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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교 골프선수들에게 초기에 부상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선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립 및 스윙 시 부상과 원인별 부상 그리고

발생 시기 및 조건 등을 조사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하였

다. 자료 수집은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는 선수들

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골프선수 100명에게 배포된 설문지중 최종 분석에 사용

된 사례 수는 63부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립에 의한 부상 시 손의 부상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부상 부위를

손바닥 하단, 손바닥 중앙, 손바닥 상단,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약지, 기

타로 나누어 오른손과 왼손에서의 부상 부위의 일치도를 보았다. 오른손과

왼손의 부상부위의 일치도는 0.4267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

였다.

2) 그립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왼손 엄지의 위치를 샤프트 중앙, 샤프

트 중앙의 좌측, 샤프트 중앙의 우측, 기타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X
2 검증결과는 왼손 엄지의 부상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왼손

엄지의 부상 위치는 샤프트 중앙의 우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샤프

트 중앙의 좌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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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를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이해 못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윙 궤도, 힘의 분배, 자세, 역학적 개념, 기타로

나누어 알아 본 결과, 24명(38.1%)이 역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17명(27.0%)이 힘의 분배, 11명(17.5%)이 자세, 6명

(9.5%)이 기타, 5명(7.9%)이 스윙 궤도에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4) 스윙 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 16명(25.4%)이 탑(Top)에 응답하였고, 15명(23.8%)이 임팩

트, 12명(19.0%)이 다운스윙, 11명(17.5%)이 백스윙, 4명(6.4%)이 기타, 3명

(4.8%)이 테이크 백, 2명(3.2%)이 피니쉬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각각의 스윙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

해 스윙 기술은 테이크 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로 분류하였으며,

부상의 형태는 근 경련, 동통, 골절, 염좌, 탈골, 기타로 분류하였다.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를 제외한 2개의 기술에서 부상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테이크 백의 경우, 동통이 가장 흔한 부상

부위였으며, 임팩트는 염좌가 가장 흔한 부상 부위였다.

6) 각각의 기술별 부상 부위에 대한 일치도를 카파 검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테이크백과 임팩트간의 일치도가 0.46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간의 일치도는 0.4485,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는 0.4482로 비슷

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테이크 백과 팔로우 스루의 일치도는 0.34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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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7) 어떠한 방법의 피니쉬 자세였을 때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정 결과 피니쉬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9.1

p=0.0007). 피니쉬 자세 중 가장 부상 경험이 많은 자세는 왼 무릎을 지나

치게 피려고 했을 때의 자세로 전체 응답자의 33.3%로 이러한 자세 시에

부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18명(28.6%)이 너무 높은 자

세의 피니쉬 자세를 만들려고 했을 때, 15명(23.8%)이 허리를 지나치게 사

용하려고 했을 때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8) 부상의 발생 시기 및 조건에 따른 부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기, 부상을 입은 시간, 날씨 조건, 계절, 신체 상태, 장소,

클럽 등을 알아 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상기와 같이 그립(grip)에 의한 상해 시 그립의 형태 및 왼손 엄지의 위치

가 다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스윙 시 메커니즘의 이해 정도 및 스윙

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원인별 부상

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상의 발생 시기 및 조건에 따른 부

상 경험에서 시기, 날씨, 계절, 신체 상태, 장소, 클럽 등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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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의 여가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점차 그 역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전근대적 사회에 있어서 소수 특권층의 고급문화 활동으로 이

용되어져 왔던 여가는 오늘날 전 국민의 일상문화(pouplar culture)활동으

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여가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여가행복주의

의 이상을 실현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모창배, 1993).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의 차원을 넘어서 개개인

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으로 인정 될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더욱 폭 넓게 이

해하고 있으며(김경동, 1988), 현대 사회의 특성은 점차 스포츠 활동의 고

급화로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생활 리듬의 활력소를 갖게 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 스포츠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두드러진 성장

을 보였고 더욱이 스포츠의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각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역시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최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골프장, 스

키장, 윈드서핑, 요트장, 산악자전거 코스 등과 같은 스포츠 시설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는 3백만 명을 상회하



- 2 -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 및 학생 등록선수가 2천여 명에 달하고, 약

20여개 대학에서 골프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각 학교도 골프 연맹체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지애를 비롯한 국내 여자프로골프선수들이 미국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경주 선수의 미국 PGA 투어에서의 7승의

위업, 한국계 선수들인 위창수, 나상욱을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9년 3월의 미국 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타이거 우

즈를 제치고 우승을 한 양용은 선수는 국내 남자 프로골프계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많은 젊은 남자프로선수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항상 운동 부상

의 위험이 따르고 상해가 발생할 수 있듯이 가볍게 생각할 운동은 아니다.

골프 부상은 각 골프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20~30만평 정도의

넓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기 중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경기 당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울 때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골프경기의 상

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코스의 디자인, 골프장의 난이도와

위치, 잔디의 종류 및 상태, 장애물이 많고 적고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을 전개시켜 까다로움과 흥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운동경기이다(이우

만, 2000).

또한, 모든 종목의 스포츠는 종목마다 특색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

며, 이 기술을 습득하려면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

이 부족하고 기술이 미숙할 때엔 스포츠 상해를 가져오기 쉬우며 이와 같

이 기술 또는 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상해를 반드시 초보자에게만 국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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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훈련 량이 많은 스포츠맨이나 선수에게도 있게 된다. 그러므

로 스포츠 지도자는 그 지도 방법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상해를 방

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박춘우, 1998).

그러므로 운동 상해에 대해 아는 것은 안전한 골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운동 상해의 유형과 발생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스포츠 종목에 비해 골프에 대한 부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쟁심으로 최고가 되고자 함이 항

상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상에 대해 골프 부상으로 인한 선수 수명과 선수

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예방 및 치료,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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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골프 대중화에 따른 고등학교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립 시 부상의 형태와 부위를 알아본다.

둘째, 스윙 시 부상의 형태와 부위를 알아본다.

셋째, 원인별 부상의 형태를 알아본다.

넷째, 발생 시기 및 조건 등 부상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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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운동부상의 정의

운동부상이란 운동 수행 중 입은 모든 유형의 손상을 의미한다. 운동부상

을 입게 되면 활동수준이 감소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게 되며, 사회 활

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운동부상은 염좌, 탈구, 골절과 같이 강한 외력이 순간적으로 작용하여 신

체가 손상된 급성상해(acute injuries)와 급성상해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외

력이 여러 번 작용됨으로써 과 사용된 부위가 손상된 과 사용 상해

(overuse injuries)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상은 일정한 시기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운동을 행하고 있을 때 부지중에 신체가 고장 나는 것을 말한

다(김성수, 1995).

운동부상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운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되면

운동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체장애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운동부상이라 부르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운동에 의해 1회 혹은 일정한 횟수의 강한 외력이나 내부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상을 운동부상이라 하고 경기 또는 생활도중 특별한 원

인 없이 부지중에 스포츠를 행하는데 마이너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운동부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운동 부상의 용어는 Baetazner(1973)가 “스포

츠 근로장애”라는 그의 저서 속에서 운동기관에 대하여 작용한 것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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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부상은 신체 조직이나 기관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또는 해를 입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며, 파손 또는 파열과 같은 위급한 상태의 존재를 의

미하며, 염증 혹은 변질 같은 지속적인 부상의 의미와 관련되어 운동부상

이 존재한다고 부상과 운동부상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2. 부상의 원인

부상은 크게 내적 요인에 의한 것과 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

된다. 내적 원인으로 인한 부상은 지나친 훈련, 미흡한 기술, 부적합한 훈

련 방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이고 외적 원인으로 인한 부상은 선

수나 스포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운동 환경과 같은 외력에 의한 부상

을 말한다(김성수, 1995).

