)
과 신체 압력 중심(COP)의 이동 거리(migration distance)을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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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 관성 과부하 동작의 기술수준에 따른 자세 제어 전략은 머리와 배트의
이동 관계에 대한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으며,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분포도를 통한 그래프 질적 분석
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운동 수행력(비행 거리 & 방향 오차), 신
체 협응 패턴, 근력,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의 총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 이원 분산 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을 실시하였다. 또한 Tukey HSD 사후 검증을 통하여 집단간에 나타나
는 유의미한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 훈련 집단과 연습시행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각 수준별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주 효과(main effect) 검증
을 실시하였다.
• 골반, 몸통, 손목간의 회전 타이밍 순서에 대한 협응 패턴과 손목 각속도
의 상관관계는 산점도 그래프를 통한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 기능적 움직임 평가에 대한 7가지 세부 항목별 점수는 대부분 2~3점 이
내에서 점수를 부여받은 피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수준별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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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의 기계적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역학적 분석을 통한 신체적 불안정성(신체 무게 중심,
신체 압력 중심)과 기술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 제어전략(머리-배트)을 분
석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이 초보자의 7번 아이언 골프 풀 스윙 과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골프 수행에 대한 종속 변인은 비행 거
리, 방향 오차, 분절 최대 각속도, 분절간 최대 각속도 증가량, 분절 최저 &
최대 각속도 시점으로 하였으며, 근력과 기능적 움직임 평가를 통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1. 관성 부하 동작의 기계적 효과

1) 신체적 불안정성
본 연구에서 집단별 세부 훈련으로 적용되는 관성 부하 동작에 대한 신체
무게 중심(COM)과 신체 압력 중심(COP)의 내·외(medio-lateral), 전·후
(anterio-posterior) 방향의 이동 거리(migration distance)를 살펴보았다. 신
체 무게 중심과 신체 압력 중심 분산의 독립표본 차이검증 결과는 <표 15>
와 같다.
표 15. COM과 COP 이동 거리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위: cm/ht/frames)
최소 관성 부하

관성 과부하

(400g)

(7kg)

t

p

COM

이동 범위

67.4±8.57

91.49±9.07

3.860

.008

COP

이동 범위

68.45±4.58

104.77±7.11

8.59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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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무게 차이에 따른 신체 무게 중심과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거
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COM과 COP의 전·후, 내·
외 방향을 모두 포함한 이동 분산 그래프를 살펴보면 관성 부하 동작의 무
게 차이에 따라 신체적 불안정성에 나타나는 기여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10>은 관성 부하 동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1명에 대한 신체
무게 중심 이동 범위 결과이다. 시작지점을 센터링(centering)하여 분석한 결
과, 7kg 클럽벨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이 400g 아동용 T-배트를 이용한
최소 관성 부하 동작에 비해 신체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안종성, 김선진, 서성혁, 이상원, 성호용, 이승민, 2016).

그림 10. 무게 차이에 따른 신체 무게 중심점(COM) 이동 범위 (초보자 A)
또한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범위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400g의 무게를
이용하여 관성을 최소화하는 동작보다 7kg을 활용하여 관성을 과부하 하는
동작을 적용할 때, 신체적 불안정성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11>(안종성 등, 2016).

그림 11. 무게 차이에 따른 신체 압력 중심점(COP) 이동 범위 (초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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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과 COP의 그래프 이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kg을 활용한 관
성 과부하 동작에서 중심점이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 모두가 주사용 손인 오른팔을 이용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2) 머리-배트 협응 패턴
기술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7kg) 제어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와 배
트의 협응 패턴을 피어슨 상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험 과제로 실
시한 암-캐스트 동작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초보자와 숙련자의 머리-배트
이동 관계를 도출하였다<그림 12>(안종성 등, 2016).

그림 12. 기술 수준에 따른 머리-배트 협응 패턴 (초보자 A & 숙련자 A)
그래프의 x축은 실험 동작의 전체 시간을 백분율한 값이며, y축은 머리와
배트에 부착된 적외선 마커의 전·후(anterio-posterior) 방향에 대한 이동 거
리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배트가 등 뒤로 넘어가 지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워지는 구간 2 지점에 대한 머리 움직임이다. 머리와 배트의 이동관계
를 상관 분석한 결과, 초보자는 전체적으로 머리와 배트 움직임이 모두 같
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을 나타내었다(r=.826). 반면, 관성 과부하 동작에 익숙한 숙련자의
제어 전략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배트가 등 뒤로 넘어가는 구간
1-구간2에서 머리 움직임은 전방으로 이루어지지만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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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2-구간3에서는 오히려 머리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즉, 머리와 배트의 움직임이 서로 교차하여 신체 중심선을 유지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이 나타나는 것이다(r=
-.921). 기술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관성 과부하 제어 전략은 머리 움직임만
을 비교하였을 때 명확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 기술 수준에 따른 머리 움직임의 차이(초보자 A & 숙련자 A)
초보자의 경우 후방으로 약 8cm 이동하여 다시 전방으로 약 16cm 이동하
는 움직임의 편차를 보이지만, 숙련자는 전방으로 약 4cm 이동하여 후방으
로 약 5cm 되돌아오는 안정된 머리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술 수준
에 따른 관성 과부하(7kg) 제어 전략은 초보자와 숙련자의 COP 분산 결과
그래프를 통해 더욱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4>(안종성 등, 2016).

그림 14. 기술 수준에 따른 신체 압력 중심 이동 패턴(초보자 B & 숙련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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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초보자의 COP는 시작 지점으로부터 관성이
과부하되는 오른쪽 방향으로 따라 이동하는 수동적 움직임 패턴을 보이지
만, 숙련자의 COP는 관성 과부하로 인한 신체적 불안정성을 상쇄하기 위해
오히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피험자가 오른팔을
활용하여 실험과제(arm-cast)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초보자는 머
리와 배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으로 인해 신
체적 불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숙련자는 머리와 배트가 상호 교차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을 활용하여 신체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경향성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

2. 근력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관성 과부하)에 따른 근력 향상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지 근력을 설명하는 악력 검사와 전신 근력을 대변하는
배근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표 16. 악력 및 배근력 평가
집단

(단위: kg)
악력

배근력

사전

사후 3차

사전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44.12±3.87

45.29±3.62

126.8±16.8

132.8±19.1

최소 관성 부하 훈련

43.63±3.54

45.1±4.24

124.93±12.3

132.73±21.5

통제

43.22±3.33

45.02±2.79

123.4±10.6

130.4±12.6

1) 악력
본 훈련(12주)을 기준으로 사전 & 사후(3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시
기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F(1, 27)=14.703, p<.05], 훈련 집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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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27)=.077, p>.05]. 이와 함께 훈련 집단
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통계치를 기록하지 않았다
[F(2, 27)=.225, p>.05]. 평균적으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약 1kg,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약 1.5kg, 그리고 통제집단은 약 1.8kg의 악력 향상
을 나타내었지만,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15>.

그림 15.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약력 변화

2) 배근력
배근력 검사에 대한 수행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126.8kg), 사후(132.8kg)로 약 6kg의 향상도를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124.9kg), 사후(132.73kg)으로 약 8kg, 마지막으
로 통제집단은 사전(123.4kg), 사후(130.4kg)의 약 7kg의 근력 향상을 나타
내었다. 이때 세 집단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상승되는 근력 향상을 나타내
어 평가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있었지만[F(1, 27)=8.116, p<.05], 훈련 집단간
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F(2, 27)=.104, p>.05]. 또한 평가시기와 훈련집단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04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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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배근력 변화

3. 골프 수행력

1) 비행 거리
본 연구에서 비거리 수행력은 타구 시점으로부터 공이 비행하여 지면에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비행 거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평가시기에 따른
비행 거리 수행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표 17. 비행 거리 수행 결과

(단위: meter)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87.9±10.1

114.6±12.7

127.3±15.9

131.1±12.7

최소 관성 부하 훈련

84.7±7.1

101.4±14.9

109.9±12.7

111.4±10.5

통제

85.5±14.4

90.6±15.1

107.4±11.1

108.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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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1(30.4%), 사후2(44.8%), 사
후3(49.03%)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
1(19.71%), 사후2(29.75%), 사후3(31.52%), 통제집단은 사후1(5.96%), 사후
2(25.61%), 사후3(26.31%)의 비행 거리 향상을 나타내었다. <표 16>을 분석
한 결과, 훈련 집단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F(2,
27)=6.393, p<.01],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
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또한 평가시기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84.544,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4.171, p<.05].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시기에 따른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후 1차 평가의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
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7)=7.071, p<.01], 사
후 2차와 3차에서도 비행 거리 수행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후2: F(2, 27)=6.588, p<.01; 사후3: F(2, 27)=8.165, p<.01].

