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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럽 피 (Club Fitting)이란 클럽을 구성하는 요소와 골퍼 자신의 신체  특성  스윙 스타일에 맞춰 

과학 으로 분석하고 내 몸과 내 스윙에 맞는 클럽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  련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클럽 피 을 한 클럽 피  마스터 로그램 개념 설계  련 DB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하여 클럽 피  기술을 분석  연구한다. 본 로그램 개발을 해 Visual Basic(VB) 
로그램을 사용 하 으며, 피  마스터 로그램 련 자료의 데이터 리를 해 MDB를 이용하

다. 그리하여 측정한 클럽 정보를 골퍼에게 스펙정보  신체  조건에 맞는 골  클럽을 제시하는 연

구를 한다.

1. 서론

 한국 산업연구소가 발간한 “ 백서2012”에 따르면 

지난해 골 산업 체 시장규모는 4조 204억 원으로 사상 

최고수 으로 2007년에 3조원을 돌 한지 4년 만에 4조원

을 돌 했다. 국내의 경우 훌륭한 로선수들이 해외무

에서 많은 우승을 거두면서 일반 골퍼들도 골 에 한 

많은 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골 인구가 증가하고 신규 골 장이 개장

되는 등 골 산업은 지속 으로 발 되고 있다[1]. 

 반면 골 용품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산 골

용품 의 국내 시장 유율은 20%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랜드 인지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의 우 를 확보하기 해서 가장 합

한 방법이 골 클럽 피  이다. 골  피  장비 부분은 

피  장비가 수동식이고 정확성이 부족하며, 다수의 장비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실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신

체 조건뿐만 아니라 골퍼 개개인에 합한 골 클럽을 제

시하는 연구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골  클럽 피  로그램 개발을 해서 

클럽 피  측정요소들인 진동수 측정, 편심 강도 측정, 스

윙 웨이트 측정, 클럽무게 측정, 클럽 길이 측정 요소들을 

용한 피  마스터 로그램 설계를 한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소개하 고, 3장에서는 피  마스터 로

그램 설계  구 을 하고, 4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

를 제시 하 다.

2. 련연구

2.1 클럽 피

 골 는 장비에 한 의존도가 높은 스포츠로서,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장비 구성이 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피  경험이 있는 상  골퍼의 경우 자신의 스윙 

구질에 해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섬세하고 정확한 공략

이 요구되는 아이언의 경우 일 성 있는 스윙의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언기술에 한 만족이 높을

수록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2]. 그러나 이러

한 클럽 피 의 경우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통한 골퍼 체형

에 맞는 합한 클럽을 제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클럽 스윙의 경우 일정한 스윙을 구사하는 로 스윙 머

신을 통하여 같은 헤드스피드로 스윙 하게 하여서 분석한 

결과 비거리에 요한 역할을 하는 백스핀, 티- 이시오, 

발사각에서 헤드와 샤 트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지는 것을 나타낸다[3].이러한 경우는 골퍼의 신체  특성 

 자세, 다운스윙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된 값으

로 이러한 체 인 과정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제

시되어야 한다.

2.2 MDB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Client, Server 로그램의 구  방

법으로 서버 기반 Oracle과 같은 형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Client 에는 Sql-Server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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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둠으로써 Client자체가 일반 PC가 아닌 

서버 의 고비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반복 질의(query) 시 서버자체의 물리  성능이나 데이터

베이스의 성능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 하의 원인이 되는 데이터의 

집 상을 이기 한 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4]. 이

러한 문제 에 안으로 Client PC 기반에 계형 데이터

베이스인 MDB(Microsoft Access)를 사용 한다. 

 마이크로소 트 액세스(Microsoft Access)는 마이크로소

트에서 개발된 PC 기반 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

터베이스와 로그램이 하나의 일 안에 구성되어진 

로그램 방식이다. 내부에 포함된 DB의 엔진은 

MSDE(Microsoft Data Engine)을 이용한 계형 데이터

베이스(RDBMS)형태로 SQL의 DB의 명령어와 호환된다. 

데이터 근방식으로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고성능 

COM(Component Object Model)기반 데이터베이스 기술

인 OLEDB(Object Linking and Embedding, Database)사

용한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와 ADO객체를 연결하

고 로시 를 정의하여 MDB(Access Database) 일을 

연결 리를 한다[4].

3. 시스템 설계 

(그림 1)  피  마스터 로그램 시스템 구상도

(그림1)은 클럽 피 을 한 피  마스터 로그램 시스템 

구상도를 보여 다.  그림과 같이 피  마스터 로그램 

시스템은 피  마스터 로그램 탑재 PC를 심으로 복

합기, 탄도 분석기, 바디 피  장비, DB Sever 로 구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Local PC 기반의 피  마스터 로그

램 설계부분에 을 맞추어 클럽 피  측정요소에 피  

알고리즘을 용하여 설계를 한다.