내적 요인 중 신체적 결함요인으로는 하지의 부정정렬, 하지부동, 근력약

화, 근육 불균형, 유연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과사용증후군의 발

생 원인이 된다. 또 다른 내적 요인으로는 신체 적합도가 중요한데, 즉 운

동자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부상의 발생률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

적합도 중 피로는 동작의 조절능력을 떨어뜨려 손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는데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운동능력이 떨어져 본인과 다른 사람에

게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민병옥(1996)은 자세가 바른 정렬은 어떤

운동을 행하거나 체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근의 일을 필요로 하거

나 체중의 고른 분포로 인하여 각 관절에 대한 부담을 극소화시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되지만 자세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지 못하면 특정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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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근육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한 변형을 초

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족한 기량 등에 의한 상해는 훈련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컨디션 조작에 부적절한 것이 근본원인이 된다. 따

라서 내적 부상 시 적절한 컨디션 조절과 훈련방법의 개선으로 대부분의

예방이 가능하다(하권익, 1997).

외적요인은 실제 운동종목, 운동방법, 제반, 여건 및 보호 장비에 연관되

어 있고 내적요인은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정신적 성격상의 특성에 연관

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없는 종목은 주된 부상

발생 원인이 내적 원인이며, 신체접촉이 많은 종목일수록 외적 요인에 의

한 발생률이 높다(하권익 1997).

3. 골프 부상의 발생 유형

골프는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한 운동이라고 알고 있다. 골프는 의외

로 많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우선 스윙할 때 단 1초 만에 170km의 속도

로 스윙을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에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약 4~5시간 동안의 라운드와 연습장에서 연습타구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부상이 발생한다(박정수, 2001).

하권익(1997)의 연구에서 스윙과 관련된 부상을 보면 임팩트 할 때 생기

는 것이 전체의 50%이고 팔로우 스루 시 29%가 생기며 백스윙 시는 21%

의 부상 발생 빈도를 보인다. 임팩트 할 때 손목, 허리, 팔꿈치에 부하가

집중되며 특히 스윙에 무리가 가거나 뒷 땅을 찍을 경우에는 충격이 몇 배

로 커진다.

팔로우 스루의 경우에는 허리의 부상이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어깨,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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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에 부하가 걸려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스윙 시는 허리와 손

목에 주로 부하가 걸린다. 골프로 인한 부상이 가장 많은 부위는 왼쪽 손

목이며 다음이 허리로 손목과 상해의 발생비율이 비슷하다. 골프 스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놀림, 즉 회전 각도를 유지하고 버팀 역

할을 하는 주위 근육과 인대 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임팩트를 제외한

모든 스윙 과정에서 손목은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작은 뼈들이

구슬처럼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뤄 계속적으로 생체 역학적 위치를 잡아간

다. 임팩트 순간에 손목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로 고정되면서 타구에 온 힘

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스윙이 있으면 손목에

만 힘이 부과되어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김희라, 2003).

(1) 두부 부상

두부 외상에는 가벼운 타박, 뇌진탕 정도의 것으로부터 피하 혈종, 두피의

개방창, 골절 및 두반 내출혈 같은 중증인 것까지 다종다양하며, 이에 있어

서 부상 직후의 상태 및 임상 결과의 관찰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대한

체육회, 1983).

(2) 안면 부상

안면의 피하조직 밑에는 전체적으로 단단한 뼈가 있으며 모두가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날카롭거나 둔한 물체에 의하여 손상을 받기가 쉽다. 날

카로운 물체는 주로 안경의 유리에 의한 것이고, 둔한 물체는 야구공이나

테니스 공에 의한 것이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은 안구의 전면에 예

리한 열상을 주지만 깊은 상처는 적다. 공에 의한 상처는 공이 직접 안구

에 충격을 주어 안구의 파열로 인한 심한 손상을 입는 경우와 공이 안구

주위에 충격을 주어 안구 주위 뼈에 골절을 일으키고 이때 안구가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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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거나 시신경의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 안구 내부의 손상을 입게

되어 실명하는 경우가 많다(대한체육회, 1987).

(3) 흉부 부상

스포츠에 의한 흉부 외상이 대다수가 외적 상해로서 흉골의 타박, 좌상,

늑골 골절, 흉골 골절이며, 직접 생명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간혹 큰 외상 자상에 의해서 기흉, 혈흉을 동반하는 심한 손상을

가져올 경우도 있다(대한체육회, 1983).

늑골 골절의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심호흡 시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이때 단순 골절이 아니고 한 개의 늑골이 두 곳에서 골절되어 부러진 조각

이 늑막을 뚫는다든지, 떨어져 나간 뼈 조각이 폐, 격막의 혈관, 흉벽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기흉이나 혈흉을 야기하게 되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다(대한체육회, 1983).

(4) 복부 부상

복부 외상은 주로 복벽 손상과 복부 내장 손상으로 분류되며 복부 외상으

로는 주로 타박과 근파열이 일어나며, 복벽 내 장기 손상은 복부 외상 중

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외상으로서 주로 복벽에 외력이 가해졌거나 심한 트

레이닝 후에 발생하며 복통이나 구토증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복부 장

기의 손상 시 그 당시의 상황 및 쇼크 유무, 구토, 혈뇨 등과 같은 부상자

의 상태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대한체육회, 1983).

(5) 척추부

1) 배부(背部)의 근, 건 인대

근과 건의 손상은 직접 외력과 간접 외력에 의해 발생하며 스포츠 활동



- 10 -

에 의해 급격한 근의 수축으로 부분적인 단열, 근과 건의 기점 또는 착점

의 골 판에서의 파열, 골절 등 여러 가지 손상이 나타난다. 직접 외력에 의

한 것은 몸이 맞부딪치는 스포츠 종목에서 발에 차이거나 맞아서 손상 부

위에 정도의 차는 있지만 부종이나, 혈종이 형성되고, 또한 운동 동작이 원

활하지 않을 때 체중이나, 사용 중량물에 의한 간접적인 외력이 근육에 작

용해서, 근, 건의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증상들은 동통이 있고 압통

이 나타나며, 개소가 비교적 국한되며 손상된 근, 건을 긴장시키면 동통은

증가하게 된다(대한체육회, 1983).

2) 신 경

스포츠 활동 중 어깨가 머리부터 낙하하여 강한 상지의 충격이나 목의

과도한 이상 굴신에 따라 경추에 나온 척수신경에 완신경 또는 경부 척수

신경근 탈근 손상이 일어난다. 또는 생명에도 위험한 경추손상도 있는데

이때는 경추의 탈구 골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유도의 허리치기, 메치

기 시에 머리부터 떨어진다던가 수영장에서 얕은 물에 다이빙 할 때라든

가, 레슬링시의 브리지 동작, 럭비의 태클 시에 주로 일어난다(대한 체육

회, 1983).

3) 뼈

척추 뼈의 상해는 주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스피드 있는 동작과 체

중을 포함한 중량으로 합성된 힘이 척추골의 생리적인 적응력의 한계를 넘

었을 때 발생한다.

뼈에 있어서 외력이 주기적으로 부하, 과부하를 반복하여 뼈의 변형이

탄성의 단계에서 가소송의 분야로까지 진행되어 마침내 뼈의 연속성이 끊

겨 버리는 상태인 피로골절(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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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4) 추간판 헤르니아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 요추의 뼈와 뼈 사

이를 받쳐주고 있는 요추 추간판 헤르니아가 튀어나오면서 요추 주변을 감

싸고 있는 신경 등을 자극하게 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증의 증상은 발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거나 저리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으로는 허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대한체육회, 1983).

(6) 상지의 상해

1) 견관절 탈구

농구, 배구, 야구 등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며 전방 탈구가 거의 대부분

이며 습관성 탈구는 간단한 외력으로도 탈구된다.

증상으로서는 강한 통증이 발생하며 약간 외전된 상태이며 어깨운동은

거의 못하고 위쪽으로 올리지 못하며 약간 앞으로 구부린 상태가 되고 앞

에서 보면 견봉의 돌기가 현저히 눈에 띈다(대한체육회, 1983).