그림 17. 비행 거리 수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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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곡선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 1차 평가의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행 거리 수행력이 30%
이상 향상되는 급격한 수행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
단은 비교적 완만한 학습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제 집단은 사후
2차 평가에서부터 비행 거리가 향상되어 학습의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7>.

2) 방향 오차
본 연구에서 정확성에 대한 수행력은 중앙으로부터 좌·우 방향으로 벗어
난 절대오차 거리(meter)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시기에 따른 방향 오차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8>과 같다.
표 18. 방향 오차 결과

(단위: meter)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3.81±4.52

12.14±3.62

11.81±2.75

12.54±2.13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2.41±5.31

17.48±7.34

19.31±5.82

18.13±5.26

통제

12.38±4.94

14.99±5.25

18.95±3.68

18.62±2.88

이처럼 훈련 집단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2, 27)=4.482,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최소 관성 훈련
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평가시기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8.338,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4.763,
p<.01].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
과, 사후 2차 평가에서부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F(2, 27)=9.762, p<.01], 사후 3차에서도 방향 오차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2, 27)=8.440, p<.01]. 방향 오차에 대한 수행력 변
화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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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방향 오차 수행력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1(-12.1%), 사후2(-14.5%),
사후3(-9.21%)로 비행 거리 향상에 따른 방향 오차 거리가 유지되거나 미세
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
1(40.99%), 사후2(55.69%), 사후3(46.16%), 통제집단은 사후1(20.99%), 사후
2(52.95%), 사후3(50.34%)로 학습 초기 단계인 사후 1차 평가에서부터 비행
거리 향상에 따른 방향 오차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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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 협응 패턴

1) 최대 각속도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에 따른 신체 협응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골반, 몸통, 손목의 최대 각속도 변화 과정을 분
석하였다. 골반, 몸통, 손목의 독립적인 최대 각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골반
골반 최대 각속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19>와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1(13.14%), 사후2(19.34%), 사후
3(20.38%)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3.3%),
사후2(8.47%), 사후3(11.3%), 통제집단은 사후1(1.71%), 사후2(6.75%), 사후
3(5.51%)의 수행 향상도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 12주 훈련에 따라 골
반 최대 각속도가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훈련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골반 최대 각속도

(단위: deg/sec)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343.73±40.22

388.93±46.23

410.23±44.07

413.81±34.18

최소 관성 부하 훈련

344.73±56.88

356.14±62.27

373.96±41.34

383.71±45.61

통제

339.04±56.88

344.83±36.94

361.94±29.21

357.74±26.27

이와

같이

평가

시기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13.151,

p<.001],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경계선상의 유의성을 보였다[F(2,
27)=3.257, p=.054]. 그러나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1.693, p>.05]. 골반 최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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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9>. 반응 신
경계 훈련 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골반 회전 속도가 더욱 향상되는 수행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비교 집단은 비교적 완만하고 서로 유사한 수행 곡선을 보였다.

그림 19. 골반 최대 각속도

(2) 몸통
몸통 최대 각속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20>과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1(19.78%), 사후2(36.64%), 사후
3(39.86%)의

향상도를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

1(11.98%), 사후2(18.11%), 사후3(20.63%), 통제집단은 사후1(8.28%), 사후
2(16.68%), 사후3(20.67%)의 수행 향상을 나타내었다. 훈련 집단에 따라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2, 27)=3.749,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
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또한 평가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
났으며[F(1, 27)=89.312,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5.625, p<.01]. 평가 시기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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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후 2차 평가에서부
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7)=9.143,

p<.01], 사후 3차에서도 몸통 최대 각속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2, 27)=6.166, p<.01]. 그래프를 분석하여 사전 검사에
대한 몸통 최대 각속도의 향상도 측면에서 볼 때, 사후 1차까지는 훈련 집
단간에 유사한 수행 곡선을 보이지만, 사후 2차와 사후 3차에서 반응 신경
계 훈련 집단의 몸통 회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0>.
표 20. 몸통 최대 각속도

(단위: deg/sec)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506.31±26.1

606.5±70.73

691.86±51.27

708.15±66.4

최소 관성 부하 훈련

520.83±67.4

583.24±67.79

615.17±46.51

628.31±59.93

통제

502.97±76.37

544.62±70.1

586.88±69.92

606.95±76.44

그림 20. 몸통 최대 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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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목
손목 최대 각속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21>과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1(7.29%), 사후2(15.5%), 사후
3(16.9%)의 향상도를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3.4%),
사후2(7.5%),

사후3(8.1%),

통제집단은

사후1(1.5%),

사후2(7.3%),

사후

3(7.4%)의 수행 향상을 나타내었다.
표 21. 손목 최대 각속도

(단위: deg/sec)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742.2±46.4

1869.3±63.6

2012.35±86.6

2037.85±94.9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762.83±58.9

1823.3±46.1

1887.3±43.8

1905.1±58.7

통제

1747.77±72.6

1773.9±60.9

1875.72±66.1

1878.44±89.2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났으며[F(2, 27)=7.255, p<.01],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
해 수행력에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평가시기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157.711,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11.893, p<.001].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후
1차 평가의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7)=6.896, p<.01], 사후 2차와 사후 3차에서도 몸통 최대
각속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사후2: F(2,
27)=12.484, p<.001; 사후3: F(2, 27)=10.716, p<.001]. 손목 최대 각속도 변화
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이처럼 골프 스윙에서 클럽헤
드 스피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손목 최대 각속도는 본 연구의 비행 거리
수행 곡선과 유사한 결과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손목
회전 각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 집단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최종적(사후
3차)으로 볼 때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약 300deg/sec의 향상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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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소

관성

부하

집단은

약

140deg/sec,

그리고

통제집단은

약

130deg/sec으로 비교 집단에 비해 약 두 배 이상의 손목 회전 속도 향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손목 최대 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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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절간 최대 각속도 증폭량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에 따른 분절 간의 힘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골반-몸통, 몸통-손목으로 증폭되는 최대 각속도 수치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골반-몸통, 몸통-손목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에 대한 구체
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반-몸통
골반-몸통에 대한 최대 각속도 증폭량은 몸통 최대 각속도 수치에서 골
반 최대 각속도 값을 뺀 결과이다.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표 22>와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1(33.82%), 사후2(73.22%), 사후3(81.04%)의 수행 향상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28.98%), 사후2(36.98%), 사후3(38.91%), 통제집단은
사후1(21.87%), 사후2(37.22%), 사후3(52.02%)의 골반-몸통 최대 각속도 증
가율을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 약 35%이상의 향상도를 나타내었지만, 집
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더불어 평가시기에 따른 주효
과는 나타났지만[F(1, 27)=24.205, p<.001],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F(2, 27)=.920, p>.05]. 또한 평가시기에 관련된 훈련 집
단과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다
[F(1, 27)=1.455, p>.05].

표 22. 골반-몸통 최대 각속도 증폭량

(단위: deg/sec)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62.58±54.7

217.57±67.4

281.63±49.7

294.35±76.6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76.09±80.12

227.11±68.46

241.21±67.1

244.61±79.82

통제

163.53±60.31

199.79±41.41

224.94±52.52

249.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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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골반-몸통 최대 각속도 증폭량
골반-몸통 최대 각속도 증폭량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림 22>와 같다. 앞서 분석된 분절의 독립적인 최대 회전 속도 결과와 달리
분절 간의 연결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 1
차 검사에서는 집단간의 수행력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사후 검사의 2차와
3차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향상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몸통-손목
몸통-손목에 대한 최대 각속도 증폭량은 손목 최대 각속도 수치에서 몸
통 최대 각속도 값을 뺀 결과이다.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표 23>과 같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1(2.17%), 사후2(6.84%), 사후3(7.59%)의 향상도를 보였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15%), 사후2(2.42%), 사후3(2.79%), 통제집단은 사후
1(-1.24%), 사후2(3.53%), 사후3(2.14%)의 최대 각속도 증폭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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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몸통-손목 최대 각속도 증폭량

(단위: deg/sec)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235.9±30.81

1262.82±42.8

1320.5±39.02

1329.7±47.5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242.1±26.72

1240.1±42.9

1272.11±17.1

1276.7±20.9

통제

1244.8±22.40

1229.3±38.41

1288.84±59.9

1271.48±45.1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2, 27)=4.287,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
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평가 시기에 따
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28.128,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3.008,

p<.05].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
과, 사후 2차 평가에서부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F(2, 27)=3.342, p<.05], 사후 3차에서도 몸통에서 손목으로 증가되는 최
대 각속도 증폭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2,
27)=6.652, p<.01]. 몸통-손목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3>.