3.1 피  마스터 로그램 설계

 (그림 2) 피  마스터 로그램 개요

(그림2)는 피  마스터 로그램 설계 항목이다. 체 구

조는 피  마스터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하  Basic Inform, Swing, Club Measure, Club Spec 모

듈로 설계한다. Basic Inform 모듈은 골퍼의 경력 정보  

신체 정보를 입력한다. Swing Measure 모듈은 골퍼의 스

윙 스타일을 분석하여 우드, 아이언의 속도 정보를 입력 

한다. Club Measure 모듈은 타구 시, 볼이 날아가는 방향

과 볼의 탄도를 선택한다. Club Spec 모듈은 Local 

DB(MDB)의 Club 테이블을 참조하여 골퍼 자신이 사용하

고 있는 클럽의 랜드와 모델명을 선택 한다. MDB의 경

우 피  마스터 로그램과 연동하여 각 모듈의 데이터를 

수정  생성 하는 모듈이다.

3.2 Basic Inform  Club Inform 측정 알고리즘

(그림 3)  Basic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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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골퍼들의 경력과 신체정보 데이터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다. 회원등록여부로 시작하여 골  활동한 시기

를 비교하여 클럽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골퍼의 데이터를 

수정 는 업데이트 하는 알고리즘이다. 와 같은 알고리

즘을 VB 로그램을 이용하여 용한 그림은(그림 4-a, 

4-b) 이다.

(그림 4-a)  Basic inform

  

(그림 4-b)  Club inform

(그림 4-a)는 입력정보의 경우 등록일자, 성명, 나이, 신

장, 체 , 악력, 스포츠 경력 등의 사용자 신체 정보를 입

력하는 화면이다. 그림(4-b)는 사용하는 클럽의 스펙을 입

력하는 화면으로 클럽의 길이, 밸런스, 로 트, 샤 트 재

질 등의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이다.

3.3 CPM 측정 모듈 알고리즘

(그림 5) cpm Graph 

(그림 5)는 클럽의 분당 진동수를 나타내는 단 인 CPM

의 정보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골퍼의 정보를 로드 하

여 해당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  생성 비를 한다. 

골  경력을 비교하여 보자용 부분과 경력자용의 CPM

을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과정 후 (그림 6)과 같이 화면

에 출력된다.

(그림 6) cpm Graph 

(그림 6)은 3가지 Line으로 설명한다. Product 그래 는 

선택 클럽 진동수로 노란색  부분으로 표 한다. Best 

Line 그래 는 최  진동수 그래 로 긴 막 그래 로 나

타낸다. Personal Line 그래 는 사용 클럽 진동수로 하얀

색 선으로 그래 로 출력된다.

3.4 클럽 량 측정 알고리즘

(그림 7) Weight Graph 

(그림7)은 클럽의 량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골퍼의 

데이터를 로드 하여 그래  생성 비 후 클럽 량을 측

정하여 Best Club, Personal Club, Product Club Weight 

형태로 최 의 량, 사용 클럽의 량, 타사 클럽의 량

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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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pm Graph 

(그림8)은 (그림7)의 최 의 량, 사용 클럽의 량, 타사 

클럽의 량 형태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 를 생성한 

화면이다. 한 최 의 클럽의 량, 사용한 클럽의 량

을 좌우로 화면에 나타낸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골  클럽 피 에 필요한 진동수 측정, 편

심 강도 측정, 스윙웨이트 측정, 클럽무게 측정, 클럽 길이 

측정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클럽 피  마스터 로

그램을 설계를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클럽 피 의 정확한 분석 결과  

골퍼 체형에 합한 클럽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 이 발

생 되었다. 한 신체  특성에 따른 자세, 스윙 속도 등

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 값을 통한 골퍼 개인의 문

제  발생되었다. 이러한 체 인 골  클럽 피  로세

스에 한 측정된 값을 PC기반의 계형 데이터베이스 

MDB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측정된 클럽 피  데이터 정

보를 클럽 피  알고리즘으로 용 하여 분석 결과를 피

터에게 알려 다. 피터는 분석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골퍼

에게 합한 골 클럽을 제시하는 피  마스터 로그램

을 설계를 하 다. 

  향후 복합기 형태의 장비들과 클럽 피  마스터 로그

램과 연동을 통한 과정 후에 자체 검  연동 시험을 

진행을 하여 각 개발 단계에서 인체공학  설계  사용

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동화 측정 설계  구 을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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