2) 주관절

주관절 부위는 그 관절의 복잡성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근육의 피로

등으로 스포츠 외상성 스트레인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래 3가지 운동

에 상해가 생긴다.

① 체조나 덤블링 같이 주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

② 미식축구나 레슬링 같이 몸이 접촉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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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테니스의 서브, 야구의 피칭, 투창 등의 운동

위와 같이 전완의 강력한 과신전이 요구되는 운동 등에서 흔히 볼 수 있

는데 심할 때는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한동

안 팔을 고정시켜 사용하지 않다가 일정한 시기 후(2~3주) 가벼운 운동이

나 수중 운동으로 서서히 활동시켜서 풀어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처치가 된

다.

3) 수관절

손을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며 도는 직접 운동기구를 접

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시 크고 작은 수많은 상해를 입게 된

다. 손의 상해는 라켓이나 배트를 잡는 요령 또는 공을 패스하는 법 등의

개인적인 운동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웅립, 2010).

(7) 하지의 상해

1) 대퇴부

대퇴부의 상해에 있어서는 주로 타박상이 많으며, 경기나 연습 중 상대

방의 신체 부위 등에 직접 부딪쳐 일어난다. 단순한 타박 시엔 근육이 붓

고 무릎을 굴신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며 부상 시 즉시 얼음 등을 이용하

여 처치하며 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 체육회,

1983).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가하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근육

이탈이라고 한다. 근육이 이탈되면 강한 통증이 근육 이탈 부위에 생기게

되고 서서 있기가 어렵게 된다.

2) 슬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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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넘어지거나 직접적인 타박을 받았을 때 슬개골에 골절이 일

어나는데 대체로 분쇄 골절이 많다. 간접적인 타격이나 염전력에 힘의 증

가로 말미암아 슬개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주로 중앙 부

위에 횡골절이 많다(김의수, 1992).

3) 하퇴부

하퇴부의 골절은 경골이나 비골의 상단 혹은 골체부의 골절을 의미하는

데 우리는 주로 경골에서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며 그 증상도 경골의 경우

가 더 심각하다. 이 상해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경골이 장축방향에서 힘을 받을 때 일어난다(김의

수, 1992).

4) 아킬레스건

운동 중 발생되는 아킬레스건 파열은 대부분 간접 손상에 의하여 발생된

다. 외부에 상처가 동반되지 않으므로 Liungqist(1968)는 피하 파열

(subcutaneous repture)이라고도 하였다.

Percy와 Connochin(1978)는 장거리를 반복적으로 뜀으로써 운동량이 가

중되면서 미세 손상이 방생된다고 하였으며, Fox등(1975)은 타박상 및 과도

한 충격에 대한 조직 반응으로 혈관 분포가 감소되어 섬유성 혹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건파열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5) 발목 부위

발목 관절의 상해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염좌이며, 또한 염좌를 생각할

때 대개 발목 관절을 연상할 정도로 발목 관절은 염좌 상해 중 가장 빈번

하게 발생되어 왔다. 어느 운동이나 체중이 얹힌 상태로 발목이 외번, 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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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작용이 강제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해이며, 특히 발목이 내측으로

꺾이면서 외측 부의 온갖 결합조직이 손상된다(김의수, 1992).

* 부상의 설명

찰과상 : 살갓이나 점막이 심하게 긁혀 발생되는 상처

열창 : 둔한 물건에 타박되거나 압박되었을 때 발생되는 상처

절창 : 칼이나 유리조각 같이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 베어진 상처

근육경련 : 근육이 발작적으로 수축하거나 떪<쥐가 나는 현상>

골절 :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서 손상을 입은 상태

염좌 : 삔 상태

탈구 : 뼈가 관절에서 빠져 나온 상태

동통 : 몸이 쑤시고 아픔

4. 골프 부상의 예방

(1)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골프는 격한 운동이 아니지만 장시간 동안 늘 몸에 적당히 땀이 나서 몸

의 상태가 일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경기이다. 자신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골프 경기의 과정과 결과인 스코어를 최고

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연습전이나 라운드 전 몸

을 풀어 줄 수 있는 준비운동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하

고 난 이후 그 상태 그대로 상황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 운동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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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몸을 풀어 주어 주 운동 동안 활성화되어 있던 몸의 기능을 천천히

원상태로 돌려주는 운동인 정리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희라,

2003).

준비운동은 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보조운동이다. 준비운동은

운동을 통하여 주 운동이 되는 근육군의 근육 온도를 높이고 호흡, 순환기

능을 촉진시키며 대뇌를 자극하여 각성을 촉진하고 그 결과 운동능력이 최

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칭으로 향

상된 유연성은 근, 건의 상해빈도를 감소시키고 근육통을 없애주며 운동수

행능력을 증가시킨다.

정리운동은 인지도가 준비운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실시하는 경우가 적

지만, 국소적 운동에 있어 운동으로 근육 중에 축적된 젖산을 짜내고 젖산

을 혈 중으로 보내서 피로물질인 유신의 제거를 빠르게 하여 근피로의 회

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근육을 가볍게 움직인다든지 스트

레칭을 하여 근육통과 피로골절 등과 과 사용으로 인한 상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장성철, 2002).

(2) 적절한 연습량

골프부상은 미숙한 기술과 잘못된 스윙자세 및 과도한 연습에 기인한다

(Hosea et al, 1996).

특히 프로선수나 일반인 모두에서 과도한 연습은 문제가 되며 몸에 이상

이 있는 경우에도 비시즌이나 겨울철 등에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사람

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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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에 대한 트레이닝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하권익(1997)은 트레이닝이란 최대의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의

질과 양을 충분하도록 하면서 너무 많은 훈련으로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는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트레이닝의 원리의 빈도, 양

(강도)과 시간을 계획하되 자신의 체력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예절

골프에서의 갑작스러운 상해에 대한 연구들(Pennycook et al, 1991)의 보

고에 따르면 나이 어린 골퍼에게서 클럽이나 공에 의한 얼굴과 머리 등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부주의함에 의한 부상이라고 한다.

골프 규칙의 제일 서두에는 에티켓을 먼저 기재하는데, 코스에서의 예의

(courtesy on the course)중 안전 확인에 대한 것은 골퍼는 샷을 시도하기

이전에 항상 전후 측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샷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의미로서보다는 동반경기자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하여 중요하게 여긴다(박

경현, 1999).

(4) 용품

골프는 자신의 몸과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며 멀리, 정확하게 원하는 거리

와 위치에 공을 보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기이다. 골프에서 사용되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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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골퍼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골퍼의 운

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체이며,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클럽을 고르

는 것이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클럽은 사용하는 사람의 연령과 체격, 체력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샤프트의

길이, 강도와 클럽 헤드의 무게를 달리하여야 한다(Adlington, 1996).

그러므로 자신의 기량과 신체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선택함으로써 부상을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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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구 (선행연구) 조사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고등학교 골프 선수들의 부상에 관한 연구

설문지 제작

설문지 배포

대상자 : 100명

미응답 : 37명유효 : 63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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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그림 2〕 연구의 틀

분석

그립별

부상

스윙별

부상

원인별

부상

발생시기

및 조건 등

골프 부상에 대한 기초 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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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는 선수

들과 (사)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교육강화위원장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다. 대상자수는 100명이었으나 부상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한 사례수를 제

외하고 63명 분석에 최종적으로 투입되었다.

4. 조사도구

고등학교 골프선수들의 운동부상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며, 설문

지 내용은 최석순(2000), 박정수(2001), 김희라(2003) 등의 설문 문항을 기초

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총34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는 그립

(grip) 및 스윙(swing)에 의한 부상 16문항, 동작별 부상에 관한 6문항, 발

생시기 및 조건 등 부상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연구자료의 수집

현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골프선수 50명을 대상

으로 2011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사)한국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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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협회 교육강화위원장의 제자 50명을 추가하여 2011년 10월까지 설문

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 하

였고, 자기기입법 (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 63부를 회수하였다.