그림 23. 몸통-손목 최대 각속도 증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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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향상도 측면에서 볼 때,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평가시기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은 평
가 시점별로 수행력이 저하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분절 가속 회전 시점
본 연구의 신체 협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분절의 가속 시퀀스와
감속 시퀀스를 도출해야 한다. 각 분절의 가속 회전 시점은 골프 스윙의 가
속 시퀀스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속 시퀀스는 골프
스윙의 다운스윙 구간(백스윙 탑(0%)-임팩트(100%))을 백분율하여, 백스윙
탑에서부터 각 분절이 목표 방향으로 가속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분석하였
다. 이는 다시 말해 다운스윙 전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골반, 몸통, 손목의
가속 회전 시점에 대한 결과를 의미한다.

(1) 골반 회전의 가속 시점
골반 회전의 가속 회전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4>. 사전
검사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
1(-2.11%), 사후2(-3.1%), 사후3(-2.81%)만큼 시간이 미세하게 단축되는 양
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68%), 사후2(-0.71%),
사후3(-1.11%)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4. 골반 가속 회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6.33±7.44

4.22±4.46

3.22±3.16

3.52±3.16

최소 관성 부하 훈련

6.79±8.26

6.11±7.13

6.07±10.7

5.68±6.88

통제

5.87±4.59

5.49±5.95

3.82±3.74

4.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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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은 사후1(-0.38%), 사후2(-2.05%), 사후3(-0.89%)로 골반 가속 회전
시점의 유동적인 변화 패턴을 보였다<그림 24>.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대한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훈련 집단: F(2, 27)=.319, p>.05, 평
가시기: F(1, 27)=1.215, p>.05],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215, p>.05].

그림 24. 골반 가속 회전 시점

(2) 몸통 회전의 가속 시점
몸통 회전의 가속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5>. 사전 검사
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1(-3.75%),
사후2(-3.11%), 사후3(-3.58%)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35%), 사후2(1.54%), 사후3(3.16%), 통제집단
은 사후1(0.54%), 사후2(1.53%), 사후3(1.89%)로 몸통 가속 회전 시점 오히
려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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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몸통 가속 회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0.79±4.65

7.04±5.01

7.68±5.21

7.21±3.93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0.92±8.57

11.23±7.47

12.46±6.76

14.01±7.05

통제

10.25±10.05

10.79±7.39

11.78±6.48

12.14±6.91

훈련 집단간에 몸통 가속 회전 시점의 수행력 차이에 대한 경향성은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대한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훈련 집단: F(2, 27)=1.518, p>.05, 평가시
기: F(1, 27)=.464, p>.05],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1.004, p>.05].

그림 25. 몸통 가속 회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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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목 회전의 가속 시점
손목 회전의 가속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6>. 사전 검사
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1(-3.59%),
사후2(-1.06%), 사후3(-4.21%)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1.45%), 사후2(4.11%), 사후3(1.83%), 통제집단
은 사후1(5.29%), 사후2(4.97%), 사후3(4.73%)로 손목 가속 회전 시점 오히
려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26>.

표 26. 손목 가속 회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6.82±13.31

13.23±6.95

15.76±6.51

12.62±7.64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4.93±9.02

16.39±6.67

19.04±9.51

16.77±8.16

통제

14.17±7.71

19.47±7.94

19.14±6.95

18.91±8.36

그림 26. 손목 가속 회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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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훈련 집단간에 손목 가속 회전 시점의 수행력 차이에 대한 경향성
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
에 대한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훈련 집단: F(2, 27)=.592, p>.05,
평가시기: F(1, 27)=1.231, p>.05],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1.54, p>.05].

4) 분절 최대 각속도 시점
무게를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신체 협응 패턴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각 분절의 감속 시퀀스 타이밍을 파악해야 한다. 각 분절의 최
대 각속도 시점은 골프 스윙의 감속 시퀀스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감속 시퀀스는 개인의 다운스윙 구간(백스윙 탑(0%)-임팩트
(100%))을 백분율하여, 백스윙 탑에서부터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시점까지
의 시간을 분석하였다. 골반, 몸통, 손목의 최대 각속도 시점은 각 분절의
감속 시작 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반 최대 각속도 시점
골반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7>. 사전 검사
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1(-6.7%),
사후2(-11.2%), 사후3(-12.39%)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9%), 사후2(-2.54%), 사후3(-1.64%), 통제집
단은 사후1(0.01%), 사후2(-3.9%), 사후3(-4.04%)로 골반 최대 각속도 시점
이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단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27. 골반 최대 회전 속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98.24±2.39

91.54±4.39

87.03±3.46

85.84±3.89

최소 관성 부하 훈련

94.72±3.91

95.68±3.47

92.18±2.38

93.08±4.37

통제

97.57±2.60

97.58±2.38

93.66±3.45

93.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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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관성 부하 집
단과 통제 집단은 평가 시기에 따라 유사하고 완만한 수행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 1차 평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단축되
는 급격한 수행 곡선을 보이고 있다.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
며[F(2, 27)=13.661, p<.001],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1].

평가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26.998, p<.0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6.253, p<.001].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후 1차 평가의 학습 초기 단
계에서부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7)=7.717, p<.01], 사후 2차와 사후 3차에서도 골반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사후2: F(2, 27)=12.291,
p<.001; 사후3: F(2, 27)=11.126, p<.001].

그림 27. 골반 최대 회전 속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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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통 최대 각속도 시점
몸통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8>. 사전 검사

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1(-3.23%),
사후2(-6.7%), 사후3(-6.83%)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
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15%), 사후2(-0.14%), 사후3(-1.32%), 통제집단
은 사후1(1.72%), 사후2(-0.31%), 사후3(-2.55%)로 몸통 최대 각속도 시점이
사후 1차 평가에서 오히려 증가되고 미세하게 단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28. 몸통 최대 회전 속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95.23±5.89

92.01±6.22

88.62±4.73

88.39±6.06

최소 관성 부하 훈련

96.31±4.02

96.46±4.57

96.16±4.91

94.98±5.81

통제

96.56±5.32

98.28±2.94

96.24±4.33

94.01±5.66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관성 부하 집단
과 통제 집단은 평가시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수행곡선을 나타내는
반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 평가 2차 시기까지 몸통 최대 각속도
시점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사후 3차 평가에는 점차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2, 27)=5.935, p<.01],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평가 시
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5.266, p<.01], 훈련 집단과 평가시
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의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
[F(2, 27)=1.784, p=.073].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분석한 결과, 사후 1차 평가의 학습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7)=4.584, p<.05], 사후 2차와 사
후 3차에서도 몸통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사후2: F(2, 27)=8.803, p<.01; 사후3: F(2, 27)=3.69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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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몸통 최대 회전 속도 시점
(3) 손목 최대 각속도 시점
손목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9>. 사전 검사
에 대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후1(-1.45%),
사후2(-0.89%), 사후3(-3.26%),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후1(0.11%),
사후2(-1.45%),

사후3(0.01%),

그리고

통제집단은

사후1(0.01%),

사후

2(-0.5%), 사후3(-2.27%)로 손목 최대 각속도 시점이 세 집단 모두 유동적
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9. 손목 최대 회전 속도 시점

(단위: 백분율 %)

집단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00±0

98.54±1.99

99.1±1.72

96.73±3.23

최소 관성 부하 훈련

99.16±1.93

99.27±2.29

97.71±3.25

99.16±1.67

통제

99.15±1.12

99.16±2.07

98.65±2.58

96.8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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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와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평가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F(1, 27)=3.328, p<.05], 훈련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2, 27)=.266, p>.05]. 또한 훈련 집단과 평
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27)=1.544, p>.05].