6.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범주형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이용

하여 범주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으며, 두 변수의 일치도를 확인

하기 위해 카파(Kappa)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통계 검증의 유의수준은 0.05

였다. 모든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2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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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 여자 계

연령군 14-16세 2(4.6) 1(5.3) 3(4.8)

17-19세 23(52.3) 10(52.6) 33(52.4)

19세이상 19(43.2) 8(42.1) 27(42.9)

경력 1년미만 4(9.1) 1(5.3) 5(7.9)

1-3년 12(27.3) 7(36.8) 19(30.2)

3-5년 17(38.6) 6(31.6) 23(36.5)

5년초과 11(25.0) 5(26.3) 16(25.4)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는 17세-19세가 23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세이상 19명(43.2%), 14-16세가 2명(4.6%)이였으며,

여자는 17-19세 10명(52.6%), 19세이상이 8명(42.1%)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경력은 남자의 경우 3-5년이 17명(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

년12명(27.3%), 5년 초과가 11명(25.0%)였으며, 여자는 1-3년 7명(36.8%),

3-5년 5명(31.6%), 5년 초과가 5명(26.3%)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골

프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상급이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중급(27.3%), 초

급(13.6%), 최상급 (1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중급(23.8%), 초급

(17.5%), 최상급(14.3%)의 순으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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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수준 최상급 6(13.6) 3(15.8) 9(14.3)

상급 20(45.5) 8(42.1) 28(44.4)

중급 12(27.3) 3(15.8) 15(23.8)

초급 6(13.6) 5(26.3) 11(17.5)

계 44(100.0) 19(100.0) 63(100.0)

부상 부위 오른손 왼손

손바닥 하단 8(12.7) 10(15.9)

손바닥 중앙 4(6.3) 7(11.1)

손바닥 상단 7(11.1) 8(12.7)

엄지 8(12.7) 10(15.9)

검지 4(6.3) 4(6.3)

중지 9(14.3) 4(6.3)

무명지 8(12.7) 5(7.9)

2. 그립에 의한 부상

그립에 의한 부상 시 양손 부위별 부상 빈도와 양손 부상부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상 부위를 손바닥 하단, 손바닥 중앙, 손바닥 상단,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약지, 기타로 나누어 오른손과 왼손에서의 부상 부위의

일치도를 보았다. 오른손과 왼손의 부상부위의 일치도는 <표 2>와 같이

0.4267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표 2> 그립에 의한 부상 시 양손 부위별 부상 빈도와 양손 부상

부위의 일치도(N=63)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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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형태 N % X
2

p

찰과상 9 14.3

5.5 0.2404

부종 16 25.4

염좌 18 28.6

동통 11 17.5

기타 9 14.3

계 63 100.0

약지 11(17.5) 10(15.9)

기타 4(6.3) 5(7.9)

계 63(100.0) 63(100.0)

일치도(Kappa) 0.4267

그립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부상 형태를

찰과상, 부종, 염좌, 동통, 기타로 나누었다. 부상의 형태는 <표 3>과 같이

염좌가 18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명(25.4%)이 부종, 11명

(17.5%)이 동통, 9명(14.3%)이 찰과상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그립에 의한 부상 시 부상 형태별 빈도(N=63)

그립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왼손 엄지의 위치를 샤프트 중앙, 샤프트

중앙의 좌측, 샤프트 중앙의 우측, 기타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X
2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왼손 엄지의 부상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왼손 엄지의 부상 위치는 샤프트 중앙의 우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샤프트 중앙의 좌측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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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시 왼손 엄지의 위치 N % X2 p

샤프트 중앙 14 22.2

39.7 0.0001
샤프트 중앙의 좌측 11 17.5

샤프트 중앙의 우측 36 57.1

기타 2 3.2

계 63 100.0

그립 형태 N % X2 p

스퀘어(스트레이트) 그립 19 30.7

13.9 0.0031
위크(슬라이스) 그립 21 33.3

스트롱(훅) 그립 20 31.8

기타 3 4.8

계 63 100.0

<표 4> 그립에 의한 부상 시 왼손 엄지의 위치(N=63)

그립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그립의 형태는 스퀘어 그립, 위크 그립, 스

트롱 그립, 기타로 나누어 알아본 X
2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그립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립의 형태는 위크(슬라이스) 그립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롱(훅) 그립, 스퀘어(스트레이트) 그립의 순이었

다.

<표 5> 그립에 의한 부상 시 그립의 형태에 따른 부상 빈도(N=63)

 

그립에 의한 부상 시 성별과 골프수준을 통제 후 부상형태별 로지스틱 분

석을 시행하였다. <표 6>과 같이 부종의 경우 19세 이상 군이 14-16세 군

에 비해 10배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CI:

0.0-0.9). 다른 부상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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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 부종 염좌 동통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성별 남=1,여=2 0.2 (0.0-2.2) 1.5 (0.4-5.5) 3.0 (0.8-11.0) 1.3 (0.3-5.4)

연령별

14-16 1.0 1.0 1.0 1.0

17-19 NE 0.1 (0.0-1.7) 2.1 (0.2-29.9) NE

19 이상 NE 0.1 (0.0-0.9) 1.9 (0.1-30.0) NE

골프

수준

최상급 1.0 1.0 1.0 1.0

상급 0.1 (0.0-1.2) 0.7 (0.1-4.6) 3.7 (0.6-22.9) 1.1 (0.1-12.3)

중급 0.3 (0.0-2.2) 1.8 (0.2-13.7) 0.3 (0.0-4.1) 1.9 (0.2-22.8)

초급 0.2 (0.0-2.2) 2.3 (0.3-18.2) 0.7 (0.1-6.7) 4.2 (0.4-48.4)

<표 6> 그립에 의한 부상 시 부상형태별 로지스틱 분석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E: not estimated

3. 스윙에 의한 부상

스윙에 의한 부상에서 기술 수행 시 부상을 입었을 때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정도,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를 못했을 때의 내용, 스윙 시 부상을 입었

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상, 스윙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 스윙

기술별 부상의 부위 분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윙의 메커니즘 이해 정도를 이해 못함, 부분 이해, 이해, 기타로 나누어

이해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X
2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이해가 47.6%, 이해 못함이 17.5%로 전체 응답자의 65%가 메커니즘을 완

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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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도 N % X2 p

이해 못함 11 17.5

23.4 0.0001
부분 이해 30 47.6

이해 18 28.6

기타 4 6.4

계 63 100.0

내용 N % X
2

p

스윙 궤도 5 7.9

20.1 0.0005

힘의 분배 17 27.0

자세 11 17.5

역학적 개념 24 38.1

기타 6 9.5

계 63 100.0

<표 7> 스윙에 의한 부상 시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정도에 따른

부상 빈도(N=63)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를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이해 못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윙 궤도, 힘의 분배, 자세, 역학적 개념, 기타로 나

누어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24명(38.1%)이 역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17명(27.0%)이 힘의 분배, 11명(17.5%)이

자세, 6명(9.5%)이 기타, 5명(7.9%)이 스윙 궤도에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스윙에 의한 부상 시 스윙 메커니즘 이해 부족에 따른 부

상 빈도(N=63)

스윙 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표 9>와 같이 16명(25.4%)이 탑(Top)에 응답하였고,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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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동작별 명칭 N % X2 p

테이크 백 3 4.8

23.1 0.0008

백스윙 11 17.5

탑(Top) 16 25.4

다운스윙 12 19.0

임팩트 15 23.8

피니쉬 2 3.2

기타 4 6.4

계 63 100.0

(23.8%)이 임팩트, 12명(19.0%)이 다운스윙, 11명(17.5%)이 백스윙, 4명

(6.4%)이 기타, 3명(4.8%)이 테이크 백, 2명(3.2%)이 피니쉬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스윙 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상

을 입었는가?(N=63)

각각의 스윙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0>과 같이 스윙 기술은 테이크 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로 분

류하였으며, 부상의 형태는 근 경련, 동통, 골절, 염좌, 탈골, 기타로 분류하

였다. 테이크 백과 임팩트의 스윙기술에서 부상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테이크 백 및 임팩트의 경우, 동통이 가장

흔한 부상 부위였으며, 팔로우 스루는 동통이 가장 흔한 부상 부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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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스윙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

기술별 명칭 근 경련 동통 골절 염좌 탈골 기타 계 X
2

p

테이크 백 9(14.3) 21(33.3) 7(11.1) 10(15.9) 6(9.5) 10(15.9) 63(100.0) 13.6 0.0165

임팩트 13(20.6) 17(27.0) 5(8.0) 14(22.2) 6(9.5) 8(12.7) 63(100.0) 11.2 0.0477

팔로우 스루 16(25.4) 15(23.8) 9(14.3) 8(12.7) 6(9.5) 9(14.3) 63(100.0) 7.7 0.1699

피니쉬 10(15.9) 12(19.1) 9(14.3) 15(23.8) 8(12.7) 9(14.3) 63(100.0) 3.2 0.6706

계 48(19.0) 65(25.8) 30(11.9) 47(18.7) 26(10.3) 36(14.3) 2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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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명칭 테이크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

테이크 백

임팩트 0.4620

팔로우 스루 0.3495 0.4485

피니쉬 0.4216 0.4065 0.4482

<표 11>과 같이 각각의 스윙기술 조합별 부상의 형태에 대한 일치도를

카파 검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테이크백과 임팩트간의 일치도가 0.4620으

로 가장 높았으며,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간의 일치도는 0.4485, 팔로우 스

루와 피니쉬는 0.4482로 비슷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테이크 백과 팔로

우 스루의 일치도는 0.3495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11> 스윙기술 조합별 부상의 형태 일치도(Kappa)

스윙기술별 부상 부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2>와 같이 스윙기술은 테이크 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로 분류하

였으며, 부상의 부위는 목, 어깨, 오른팔, 왼팔, 허리, 오른발, 왼발, 기타로

분류하였다. 테이크백을 제외한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에서 부상 부

위의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 -

<표 12> 스윙기술별 부상의 부위 분포

기술별 명칭 목 어깨 오른팔 왼팔 허리 오른발 왼발 기타 계 X
2

p

테이크 백 2(3.17) 10(15.9) 11(17.5) 10(15.9) 10(15.9) 12(19.0) 0(0.0) 8(12.7) 63(100.0) 7.3 0.2911

임팩트 2(3.2) 8(12.7) 12(19.1) 8(12.7) 18(28.6) 7(11.1) 0(0.0) 8(12.7) 63(100.0) 16.2 0.0126

팔로우 스루 5(7.9) 14(22.2) 6(9.5) 10(15.9) 13(20.6) 5(7.9) 3(4.8) 7(11.1) 63(100.0) 14.3 0.0456

피니쉬 3(4.8) 9(14.3) 8(12.7) 9(14.3) 18(28.6) 8(12.7) 3(4.8) 5(7.9) 63(100.0) 20.4 0.0047

계 12(4.8) 41(16.3) 37(14.7) 37(14.7) 59(23.4) 32(12.7) 6(2.4) 28(11.1) 2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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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명칭 테이크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테이크 백

임팩트 0.4190

팔로우 스루 N.E N.E

피니쉬 N.E N.E 0.4152

백스윙 탑(Top) 다운스윙 임팩트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성별 남=1,여=2 2.0 (0.5-8.5) 1.6 (0.5-5.4) 1.9 (0.5-7.9) 0.1 (0.0-1.1)

연령별

14-16 1.0 1.0 1.0 1.0

17-19 0.2 (0.0-2.8) 0.7 (0.1-9.8) 1.1 (0.1-15.5) NE

19 이상 0.6 (0.0-9.7) 0.5 (0.0-7.8) 0.3 (0.0-5.3) NE

골프수준

최상급 1.0 1.0 1.0 1.0

상급 1.2 (0.1-13.9) 1.1 (0.2-7.1) 3.4 (0.3-34.3) 0.6 (0.1-3.2)

중급 0.9 (0.1-13.2) 1.5 (0.2-11.5) 1.0 (0.1-19.1) 0.8 (0.1-5.3)

초급 3.6 (0.3-43.8) 1.3 (0.2-10.9) 2.3 (0.2-32.7) 0.2 (0.0-2.8)

스윙기술 조합별 부상의 부위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3>과 같이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테이크백과 임팩트의 일치도는

0.4190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의 일치도는 0.4152 였다.

<표 13> 스윙기술 조합별 부상의 부위 일치도(Kappa)

NE: not estimated

스윙에 의한 부상 시 성별과 골프수준을 통제 후 부상형태별 로지스틱 분

석을 시행한 결과 <표 14>와 같이 연령군별 부상형태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표 14> 스윙에 의한 부상 시 부상형태별 로지스틱 분석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E: not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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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궤도 N % X2 p

인-투-인(In-To-In) 16 25.4

0.7 0.8773
인-투-아웃(In-To-Out) 17 27.0

아웃-투-인(Out-To-In) 17 27.0

잘 모르겠음 13 20.6

계 63 100.0

이해 정도 N % X2 p

클럽을 집어 들듯이 8 12.7

19.6 0.0002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많이

당겨서
30 47.6

볼을 쓸어 내듯이 16 25.4

기타 9 14.3

계 63 100.0

4. 원인별 부상

부상을 입었을 때 구사하려고 했던 스윙 궤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윙 궤도

를 인-투-인, 인-투-아웃, 아웃-투-인, 잘 모르겠음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스윙 궤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구사하려고 했던 스윙 궤도와 부상 경험 빈도(N=63)

어떠한 방법의 테이크 백으로 스윙 시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 결과 <표 16>과 같이 스윙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X2=19.6, p=0.0002).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많이 당겨서 하는 스윙

시에 가장 많은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볼이 쓸어

내듯이 스윙 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테이크 백 시 스윙 방법과 부상 경험 빈도(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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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도 N % X2 p

공을 과도하게 멀리 보내려고 했을 때 20 31.8

8.9 0.0301

빠른 체중 이동을 시도 했을 때 21 33.3

성인 프로들의 임팩트 순간을 연상/

모방 하려고 했을 때
16 25.4

기타 6 9.5

계 63 100.0

이해 정도 N % X
2

p

오른팔을 과도하게 뻗으려고 했을 때 11 17.5

11.7 0.0199

왼쪽 팔꿈치를 일찍 접었을 때 7 11.1

왼 무릎을 과도하게 고정하려고 했을 때 19 30.2

체중이동이 불완전 했을 때 19 30.2

기타 7 11.1

계 63 100.0

어떠한 방법의 임팩트 시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증 결과

<표 17>과 같이 스윙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8.9,

p=0.0301). 임팩트 스윙 방법 중 빠른 체중 이동을 시도 했을 때, 공을 과

도하게 멀리 보내려고 했을 때의 순으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7> 임팩트 시 방법별 부상 경험 빈도(N=63)

어떠한 방법의 팔로우 스루 시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

결과 팔로우 스루 스윙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1.7, p=0.0199). 팔로우 스루 스윙 방법 중 왼 무릎을 과도하게 고정하

려고 했을 때와 체중 이동이 불완전 했을 때 부상을 경험한 사람이 각각

19명으로 30.2%로 타나났다.