그림 29. 손목 최대 회전 속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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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차적 협응 패턴
Putnam(1993)의 근위-원위 협응 패턴(PDS pattern)에서 강조하는 각 분
절의 순차적인 협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골프 스윙의 감속 시퀀스를 의미
하는 골반, 몸통, 손목간의 회전 타이밍 순서를 도출하였다. 이때, 회전 타이
밍의 순서가 골반-몸통-손목의 순으로 이루어질 경우 123으로 명시하였으
며, 213은 몸통-골반-손목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초보자는 숙련자와 달리 예측하기 어렵고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로 회
전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가령, 골반-손목-몸통, 몸통-골반-손
목, 손목-몸통-골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거나 각 분절에서 나타나는 최대
각속도 시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초보
자의 다양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피험자로부터 나타나는
협응 패턴(분절간 최대 각속도 시점 순서)을 모두 도출하여 평가 시기에 따
른 협응 전략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 협응 패턴 분산도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서 관찰되었던 협응 패턴은 총 11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평가시기에 따른 협응 전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그림
30>. 예컨대 골반, 몸통, 손목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111로 제시하였으며, 122는 골반 회전 이후 몸통과 손목 회전이 동시에 이
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30에서 그래프의 x축은 협응 패턴의 유형을 의
미하며, y축은 이를 선택한 개수이다. 연구 결과,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각 분절의 동시 회전 패턴이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132, 213, 123으로 변화하는 반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습 초반에 나타났던 각 분절의 동시 회전 현상이 미세하게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 후반으로 갈수록 반응 신경계 훈
련 집단은 213(상체-골반-손목)과 123(골반-몸통-손목)의 협응 전략을 학습
하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은 가장 이상적 협응 패턴
으로 알려진 123 협응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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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평가 시기에 따른 집단별 신체 협응 패턴 순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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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응 패턴과 손목 각속도의 산점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초보자의 다양한 협응 패턴과 손목 각속도의 상관관
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평가시기에 따른 협응 패턴 & 손목 각속도
의 산점도 그래프를 살펴보았다<그림 31>. 사전 검사에서는 세 집단 모두
다양한 협응 전략을 선택하였지만 본 훈련(12주)이 마무리된 사후 평가 3차
에서는 집단에 따라 변화되는 협응 전략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특정 협응 전략에 따른 손목 각속도 차이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반응 신경
계 훈련 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손목 각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협응 패턴과 손목 각속도의 산점도

- 93 -

5. 기능적 움직임 점수

1) 총 점수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체적 비대칭 정렬과 협응 수준을
평가하는 FMS점수에 대한 총 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30>. 7가지 세부 항
목별 점수와 3가지 통증 검사 결과를 종합한 총 점수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
련 집단이 사전 평가에서 평균 16점, 사후 3차 평가에서 평균 17.6점으로 약
1.6점의 향상도를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15.2점), 사후
3차(15.3점), 그리고 통제 집단은 사전(15.7점), 사후(15.7점)으로 미세한 향상
을 보이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32>. 훈련 집단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2, 27)=4.205, p<.05], Tukey HSD 사후검정을 통하여
RNT집단이 최소 관성 훈련 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평가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 27)=10.281,
p<.01], 훈련 집단과 평가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7)=8.573, p<.001].

표 30. 기능적 움직임 검사 총 점수(FMS)

(단위: 점수)

집단

사전

사후 3차

반응 신경계 훈련

16±1.054

17.6±1.51

최소 관성 부하 훈련

15.2±1.23

15.3±1.01

통제

15.7±1.41

15.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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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능적 움직임 평가 총 점수

2)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
기능적 움직임 평가의 7가지 세부 항목별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전 평
가에서는 Over Head Deep Squat와 Active Straight Leg Raise(left) 과제에
서

통계적으로

경계선상의

유의도를

나타내었지만(OHDS:

p=.081,

ASLR(left): p=.059),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별 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33>. 사후 평가(3차)에서는 Over Head Deep
Squat[F(2, 27)=7.714, p<.01], Inline Lunge(right)[F(2, 27)=10.81, p<.001],
Inline

Lunge(total)[F(2,

27)=4.263,

p<.05],

Rotary

Stability(right)[F(2,

27)=12.9, p<.001], Rotary Stability(total)[F(2, 27)=3.857, p<.05] 항목 검사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Over Head Deep
Squat 과제에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2.1점), 사후(2.6점)으로 평균
0.5점의 향상도를 나타냈으며 총 10명 중 5명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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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능적 움직임 세부 항목별 검사(사전 평가)
반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1.9점), 사후(1.8점), 통제집단은
사전(2.4점), 사후(2.2점)으로 점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가 나
타났다. Inline Lunge(right) 과제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2.5
점), 사후(3점)으로 평균 0.5점의 향상도를 나타냈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2.2점), 사후(2.2점), 통제집단은 사전(2.4점), 사후(2.6점)으로 점
수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Inline Lunge(total)
과제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2.5점), 사후(2.8점)으로 평균 0.3
점의 향상도를 나타냈으며, 총 10명 중 3명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2.3점), 사후(2.4점), 통제집단은 사전(2.5
점), 사후(2.5점)으로 점수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Rotary Stability(right) 과제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2.1
점), 사후(2.7점)으로 평균 0.6점의 향상도를 나타냈으며, 최소 관성 부하 훈
련 집단은 사전(1.9점), 사후(2.1점), 통제집단은 사전(2.1점), 사후(2점)으로
점수가 미세하게 향상되거나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otary
Stability(total) 과제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사전(2.1점), 사후(2.3
점)으로 평균 0.2점의 향상도를 나타냈으며, 총 10명 중 3명이 향상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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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었다.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1.8점), 사후(2점), 통제
집단은 사전(2점), 사후(2점)으로 점수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향상되는 결
과가 나타났다<그림 34>. 이러한 결과는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
계 훈련에 따른 기능적 움직임 검사의 총 점수 차이가 Over Head Deep
Squat, Inline Lunge(right), Inline Lunge(total),, Rotary Stability(right),
Rotary Stability(total) 항목 검사의 점수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4. 기능적 움직임 세부 항목별 검사(사후 평가 3차)

- 97 -

Ⅴ. 논 의

훌륭한 교습가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어느 유능한 명의와 같
이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어 완치하듯이 스포
츠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핵심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마도 훌륭한 교습가일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 존재하
는 수많은 자유도와 신경학적인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자세 교정과 관련
된 정보를 언어적 또는 시각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협응 구조를
학습하여 수행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기술 학
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습가는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에게 알맞은 최
적의 협응 구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잘못된 동
작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도자

주도형

교습

가’(instructor)’가 아닌 오류 탐지 및 수정 능력을 배양하여 학습자의 자연스
러운 협응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자 주도형 교습가’(outstructor)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운동 학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 교육과정에서도 한 가지 정답을 제시하여 동작을 교정하려기
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생각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 시행하는 ‘양적 연
습’보다 생각하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질적 연습’이 운동 학습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Lee, Wishart, Cunningham, & Carnahan, 1997). 따라서
반응 신경계 훈련과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과부하 현상을 최소화하고 동작
의 오류를 탐지 및 수정하여 독립성을 이끌어 내는 연구는 운동 기술 학습
분야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동작의 오류를 극대화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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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원리를 무게를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에 적용하여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훈련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3가지 세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게 차이의 관성
부하 동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불안정성(COM, COP)과 기술 수준에
따른 관성 과부하 제어 전략(머리-배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을 통해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7kg 무게를 활용하여 관성을 과부
하 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서 근력과 기능적 움직임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실험 결과
를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관성 부하 동작의 기계적 효과