<표 18> 팔로우 스루 시 방법별 부상 경험 빈도(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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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도 N % X
2

p

양다리의 무릎을 지나치게 붙이려고

했을 때
3 4.8

19.1 0.0007

왼 무릎을 지나치게 피려고 했을 때 21 33.3

너무 높은 자세의 피니쉬 자세를 만들

려고 했을 때
18 28.6

허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15 23.8

기타 6 9.5

계 63 100.0

어떠한 방법의 피니쉬 자세였을 때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증 결과 <표 19>와 같이 피니쉬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X2=19.1 p=0.0007). 피니쉬 자세 중 가장 부상 경험이 많은 자세는

왼 무릎을 지나치게 피려고 했을 때의 자세로 전체 응답자의 33.3%로 이

러한 자세 시에 부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18명(28.6%)

이 너무 높은 자세의 피니쉬 자세를 만들려고 했을 때가 15명(23.8%)이 허

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9> 피니쉬 자세별 부상 경험 빈도(N=63)

부상을 입었을 때 복장 정도의 질문에 있어서 <표 20>과 같이 40명

(63.5%)이 보통일 때라고 응답하였고, 12명(19.0%)이 편하지 않았을 때라고

응답하였으며, 7명(11.1%)이 편할 때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고, 4명

(6.4%)이 기타로 응답하였고, 복장 정도의 부상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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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도 N % X2 p

편하다 7 11.1

51.9 0.0001
편하지 않다 12 19.0

보통이다 40 63.5

기타 4 6.4

계 63 100.0 0.0001

<표 20> 복장의 편한 정도에 따른 부상 빈도(N=63)

5. 부상의 발생 시기 및 조건

부상의 발생 시기 및 조건에 따른 부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운동 중 부

상을 입은 시기, 부상을 입은 시간, 날씨 조건, 계절, 신체 상태, 장소, 클

럽 등을 알아보았다.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기는 <표 21>과 같이 개인 연습 시, 시합 전, 시

합 중, 시합 후, 동계 훈련 시, 체력 훈련 시,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19.8

p=0.0030).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시기는 개인 연습 시로 전체 응답자의

28.6%가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합 중(23.8), 시합 전(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간은 새벽훈련, 오전훈련, 오후훈련, 야간훈련, 기

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18.7 p=0.0009). 가장 부상이 많이 입는 시간은 오후

훈련으로 36.5%의 응답자가 오후훈련 시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다음으로 오전훈련, 야간훈련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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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날씨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흐림, 맑음, 눈,

비, 바람,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1.5 p=0.0007). 가장 부상이 많이 입는

날씨조건은 맑음으로 33.3%의 응답자가 맑은 날씨에 부상을 경험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비, 눈, 흐림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계절을 알아보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X2=19.0 p=0.0003). 가장 부상이 많이 입는 계절은 겨울로

44.4%의 응답자가 겨울에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에 부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신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좋다, 나쁘다, 보

통이다,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34.1 p=0.0001).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신체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나쁘다라

고 응답한 사람도 38.1%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상을 경험한 사람은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연습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실내연습장, 실외

연습장, 골프장,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X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44.4 p=0.0001). 부상을 입었을 때

장소로 전체 응답자의 57.1%의 실외연습장이었으며, 다음으로 골프장

(30.2%)이었다. 실내연습장에서 운동 시 부상을 입는 사람은 4.8%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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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N % X2 p

부상 시기

개인 연습시 18 28.6

19.8 0.0030

시합 전 9 14.3

시합 중 15 23.8

시합 후 4 6.4

동계 훈련시 5 7.9

체력 훈련시 7 11.1

기타 5 7.9

부상 시간

새벽훈련 9 14.3

18.7 0.0009

오전훈련 17 27.0

오후훈련 23 36.5

야간훈련 11 17.5

기타 3 4.8

부상 날씨

흐림 9 14.3

21.5 0.0007

맑음 21 33.3

눈 10 15.9

비 15 23.8

바람 6 9.5

기타 2 3.1

부상 계절

봄 5 7.9

19.0 0.0003
여름 11 17.5

가을 19 30.2

겨울 28 44.4

신체 상태

좋다 2 3.2

34.1 0.0001
나쁘다 24 38.1

보통이다 30 47.6

기타 7 11.1

부상 장소

실내연습장 3 4.8

44.4 0.0001
실외연습장 36 57.1

골프장 19 30.2

기타 5 7.9

<표 21> 부상 발생 시기 및 조건에 따른 부상 빈도(N=63)

부상 시 사용 클럽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2>와 같이

사용 클럽을 우드(1-7번), 롱 아이언(1-5번), 미들 아이언(6-8번), 숏 아이언(9

번-웨지),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X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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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2.3 p=0.0002). 롱 아이언을 사용 시에

부상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드, 숏 아이언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6명(9.5%)은 미들 아이언 사용 시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상 시 사용 공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의 종류를

1 피스볼, 2 피스볼, 3 피스볼, 4 피스볼,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7

p=0.0001). 2 피스볼을 사용 시에 부상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41.3%), 다

음으로 4 피스볼(27.0%), 3 피스볼(19.1%)의 순이었다.

부상 시 연습장의 시간제한 여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32.0 p=0.0001). 부상을 경험한 사람 중 65.1%

가 시간제한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상 시 연습공간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좁은 편, 넓은 편, 보통, 기타

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X2=16.9 p=0.0007). 연습 공간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좁은 편이 30.2%였다. 연습공간이 넓

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1%였다.

부상 시 연습장의 표면 재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면의 재질

을 인조 잔디, 흙, 자연 잔디, 모래,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표면 재질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X2=20.9 p=0.0003). 인

조잔디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잔

디가 31.8%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66.7%가 표면 재질이 잔디에서 부

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시 신발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발의 종류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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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도 N % X2 p

사용 클럽

우드(1~7번) 13 20.6

22.3 0.0002

롱 아이언(1~5번) 26 41.3

미들 아이언(6~8번) 6 9.5

숏 아이언(9번~웨지) 13 20.6

기타 5 7.9

공의 종류

1 피스볼 3 4.8

27.7 0.0001

2 피스볼 26 41.3

3 피스볼 12 19.1

4 피스볼 17 27.0

기타 5 7.9

연습장의 종류

시간제한이 있다 17 27.0

32.0 0.0001시간제한이 없다 41 65.1

기타 5 7.9

연습 공간의 정도

좁은 편 19 30.2

16.9 0.0007
넓은 편 12 19.1

보통 편 27 42.9

기타 5 7.9

표면의 재질

인조 잔디 22 34.9

20.9 0.0003

흙 10 15.9

자연 잔디 20 31.8

모래 8 12.7

기타 3 4.8

신발의 종류

운동화 6 9.5

82.0 0.0001

쇠징 골프화 9 14.3

잔디화 41 65.1

구두 2 3.2

기타 5 7.9

화, 쇠징 골프화, 잔디화, 구두,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발의 종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X2=82.0 p=0.0001). 전체

응답자의 65.1%가 잔디화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쇠징 골프화의 순이

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6.7%가 표면 재질이 잔디에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표 22> 표면의 재질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기술 수행 시 부상 관련 특성(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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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이 연구는 그립 및 스윙 시 부상과 원인별 부상 그리고 발생 시기 및 조

건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골프 동호인의 운동 수행 시 상해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윤형세(2002)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method)을 사용하였고, 자료

처리는 설문지 각 항목별로 빈도 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남녀별 비율 차에

대한 검증을 위해 X
2값을 구하였으며, 상해에 대한 빈도를 그립 사용기술,

스윙 기술, 기구사용과 시설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한 자기평가기입법을 사용하였고, 수집

된 설문 자료를 범주형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범주간에 차

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으며, 두 변수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파

(Kappa)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2 를 이용하였다.

골프 운동은 강도 높은 운동 종목은 아니지만, 스윙 시 나타나는 순간적

인 파워와 유연성 그리고 장기간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근지구력이 필요

한 기본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부상을 입은 남자는

17세-19세가 52.3%로 가장 많았고, 여자도 17세-19세가 52.6%로 가장 많아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그립 사용 기술에서의 상해에 대해서 윤형세(2002)는 오른손은 엄지, 왼손

은 검지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오

른손 17.5%와 왼손 15.9% 모두 약지에서 부상이 발생했다.