7kg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과 400g 아동용 T-배트를 이
용한 최소 관성 부하 동작에 대한 신체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신체 무게 중심과 신체 압력 중심의 전·후, 내·외 분산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동 거리(migration distanc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Ledin과 Ödkvist(1993)가 실시한 지면에 설치된 특수 관성 장치를 활
용하여 신체적 불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행동학적 차이와 보상 전략
을 살펴보는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관성 과부하 원리를 활용하여 신체적 불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은 운동 제어 연구의 자세 조절 측면에서 주로 적용
되고 있다(Corna et al., 1999; Kwon & Chung, 2003). 본 연구에 나타난 신
체적 불안정성에 대한 결과는 7kg 무게를 활용한 관성 과부하 동작이 400g
을 이용한 최소 관성 부하 동작에 비해 신체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기계적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관성 과부하 동작(7kg)에 따른 제어 전략(머리-배트)의 특성은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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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서로 다른 협응 양상이 나타났다. 이 동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경우 머리와 배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협응 관계(r=0.826)가 나타났으
며, 관성 과부하 동작에 익숙한 숙련자의 경우 머리와 배트가 서로 교차하
는 이동 관계(r=-0.921)가 관찰되었다(안종성 등, 2016). 이와 더불어 기술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분산을 살펴보면, 초보자는
무게 중심이 시작 지점으로부터 7kg 클럽벨을 쥐고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숙련자는 우측으로 이동되는 불안정성을 상쇄하
기 위해 오히려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운동 행동이 환경, 과제, 유기체의 세 가지 제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적이고 안정적인 협응 구조를 찾아가게 된다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주목하게 한다.
Kelso(1984)는 리드미컬한 양 손 인지손가락 실험(bimanual index finger
waggling task)을 통하여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비선형성 원리를 의미하
는 상변이(phase transition) 현상을 규명하였다. 비교적 낮은 속도의 메트로
놈 박자에 맞추어 손가락 진자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양쪽 손가락의 같은 근
육군이 수축-이완하여 신체 중심 안쪽으로 함께 이동하는 동일 위상 모드
(in-phase mode)와 양쪽 손가락의 서로 다른 근육군이 수축-이완하여 한
손가락이 신체 중심 안쪽으로 움직일 때 다른 손가락은 신체 바깥쪽으로 움
직이는 반대 위상 모드(anti-phase mode)의 두 가지 안정된 협응 패턴이 나
타났다. 그러나 메트로놈의 박자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손가락 움직임의 반
대 위상이 동일 위상으로 상변이 되는 결과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제어한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제의 속도 증가로 인해 운
동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인 동일 위상 협응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
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운동 시스템은 자기-조직 원리에 기반하여 과제, 환
경, 유기체의 세 가지 제한요소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행동패
턴으로 자연스럽게 상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Swinnen(2002)은 Kelso(1984)의 손가락 실험에서 나타난 동일-반
대 위상 모드에 대하여 인간의 복잡한 수많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명
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보행,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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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과 같은 주기적인 행동 패턴을 관찰해보면 사지간에 교차 이동하는 움
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같은 근육군이 수축-이완하는 동일 위상 관
계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매우 비효과적인 수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Swinnen, Jardin, Meulenbroek, Dounskaia, & Hofkens-Van Den
Brandt, 1997).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신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지
의 동일 근육군이 수축-이완되는 협응 형태를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
(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 그리고 시·공간상에서 신체 분절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협응

형태를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협응 관계는 골프 퍼팅 과제
에서도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술 수준이 낮은 초보자는 머
리와 퍼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이 나타났으며,
반면 숙련자는 머리-퍼터가 서로 교차하여 신체 중심선이 유지되는 자기 중
심적 협응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Lee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머리와
퍼터가 상호 교차하는 자기 중심적 협응 패턴이 관성을 극대화해야하는 회
전 운동 기술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협응 구조임을 증명하고 있으
며, 중심축 이동을 극대화하는 관성 과부하 동작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반복된 훈련을 시행함에 따라 점차 자유도가 분리되어 움직임이 교차하는
숙련된 협응 패턴으로 상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골프 수행력 변화

무게를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골프 수행력과 신체 협응 패턴에
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골프 수행력을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로 분석하였으며, 신체 협응 패턴은
골반, 몸통, 손목의 각속도 변화 양상을 기반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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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 거리
골프 수행의 비행 거리 측면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12주 훈련이 종료된 시점인 사후 평가(3차)와 사전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사전(88.9m), 사후 3차(131.1m)로 약 43m의 비
행 거리 향상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훈련 집단은 사전(84.7m), 사후 3차
(111.4m)로 약 26m의 수행력 향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통제 집단은
사전 검사(85.5m), 사후 검사(108.1m)로 약 23m의 비행 거리 향상을 보였지
만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행 향상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비행 거
리 결과에 대한 수행 곡선을 살펴보면,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학습 초기
단계인 사후 평가(1차)에서부터 수행이 급격히 향상되어 점진적으로 비행
거리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소 관성 훈련 집단은 사후
평가(2차)까지 비교적 완만한 수행 곡선의 증가를 보이지만, 사후 평가(3차)
의 학습 후기 단계에서는 수행력이 점차 유지되는 고원 현상(plateau
phenomenon)이 나타났다. 더불어 비행 거리 향상이 가장 낮게 나타난 통제
집단은 사후 평가(2차)에서부터 눈에 띄는 수행 향상이 나타나지만, 사후 평
가(3차)에서 이내 유지되는 학습의 지연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동안 골프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와 같은 비거리 향상
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는 비거리 수행과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
이는 클럽 헤드 스피드의 변화를 통하여 특정 훈련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비거리 수행과 기술적, 생
리학적으로 나타나는 요인과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도 흔히 활용되고 있다. 비거리 향상을 위해 특정 훈
련을 적용하는 연구는 주로 생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
한 스트레칭 방법이나 근비대를 유도하는 저항성 훈련을 통해 클럽 헤드 스
피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근비대를 유도하는 머신 위주의
근력 운동(bench press, leg curl, squat)(Doan, Newton, Kwon, & Kraemer,
2006; Lamberth et al., 2013) 보다는 골프 스윙 동작과 유사한 근력 훈련
(plyometrics, medicine ball, body weight, functional training)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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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Fletcher & Hartwell, 2004; Thompson, Cobb, & Blackwell, 2007;
Alvarez, Sedano, Cuadrado, & Redondo, 2012), 정적 스트레칭 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을 적용할 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Gergley, 2009; Moran, McGrath, Marshall, & Wallace, 2009). 이외에도 개
인의 근력 수준과 클럽헤드 스피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단순
근력 수준을 평가하는 1RM(one-repetition maximum) 과제보다는 힘의 연
결성이 요구되는 근력 평가 과제에서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Hellström,

2008;

Keogh,

Marnewick,

Maulder,

Nortje,

Hume,

&

Bradshaw, 2009; Read, Lloyd, Croix, & Oliver, 2013). 본 연구에서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은 단순 근력 보다는 움직임의 효율성과 힘
의 연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동작으로서 앞서 설명된 선행 연구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2) 방향 오차
골프 수행의 정확성을 측정한 연구는 대부분 수행의 편차가 비교적 적은
퍼팅(putting), 치핑(chipping), 피칭(pitching) 과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100~300m까지 날아가는 풀 스윙 과제가 상대적으로 큰 수행 편차로
인해 직접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근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골프 수행에 대한 비행 거리는 물론, 목
표점으로부터 벗어난 오차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골프 풀 스윙 과
제에서 정확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가상의
목표점으로부터 벗어난 절대오차를 분석하는 방법(Sommer & Ronnqvist,
2009)과 가상의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방향으로 벗어난 절대거리오차를 산
출하는 방법이다(Guadagnoli, Holcomb, & Davis, 2002; Neal et al., 2008).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필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이며 거리 감각에 대한
예상도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대상자에게 특정 거리에 대한 목표
점을 부여하는 것은 실험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큰 제한점을 갖게 된
다. 이러한 초보자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방
향으로 벗어난 절대 오차 거리를 골프 수행의 정확성 요인으로 선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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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석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13.81m),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12.41m), 통제집단(12.38m)로 약 평균 2m 이내의 정확성 차
이를 보였다. 그러나 12주 훈련이 마무리된 사후 평가(3차)에서는 반응 신경
계 훈련 집단(12.54m),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18.13m), 통제집단(18.62m)
로 약 평균 6m 이상의 정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
프에서 장타자가 단타자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거리가 증가할 때
방향 오차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향 오차는 클럽 헤드 페
이스 각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만약 클럽 페이스 각도 오차가
10˚ 발생하였을 때 더 많은 헤드 스피드가 부여될 경우 더 큰 거리 오차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방향 오차가 늘어나는 최소 관성 부
하 훈련 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교했을 때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방향
오차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신경
계 훈련 집단이 비행 거리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방향 오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정확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
라 클럽 페이스 조절 능력과 스윙 궤적이 향상되었음을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신체 협응 패턴의 변화

본 연구의 신체 협응 패턴은 Putnam(1993)이 제시한 근위-원위 협응 패
턴(proximal to distal sequence pattern)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골반, 몸통,
손목의 회전 각속도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PDS 협응 패턴은 ‘가중 속
도 법칙’(summation speed)과 ‘운동 사슬 법칙’(kinetic chain principle)에 입
각하여 그 원리가 설명되고 있다(Hellström, 2009). 즉, 신체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골반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힘의 기초가 되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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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과 손목의 힘의 연결성을 개선하여 각 분절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PDS 협응 패턴은 주로 각 분절의 최
대 각속도 수치와 이 수치가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Hume et al., 2005). 본 연구 결과, 각 분절(골반, 몸통, 손목)의 독립적
인 최대 각속도 수치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세 가지 분절에서 모두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몸통과 손목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PDS 협응 패턴을 골프 스윙에 적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주듯
이, 기술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수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초보자일수록 골반 회전 속
도가 낮은 하체 중심이 아닌 상체 중심으로 스윙이 이루어진다(Vena et al.,
2011)는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해 반응 신경계 훈
련 집단이 몸통과 손목의 회전 각속도는 압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골반에서
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실험 대상자가
골프 수업을 1학기 수료한 골프 입문자이고 12주간의 훈련을 통해 살펴본
연구 결과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아직까지 숙련자 수준의 하체 회전 동작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간의 힘의 연결성을 평가하는 분절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을 통해 더욱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골반-몸통, 몸통-손목으로
이어지는

최대

각속도

증폭량은

PDS

협응

패턴의

‘가중

속도

원

리’(summation speed)와 ‘운동 사슬 원리’(kinetic chain principle)를 직접적
으로 대변하는 요인으로서 기술 수준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Neal et al., 2008; Tinmark et al., 2010; Vena et al., 2011). 다시 말해서,
기술 수준이 낮은 초보자일수록 골반에서 몸통으로 연결되는 증폭량이 미세
하게 나타나며 몸통에서 손목으로 증가되는 각속도 수치도 숙련자보다 현저
히 낮게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골반에서 몸통으로 연결되는 증폭량보다 몸통에서 손목으로 이
어지는 증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세 집단 모
두 주도적인 하체 회전이 부족한 상체 중심의 스윙이 이루어지지만 몸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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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힘의 연결성 측면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가
장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5. 골프 기술수준에 따른 각속도 변화과정
하지만 이와 같이 PDS 협응 패턴을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수치와 분절
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 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 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부족한 점이 있다. Crew et al.(2007)는 19명의 숙련자와 19명의 아마추
어의 PDS 전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윙의 회전 타이밍과 관련된 각 분절
의 최저 &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숙련자
의 경우 최저 & 최대 각속도 발현 시점이 골반-몸통-손목의 순으로 이루어
지며 회전의 가속과 감속이 명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그 순서가 뒤바뀌거나 회전의 감속 없이 가속만 이루어지
는 특이성이 관측된 것이다<그림 35>. 이러한 동시 가속 회전 현상<그림
35: Amateur 2>은 초보자의 고정된 자유도와 환경 중심적 협응 패턴과 연
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초보자일수록 자유도가 고정되고 분절간의 움직
임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근위 분절의 감속 동작 없이 가속 회전만 이
루어지게 되는 것이다(Putnam, 1993; Temprado et al., 1997). 이러한 초보
자의 특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른 자유도 분리
와 감속 회전 동작 학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과 감속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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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에 대한 각 분절의 회전 타이밍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속 시퀀스를 분석하는 최저 각속도 시점에서는 12주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골반, 몸통, 손목에서 모두 시간이
앞당겨지는 현상이 관측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감속 시퀀스를 분석하는 최대 각속도 시점에서는 선행 연구
내용과 같이 세 집단 모두 사전 검사에서는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
임팩트(100%)에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되었다. 12주 훈련을 적용한 결과, 반
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골반 회전 동작에서 사전(98.24%), 사후 1(91.54%),
사후 2(87.03%), 사후 3(85.84%)로 약 13%까지 시간이 앞당겨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사전(94.72%), 사후 1(95.68%), 사후
2(92.18%), 사후 3(93.08%), 통제 집단은 사전(97.57%), 사후 1(97.58%), 사
후 2(93.66%), 사후 3(93.52%)로 최대 2~4%이내에서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몸통 회전 동작에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평균
적으로 약 6.84%의 시간 단축을 보였지만, 최소 관성 부하 훈련 집단은 약
1.33%, 통제집단은 약 2.55%로 평가 시기와 훈련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게의 관성을 활용
한 반응 신경계 훈련을 적용함에 따라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을 학습
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숙련자의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은 관성
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추(counterbalance) 움직임 측면
에서 상당히 중요하다(Choi, Sim, & Mun, 2016). 평형추 움직임이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협응 전략으로서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과 같은 동적 자세 조절 과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 사지간에 상호 교차하는 동작을 의미한다(Pollock, Durward, Rowe, &
Paul, 2000; Hof et al., 2005). 던지기나 차기 동작에서 원위 분절(손&발)이
최대 스피드에 도달하기 이전에 근위 분절(골반&어깨)이 감속하듯이 골프
스윙에서도 회전의 관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시점 이전에 골반과 몸통 회전의 감속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Putnam, 1993; Hirashima et al., 2003).
마지막으로, 골반-몸통-손목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져야하는 근위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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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PDS coordination pattern)에 대한 학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
개인별로 나타나는 각 분절의 순차적 회전 타이밍 순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같이 그 순서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몸통-골반-손목, 손목-골반-몸통, 골
반-손목-몸통 등의 순서로 뒤바뀌어 이루어지거나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 동시에 발생되어 골반=몸통=손목, 골반=몸통-손목, 골반-몸통=손목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6>은 평가시기에
따른 집단별 감속 회전 순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 분절에서 발생
되는 최대 각속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관측되었던 각 분절의 동시 회전 전략이 훈련이 진행됨에 따
라 골반-손목-몸통, 몸통-골반-손목, 또는 가장 이상적인 골반-몸통-손목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 관성 부
하 훈련 집단이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학습 초기에 나타났던 동시 회전에
대한 제어 전략이 12주 훈련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12주간의 반응 신경계 훈련이 골반-몸
통-손목의 순으로 회전이 이루어져야하는 숙련자의 협응 전략 수준까지 도
달시키진 못하지만, 고정된 자유도가 점차 분리되어 상호 교차하는 숙련된
협응 구조 학습을 유도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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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집단별 협응 패턴 순서와 손목 각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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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력 및 기능적 움직임 수행 변화