또한, 윤형세(2002)의 그립에 의한 상해에서는 찰과상이 41.6%로 가장 많

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염좌 28.6%, 부종 25.4%, 동통 17.5%, 찰과상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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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아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왼손 엄지의 위치는 샤프트 중앙의 우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샤프트 중앙의 좌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립의 형태에서는 위크(슬라이스) 그립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롱

(훅) 그립, 스퀘어(스트레이트) 그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창근(2006)

의 미숙련 골퍼의 운동 상해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오버래핑 그립 80.5%,

인터록킹 그립 17.9%, 베이스볼 그립 1.5%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스윙의 메커니즘의 이해 정도에서는 X
2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커니즘을 완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윙 메커니즘의 이해를 못했을 때의 내용에서는 역

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다가 38.1%로 가장 많아 추후 지

도자들은 역학적 개념을 잘 이해시켜 부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부상을 입었을 때 스윙 자세에서 탑 25.4%, 임팩트 23.8%, 다운스윙

19.0%, 백스윙 17.5% 순으로 나타났고, 스윙 기술별 부상의 형태 분포에서

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통이 가장 흔한 부상 부위임을 알 수 있

다. 오창근(2006)은 임팩트 56.2%, 팔로우스루 16.9%, 피니쉬 15.1%, 백스윙

11.8%의 순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는 허리를 꼬

아 탑을 만들어야 하는 자세에서 동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각각의 기술별 부상 부위에 대한 일치도를 카파 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테이크백과 임팩트간의 일치도가 0.46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간의 일치도는 0.4485,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는 0.4482로 비슷

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테이크 백과 팔로우 스루의 일치도는 0.3495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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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윙기술별 부상 부위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치

도를 확인한 결과 테이크백과 임팩트의 일치도는 0.4190 팔로우 스루와 피

니쉬의 일치도는 0.4152 였다.

어떠한 방법의 임팩트 시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증 결과

스윙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8.9, p=0.0301). 임팩

트 스윙 방법 중 빠른 체중 이동을 시도 했을 때, 공을 과도하게 멀리 보

내려고 했을 때의 순으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상혁

(2005)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고, 보다 멀리 보내기 위해 어깨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임팩트 시 볼보다는 빠른 체중 이동을

시도하면서 땅을 치기 때문에 상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볼을 과도하게

멀리 보내려는 시도보다는 전체적인 스윙 동작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한다

면 보다 나은 스윙 동작과 상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의 피니쉬 자세였을 때 부상을 경험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X
2

검증 결과 피니쉬 자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9.1

p=0.0007). 윤형세(2002)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피니쉬 자세 중 가장 부상

경험이 많은 자세는 왼 무릎을 지나치게 피려고 했을 때의 자세로 전체 응

답자의 33.3%로 이러한 자세 시에 부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윤형

세(2002)는 허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54.9%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기는 개인 연습 시로 전체 응답자의 28.6%가 답

변하였으며, 가장 부상이 많이 입는 시간은 오후훈련으로 36.5%, 가장 부

상이 많이 입는 날씨조건은 맑음으로 33.3%의 응답자가 맑은 날씨에 부상

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부상이 많이 입는 계절은 44.4%의

응답자가 겨울에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에 부상이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창근(2006)의 선행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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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2006)은 전체적으로 봄 31.5%, 겨울 30.0%, 가을 21.8%, 여름 16.7%

순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은 운동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는 봄에 많은 운동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여자와 남자가 상해를 입은 계절의 차이는 여자의 골프 입

문 시기가 주로 따뜻한 계절인 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장소는 57.1%의 실외연습장이었으며, 다음으

로 골프장(30.2%)이었다. 실내연습장에서 운동 시 부상을 입는 사람은

4.8%에 불과하였다. 조상혁(2005)의 선행 연구도 마찬가지로 상해 발생 장

소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이 92.9%, 골프장이 7.1%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

동호인들이 정규 골프장 보다는 인도어 골프장에서의 연습량이 많음을 알

수 있고,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실외연습장과 시합을 많이 참가하는 선수

들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다.

부상 시 사용 클럽은 롱 아이언을 사용 시에 부상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우드, 숏 아이언의 순이었다. 이는 윤형세(2002)의 선행 연구

와 일치하며 클럽이 무겁고 길면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부상 시 연습공간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좁은 편, 넓은 편, 보통, 기타

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X
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X2=16.9 p=0.0007). 의외로 연습 공간이 보통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좁은 편이 30.2%였다. 연습공

간이 넓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1%였다. 이는 오히려 좁은 장소에서

는 조심을 하고 연습 공간이 보통일 때는 긴장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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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부상 시 연습장의 표면 재질에서는 인조잔디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잔디가 31.8%로 나타났고, 전체 응

답자의 66.7%가 표면 재질이 잔디에서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시 신발의 종류는 전체 응답자의 65.1%가 잔디화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쇠징 골프화의 순이었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 골프 인구는 약 3,000만 명 이상, 국내 골프 인구

는 약 3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골프라는 운동이 대중화 되

면서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골프 상해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National Safety Council(1996)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미 1996년

도에 골프 상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골퍼들이 약 40,000명에 다다른다고

하였고, Wilks 와 Jones(1996)는 오스트리아의 골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전체 골퍼의 82%가 부상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5%가 응급실을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att(1992)는 영국의 163명의 아마추어 골퍼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아마추어 골퍼의 57%가 부상 경험이 있

다고 하였다(Batt, 1992).

Parziale(2002)은 미국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남성 아마추어 골퍼들이 요추에서 가

장 흔한 부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은 팔꿈치, 손목,

어깨와 같은 팔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McCarroll 과 Gioe(1982)의 연구와 McCarroll(1990)

의 연구에서 남성 골퍼들의 골프 상해는 요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여성 골퍼들은 손과 손목에서 발생하는 골프 상해가 지배적이라는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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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흡사하다. 이러한 골프 상해는 주로 잘못된 스윙 자세에서 부상이 주

로 유발되며, 프로 골퍼들은 과도하게 반복되는 연습에 의해 부상이 발생

한다고 하였다(Parziale, 2002).

다만 이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이 연구는 한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골프선수들을 중심으로 부상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된 부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체 고등학교 골프선수를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고등학교 골프선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의 표

본을 모두 부상을 입었다는 전제하에 부상 선수만을 조사하고 건강한 선수

를 조사 못하여 부상의 유병률을 비교할 수 없었고, 작은 표본수로 통계

검증을 실시한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설문지 응답자의 올바른 답변이 요구되었으나, 각 항목에 미치는 원

인을 심층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

완한 다음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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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교 골프선수들의 운동 부상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에 대한 자료를 얻어 골프지도자들에

게 골프의 부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부위별, 원인별, 발생 시기 및 조건 등에 따른 부상의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즉 어떤 그립 및 스윙 시 또는 동작 시에 그리고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부상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부위별 부

상에서 그립 및 스윙 시 부상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원인별 부상에서는 부상을 입었을 때 구사하려고 했던 스

윙 궤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떤 방법의 테이크 백,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 자세였을 때 부상 경험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부상을 입

은 시기 및 시간, 날씨, 계절, 신체 상태, 장소, 클럽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48 -

2. 제 언

이상의 결론으로 볼 때 상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운동과 선수 관리

및 보호, 훈련방법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운동에 의한 부상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도자는 부상의 예방에 관

한 운동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부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속적

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골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해의 원인과 부위, 예방방법에 대

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골프 운동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부터 일반 선수들

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상해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운동 상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좀 더 파악하고, 상해요인에

대해 실제적인 질적 실험이나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부상 부위 및 부상 종류, 부상 경험 등을 토대로 앞

으로 시행될 후속 연구 및 골프 선수들에 대한 지도 및 운동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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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중·고등학교 골프선수의 운동 부상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설문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귀하께서는 느끼시는 데로 또는 

경험하신 데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교육학과

                                                    김 두 환 올림

부 록

설문지

* 귀하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14세이하   ②14세~16세   ③17세~19세   ④19세이상

3. 귀하의 경력은?  ①1년미만    ②1~3년       ③3~5년       ④5년초과

4. 귀하의 핸디캡(골프수준)은? 

①0이하(최상급) ②1~9(상급) ③10~18(중급 )④19이상(초급)

* 부위별 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Ⅰ.  그립(Grip)

5. 귀하가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왼손의 부상 부위는? ①손바닥 하단     

②손바닥 중앙 ③손바닥 상단 ④엄지 ⑤검지 ⑥중지 ⑦무명지 ⑧약지 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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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오른손의 부상 부위는? ①손바닥 하단   

②손바닥 중앙 ③손바닥 상단 ④엄지 ⑤검지 ⑥중지 ⑦무명지 ⑧약지 ⑨기타(  )

7. 귀하가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는? 

①찰과상        ②부종        ③염좌         ④동통        ⑤기타(    )

8. 귀하가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왼손 엄지의 위치는? 

①샤프트 중앙  ②샤프트 중앙의 좌측  ③샤프트 중앙의 우측  ④기타(    )

9. 귀하가 그립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립의 형태는? 

①스퀘어(스트레이트)그립 ②위크(슬라이스)그립 ③스트롱(훅)그립 ④기타(     )

Ⅱ. 스윙(Swing)

10. 귀하가 기술 수행 시 부상을 경험했을 때 스윙 메커니즘(작용원리)의 이해 

정도는?     

①이해 못함        ②부분이해      ③이해      ④기타(     )

11. 귀하가 스윙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 못함과 부분이해를 하였다면 그 

내용은?

①스윙궤도   ②힘의 분배   ③자세  ④역학적 개념  ⑤기타(     )

12. 귀하는 스윙 기술 수행 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입었는가?

①테이크 백     ②백스윙      ③탑(Top)      ④다운스윙    ⑤임팩트     

⑥피니쉬     ⑦기타(     )

 

13. 귀하가 테이크백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는? 

①근경련    ②동통     ③골절     ④염좌    ⑤탈골    ⑥기타(     )

14. 귀하가 테이크백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부위는? 

①목 ②어깨 ③오른팔 ④왼팔 ⑤허리 ⑥오른발 ⑦왼발 ⑧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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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가 임팩트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는? 

①근경련   ②동통   ③골절   ④염좌   ⑤탈골   ⑥기타(     )

16. 귀하가 임팩트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부위는? 

①목  ②어깨  ③오른팔  ④왼팔  ⑤허리  ⑥오른발  ⑦왼발  ⑧기타(     )

17. 귀하가 팔로우 스루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는? 

①근경련    ②동통    ③골절    ④염좌    ⑤탈골    ⑥기타(     )

18. 귀하가 팔로우 스루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부위는? 

①목 ②어깨 ③오른팔 ④왼팔 ⑤허리 ⑥오른발 ⑦왼발 ⑧기타(     )

19. 귀하는 피니쉬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형태는? 

①근경련    ②동통    ③골절    ④염좌    ⑤탈골    ⑥기타(     )

20. 귀하가 피니쉬에 의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의 부위는? 

①목 ②어깨 ③오른팔 ④왼팔 ⑤허리 ⑥오른발 ⑦왼발 ⑧기타(     )    

* 원인별 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가 스윙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구사하려고 했던 스윙 궤도는? 

①인-투-인(in-to-in)             ②인-투-아웃(in-to-out)

③아웃-투-인(out-to-in)          ④잘 모르겠음

22. 귀하는 어떠한 방법의 테이크백으로 스윙시 부상을 경험했습니까?

①클럽을 집어 들 듯이  ②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많이 당겨서  

③볼을 쓸어 내듯이     ④기타(    )

23. 귀하는 어떠한 방법의 임팩트로 스윙시 부상을 경험했습니까? 

①공을 과도하게 멀리 보내려고 했을 때  ②빠른 체중 이동을 시도 했을 때

③성인 프로들의 임팩트 순간을 연상/모방 하려고 했을 때   ④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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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는 어떠한 방법의 팔로우 스루 스윙시 부상을 경험했습니까? 

①오른팔을 과도하게 뻗으려고 했을 때  

②왼쪽 팔굼치를 일찍 접었을 때

③왼 무릎을 과도하게 고정하려고 했을 때

④체중이동이 불완전 했을 때              ⑤기타(    )

25. 귀하는 스윙시 어떤 방법의 피니쉬 자세로 부상을 경험했습니까?

①양다리의 무릎을 지나치게 붙이려고 했을 때

②왼 무릎을 지나치게 피려고 했을 때

③너무 높은 자세의 피니쉬 자세를 만들려고 했을 때 

④허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⑤기타(    )

26.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복장 정도는?

①편하다   ②편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기타(    )

      

* 발생시기 및 조건 등 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7. 골프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기는?

①개인 연습시  ②시합 전  ③시합 중  ④시합 후

⑤동계 훈련시      ⑥체력 훈련시     ⑦기타(     )

28. 골프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시간은?

①새벽훈련    ②오전훈련     ③오후훈련    ④야간훈련    ⑤기타(     )

       

29.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가장 많이 입었을 때의 날씨는?

①흐림   ②맑음   ③눈  ④비    ⑤바람   ⑥기타(     )

       

30.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가장 많이 입었을 때의 계절은?

①봄              ②여름             ③가을            ④겨울

31.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신체 상태는?

①좋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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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장소는?

①실내연습장       ②실외연습장        ③골프장         ④기타(     ) 

33.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클럽은?

①우드(1~7번)                            ②롱아이언(1~5번) 

③미들아이언(6~8번)                      ④숏아이언(9번~웨지)

⑤기타(    )

     

34.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공의 종류는?

①1피스볼     ②2피스볼    ③3피스볼    ④4피스볼     ⑤기타(    )

 

35. 귀하가 연습장에서 골프기술 수행시 부상을 당했을 때 연습장의 종류는? 

①시간 제한이 있다      ②시간 제한이 없다      ③기타(    )

36. 귀하가 연습장에서 골프기술 수행시 부상을 당했을 때 연습 공간의 정도는? 

①좁은편      ②넓은편        ③보통편        ④기타(     )

37.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표면의 재질은?

①인조잔디   ②흙   ③자연잔디    ④모래      ⑤기타(    )

38. 골프 운동의 기술 수행시 귀하가 부상을 입었을 때의 신발의 종류는?

①운동화    ②쇠징골프화    ③잔디화     ④구두      ⑤기타(     )

 



- 57 -

= ABSTRACT  =

The injury-related factors of high school 

golfers

DooHwa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earn about knowledge and skills for

preventing the damage and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damage

factors that grip, swing and damage causes and the timing of damage

and damage condition.

The subject is this study is high school golf players that learning at

daewon high school and diciples of Lee Do Su professional golf player

and diciples of Yoo Kwang Soo professional golf player(Korea

Association of Sports for all Instructors, Corporate juridic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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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is done by self-questionnaire and the initial numbers are

100 cases but there are no answer 37 cases, and we get the 63 cases.

For the data, Chi-square and Kappa test were utiliz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s 0.05 and we us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2 .

Through the method and the process of the study, results are derived

as followed.

1) Damage area when an injury occurred by grip pattern.

It indicates that agreement between left and right hand is 0.4267, but

statistically it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damage

areas.

2) Grip pattern when an injury occurred.

It indicates that injuries occur most at weak-grip, the second is

strong-grip, the third is square-grip.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mechanism of swing is shown that 65%(43 cases) is not understand

totally and 38.1%(24 cases) has experienced the jnjuries because of it. It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3) Timing and condition when an injury occurred.

It indicates that injuries occur most in the afternoon(36.5%), the second

is in the morning(27.0%), the third is in the evening(17.5%). It indicates

that injuries occur most in winter(44.4%), spring is the least occur(7.9%).

Injuries expreience of high school golfers was gradu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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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y don't have plenty of time in warm-up and lack of

knowledge in golf skills.

To prevent this kind of injuries from high school students societies,

most of all it is needed to warm up stretching and exercises suitably.

we can confirm the safety in golf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m.

It was concluded that systematic lesson and well-organized method of

practice were really important for high school golfers to prevent injury

during the practice and played the go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