본 연구의 7kg 관성 과부하 동작에 대한 단순 근력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
기 위해 악력과 배근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평가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난 결과는 12주간의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근력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생도들의 규칙적이고 일관된 생활 패턴에 의해 나
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7kg의 무게 관성을 활용한 반
응 신경계 훈련이 근비대를 유도하는 근력 훈련이 아닌, 분절간 힘의 연결
성을 개선하는 신경학적 훈련임을 시사하며, 골프 수행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움직임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하고 있다(Lynn, Frazier, New, Wu, Cheetham, & Noff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가동성과 안정성을 포함하여 협응력을
평가하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ing test)를 실시
하였다. 개인의 신체적 불균형과 움직임 기능 제한 요소를 판단하여 부상
위험도와 운동 수행력을 예측하는 FMS평가도구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 받고 있다. 관절 대 관절(joint by joint)이론으
로 설명되는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은 근육의 길이와 관련된 단순한 유
연성이나 근력 수준이 아닌,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것이다(Cook, 2010). 발목, 고관절, 흉추, 어깨 관절은 가동성이 요구되
며, 무릎, 요추, 견갑골은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관절 대 관절’ 이
론은 7가지 움직임 세부 항목별 검사와 3가지 통증 검사로 이루어진 기능적
움직임 평가(FMS)를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각 평가 항목별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과 보상 전략으로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제
한 요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의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에 따라 FMS검사의 총 점수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7가지 세부 측정 항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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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Head Deep Squat, Inline Lunge(right), Inline Lunge(total),, Rotary
Stability(right), Rotary Stability(total) 과제의 수행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임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Over Head Deep Squat, Inline Lunge, 그리고
Rotary Stability 과제는 움직임의 가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전신 협응 수준
을 전체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서 3점 만점을 부여 받기 위
해서는 몸통의 안정성과 발목, 고관절, 흉추, 견갑골의 가동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전 검사에서는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Over Head Deep
Squat와 Inline Lung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거
나 척추 기울기가 전방으로 많이 기울어져있는 움직임의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otary Stability 과제에서는 반대쪽 팔·다리가 서로 교차하
여 이루어지는 움직임(2점)은 정상적으로 나타났지만, 같은쪽 팔·다리가 동
일한 방향으로 교차하는 움직임(3점)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12주간의 무게 관성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을 적용한 결과, 피험자
의 흉추와 어깨 관절의 가동성과 몸통의 안정성 수준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10명 중 5명이 Over Head
Deep Squat과제에서 3점 만점을 부여받았으며, Inline Lunge와 Rotary
Stability 과제에서도 3명 이상의 동작 자세가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ok(2010)은 움직임의 가동성 문제를 첫째, 근조직 신장 기능 제한
(Tissue Extensibility Dysfunction)과 둘째, 관절 가동 기능 제한(Joint
Mobility Dysfuction)으로 구분하였다. 즉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이완을 담
당하는 근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반응 신경
계 훈련 기법이 허리 가동성 회복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서 근 신경계의 기
능 제한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신경학적 훈련 기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Loutsch et al., 2015). 본 연구의 반응 신경계 훈련은 어깨 관절을 중심으
로 3차원적 회전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관성 과부하 과제로서 견갑골과 흉추
의 가동성을 높이고 몸통의 안정화를 극대화하여 Deep squat, Inline Lunge,
그리고 Rotary stability의 수행 향상을 이끌어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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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논의

학습자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올바른 동작만을 강조하여 설명하
는 주입식 교육 방식은 지도자의 의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해
석할 경우, 동작의 자연스러운 협응 구조를 무너트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골프 스윙의 중심축이 많이 이동하는 수행자에게
단순히 ‘머리를 고정하여 스윙하세요’ 라고 피드백을 제시한다면, 골프 스윙
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소극적인 동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자의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스윙의 중심축이 이동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초보자들의 스윙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근위-원
위 패턴에서 설명하는 분절의 회전 감속 시퀀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골프 다운스윙 구간에서 숙련자의 경우 신체 다관절의 자유도가 분리되고
임팩트 이전 회전의 가속과 감속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반면, 초보자는 경직
된 관절과 근육으로 인해 자유도가 고정되고 감속 동작 없이 분절들이 동시
에 가속 회전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임팩트 이전 근위 분절
이 분리되고 감속되는 현상에 대하여 Putnam(1993)은 원위 관절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회전 운동 기술과 같
이 관성을 극대화해야하는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동작으로 강조되고 있다.
채찍을 휘두르는 동작에서 목표를 향해 손끝을 계속 가속하는 것보다 타격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동작을 감속할 때 더 큰 관성의 힘을 낼 수 있는 원리
와 같이, 골프 스윙 역시 관절의 풀린 자유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는 임팩트 이전 근위 분절의 적절한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질 때에 클럽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클럽
헤드의 최대 스피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위 분절의 최적 감속 회전 시점이
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골프 스윙과 유사한 원리로 행해지는 던지기나 차기 과제에서 숙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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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과 팔꿈치 관절이 90도에 가까워지는 래깅(lagging)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운스윙 구간을 100%
로 볼 때 약 60%시점에 해당한다(Dunn & Putnam, 1988). 반면, 초보자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고정되어 다운스윙 구간에서 회전의 가속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속 회전 시점이 임팩트(100%) 직전이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훈련 이전 단계인 사전 검사에서는 대
다수의 피험자들이 골반과 몸통의 감속 회전 시점이 임팩트 순간에 가까운
90~100% 지점에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 감속 타이
밍을 의미하는 최대 각속도 시점은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세 집단 모두 점
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성 과부하 동작을 실시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최대 각속도 시점이 압도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분절간의 순차적인 회전 타이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학습 초반에 나타났던 동시 회전 현상이 점차 분리되어 변화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비교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의 회전 타이밍 순서가 유지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보자의 학습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골프 스윙에서 근위-원위 협
응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위에서 원위로 이어지는 분절간의
순차적인 회전 순서뿐만 아니라, 이 시점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골프 스윙의 중심축을 유지하고 헤드 스피
드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학습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신체 자유도가 분리되어 분절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해 스윙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몸통과 손목의
최대 각속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
타났으며, 몸통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최대 각속도 증폭량 측면에서도 반
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분절간 힘의 연결성이 더욱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이러한 신체 협응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결국 골프 수행의 비행 거리
와 방향 오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골프 수행에서 비거리는 클럽헤드 스피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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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행 거리 수행력 차이는 골프 스윙의 클럽 헤드 스피
드를 의미하는 손목 최대 각속도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위-원위 분절 간에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
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골프 수행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방향오
차 수행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이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을 학습함으로 인해 클럽 페이스 조절 능력(열림-닫힘(open &
close))이 더욱 개선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골프 스윙 아크의
중심축을 왼쪽 어깨로 가정했을 때 임팩트 시점에서 몸통이 감속 동작 없이
계속 가속된다면 열린 클럽 페이스 각도가 어깨 축을 중심으로 닫힘 동작이
(face closing)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보자들이 학습
초반에 타구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 구질을 주로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클럽 페이스의 열림-닫힘 동작은 타구의 충격량을
증가시켜 비거리 수행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방향성 측면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을 통하여 골프 수행력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신체와 클럽 헤드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
약, 클럽헤드 무게를 인지하는 과정 없이 근위 분절을 인위적으로 감속시키
려 한다면, 수행력은 오히려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최소 관
성 부하 훈련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수행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결과는
감각 시스템의 역치(threshold)에 도달하지 않는 미세한 감각 정보를 제공하
였을

때

균형

유지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는

확률

공명(stochastic

resonance)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실제 7번 아이언
클럽 헤드 무게보다 가벼운 아동용 T-배트의 헤드무게를 인지하려는 행동
이 감각 시스템의 민감도를 증가시켜 신체와 클럽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를 개선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
시스템의 역치를 훨씬 넘어서는 반응 신경계 훈련(관성 과부하)이 최소 관
성 부하 훈련 집단에 비해 운동 수행력과 협응 구조가 더욱 개선된다는 수
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수행자가 임하는 다양한 과제의 특성과 훈련의 목
적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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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서 부가적으로 실시한 근력 및 기능적 움직임 검사를 통하여 관성 과부하
동작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은 학습자의 근력이나 유연성을 개선하는
생리학적 훈련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협응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경학적 훈
련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 스윙과 같이 관성을 요구하는 회전
운동 기술 과제에서 운동 수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동작에
필요한 올바른 협응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식에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학습자의 잘못된 동작이 극대화되는 환경적 상황을 통하여 올바른 협응
구조를 유도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의 특성이 운동 기술 학습 상황에 효과적
으로 접목될 수 있었던 점은 Newell(1991)이 제시한 운동 학습의 탐색전략
(search strategy)과 Thorndike(1914)가 전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동일 요소 이론(identical elements therory)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먼저 Newell(1991)이 설명하는 ‘운동학습의 탐색 전략’이란 올바
른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각-운
동 활동영역(perceptual-motor workspace)에서 최적의 운동 시스템을 탐색
하는 과정이다. 즉, 환경, 과제, 유기체간의 상호 보완적인 연결 체계 속에서
최적의 협응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Shadmehr와 Mussa-Ivaldi(1994)
의 로봇팔 뻗기 실험은 운동 학습이 탐색 전략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목표 지점으로 손을 뻗는 과제에서 기계적 장치
를 활용하여 동작을 방해하도록 설계하였는데, 훈련 초기 단계에서는 동작
의 오류가 크게 발생되었지만, 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동작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환경
적 상황에서 정확한 뻗기 동작에 필요한 상쇄 움직임과 보상 전략을 학습하
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예비 연구로 실시한 3차원 동작 분석
결과에서도 초보자는 자유도가 고정되어 관성 과부하 동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였지만, 숙련자는 자유도가 분리되고 상호 교차하는 평형추 움
직임을 통하여 신체적 불안정성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관성 과부하 동작을 실시한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은 탐색 전략을 통하여
불안정한 환경적 상황에서 최적의 운동 시스템을 형성하였다고 유추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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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 신경계 훈련을 통하여 골프 스윙의 감속 회전 타이밍을 효과
적으로 습득하게 된 결과는 학습의 전이 효과를 설명하는 동일 요소 이론
(identical elements therory)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기
술의 요소나 수행 동작이 유사할수록 학습의 전이가 정적으로 발생되기 때
문에(Thorndike, 1914) 관성 과부하 동작에 대한 평형추 움직임을 습득함으
로 인하여 골프 스윙에서 요구하는 자유도 분리 회전과 감속 회전 동작 학
습에 긍정적으로 전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클럽벨을 활
용한 관성 과부하 훈련은 신체의 관상면에서 회전 동작이 이루어지고 중심
축을 유지하여 관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도가 분리되어
상호 교차하는 평형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골프 스윙 동작과 기
술적 요소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동작의 오류를 극대화하여 올바른 협
응 패턴을 유도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법은 운동 기술 학습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이다. 앞으로는 더욱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다양한 운동
종목과 기술수준에 접목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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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7kg 관성 과부하 동작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은 골프 스윙의
감속 회전 타이밍을 개선시킨다. 골프 스윙의 감속 회전 타이밍을 의미하는
분절의 최대 각속도 시점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서는 세
집단 모두 고정된 자유도로 인하여 동시 가속 회전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
만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반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고정된 자유도가 분리되
고, 근위 분절(골반, 몸통) 감속 회전 타이밍이 비교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은 각 분절의 최대 각속도와 분절 간의
최대 각속도 증폭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골프 수행의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근위-원위 패턴(PDS pattern)의 ‘가
중 속도 법칙’(summation speed)과 ‘운동 사슬 법칙’(kinetic chain principle)
에 입각하여, 근위 분절의 감속 회전 동작이 단축됨에 따라서 원위 분절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 수행력에서도 반
응 신경계 훈련 집단의 타구 비행 거리와 방향 오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분절간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클럽
페이스 조절 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7kg 관성 과부하 동작을 활용한 반응 신경계 훈련은 근력이 아닌
신경학적 훈련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악력 및 배근력과 기능적 움
직임 검사 결과는 반응 신경계 훈련이 움직임의 협응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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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훈련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소 관성 부하 동작에 비해 신체적 불
안정성을 약 2배에 가까이 제공하는 관성 과부하 동작은 골프 초보자의 동
시 가속 회전으로 인한 중심축 이동 현상을 극대화하여 신체적 불안정성을
안정화하는데 요구되는 감속 회전 동작을 학습하도록 유도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제 언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에 후속연구를 진행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스윙 학습 과정에서 반응 신경계 훈련의 관성 과부하 동작으
로 최적의 무게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성 부
하 동작에 대한 신체적 불안정성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아
동용 T-배트 400g과 CST 공식 클럽벨 남성 지도자용 7kg을 적용하였다.
7kg을 기준으로 어떠한 무게(2.5kg, 5kg, 10kg 등)가 골프 스윙 학습 과정에
가장 적절한 반응 신경계 훈련으로 적용될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둘째, 반응 신경계 훈련의 원리를 다양한 기술 수준과 여러 운동 과제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 초보자의 중심축 이동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관성 과부하 동작을 반응 신경계 훈련으로 접목하였다. 그러
나 골프 스윙의 문제점은 중심축 이동 현상 이외에도 팔 동작, 스윙 궤적,
체중 이동, 스윙 템포 & 리듬 등으로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다양한 운동 과제와 학습자 특성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다각도의 접근
방안을 통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의 효과를 일반화할 할 수 있는 후속 연구
와 적용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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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응 신경계 훈련을 운동 기술 학습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
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학적 특성과 학습자의 잘못된 동작이 발생되는 원
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자의 중심축 이
동 현상이 자유도가 고정되어 동시에 가속 회전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관성
과부하 동작을 반응 신경계 훈련 기법으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잘
못된 동작을 극대화함으로 인해 올바른 협응 구조를 유도하는 반응 신경계
훈련의 특성을 운동 기술 학습 상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동 기술
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지식과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의 반응 신경계 훈련과 골프 수행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알
려져 있는 다양한 훈련과의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 심리학, 운
동 생리학, 운동 학습 분야에서는 골프 수행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훈련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골프 스윙의 협응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훈련 기구들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 효과 비교 분석 연
구를 통하여 반응 신경계 훈련의 효과성, 타당성, 신뢰도와 제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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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of Golf Swing
Coordination According to 12 Weeks
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RNT)
An, Jong Se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NT(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

on

golf

swing

coordination

patter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ub-research purpose were
established. First, investigate the mechanical factors of inertia overloading
on body perturbation, and control strategy. Second, determinate the
benefit on golf performance and coordination pattern by RNT. Third,
examine the differences in muscle strength and functional movement
level by RNT.
To clarify those mechanical factors of inertia overloading, 3-D Motion
analysis(Qualisys & AMTI) research was proceeded as pilot study.
Subjects who have never experienced overloading inertia movement(4
novices),

and

who

have

mastered

- 132 -

CST(circular

strength

training)

clubbell(2 experts) were selected for participants. From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effect

on

the

body

perturbations

in

different

weights(400g & 7kg) inertia loading, the migration distance of the
COM(center of mass) and COP(center of pressure) for the group of 7kg
overloading inertia move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group of
400g

minimum

inertia

movement[p<.01].

Additionally,

two

control

strategies from overloading inertia was identified in different level of
skills(novice

&

expert).

Novice

group

have

resulted

allocentric

coordination pattern as head and clubbell movements moving together.
However, expert’s head and clubbell movement were inter-crossing as
egocentric coordination pattern. This result implies that novice group
could possibly learn experts’ counterbalanced movement by repeating the
inertia overloading movement.
According to these results, RNT using inertia overloading was applied
to the golfers who have problems with maintaining central axis in golf
swing. To examine the effect of 12 weeks RNT on golf swing
coordination,

ball

tracking

system(Golfzone

Driving

Rainge)

and

IMU(Inertia Measurement Unit) sensors were used, and 4 consecutive
assessments(pre-test, 3 post tests) were conducted. Thirty korean male
cade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nd they practiced #7 iron golf swings
combining with their additional group exercise. RNT group practiced
their golf swing with inertia overloading(7kg clubbell), and minimum
inertia loading group did the same exercise as RNT group with minimum
weight(400g

plastic

T-bat).

Lastly,

control

group

watched

video

clips(military training drills) which were not related with golf swing.
The coordination pattern of this study was the timing of kinematic
rotational sequence on pelvis, thorax, and left wrist, and examined the
maximum angular velocity and increasement of segment to segment
angular velocity. Additionally, golf performance were analysed by carry

- 133 -

distance(m)

and

directional

absolute

error(m).

Moreover,

strength

assessment(grip & back) and FMS(functional movement screen) test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key point
of this research is the timing of proximal segments’ maximum angular
velocity. In the pre-test, most of participant’s maximal angular velocity
appeared in near to the impact timing(90~100%). However, the timing of
proximal segments’ maximum angular velocity was gradually moved
forward as the training session proceeded, and RNT group outperformed
compared with comparative groups. Additionally, in the rotational timing
of 3 segments(pelvis, thorax, wrist), RNT group showed separation in
degree of freedom as training session proceeded. However, comparative
group’s rotational timing did not be changed in the training session.
Also, RNT group showed not only significantly higher maximum angular
velocity in thorax and wrist, but also increasement of thorax to wrist
maximum angular velocity. As a result, the carry distance and directional
absolute error of RNT group‘s performance affected positively.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strength and functional movement
level, it was be able to assumed that RNT using overloaded inertia
movement is more of neurological training which related coordinative
movement than physiological training that affect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The principle of RNT is inducing the proper coordinative
movement from exaggerating performer’s mistakes. This concept was a
new approach in skill acquisition and motor learning. A lot of follow-up
researches about RNT related sports tasks and different expertise should
be applied.

Keywords : reactive neuromuscular training, inertia overloading,
body coordina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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