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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body kinematics according to velocity of ball in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Methods Ten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hose the ball 

speed themselves and threw the ball 10 times. Kinematic factors measured using the wearable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sensor (MVN, Xsens technologies B.V., Enschede, the Netherlands) include the range of motion of the shoulder, 

torso rotation angular velocity and stride length. One hundred pitching data were divided into fifty high velocity pitching 

(The average of velocity of ball is 113.52 km/h.) and fifty low velocity pitching (The average of velocity of ball is 94.82

km/h.). Kinematic factors of both pitching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Significance level of all statistics were set as 

p <.05. Results As shown in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range of motion of shoulder (external rotation and abdu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velocity pitching and the low velocity pitching. Likewise, the results of 

torso rotation angular veloc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itching data and the stride length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and low pitching data. Conclusion In conclusion, range of motion of 

shoulder, torso rotation angular velocity and stride length are related to the velocity of the ball in baseball and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ability of the p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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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야구 투수들의 성공을 위한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조정희 등의 연구에서도 투수 훈

련의 목적 중 하나는 구속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하였

다.
1)
 이에 따라 와인드업(wind-up), 스트라이드(stride), 코킹

(arm cocking), 가속구간(arm acceleration), 감속구간(arm 

deceleration), 팔로우(follow through)로 이어지는 투구 단

계 동안에 구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인체

의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분석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2,3,4)

 

Matsuo 등의 연구에서 구속이 빠른 집단과 느린 집단을 

비교하여 신장, 팔 길이, 생체역학 요인들(오픈 팔로 투구 시 

디딤 축이 되는 왼쪽 무릎의 굽힘 각속도(lead knee flexion 

angular velocity), 코킹 시의 어깨관절의 최대 가쪽돌림 각

도, 볼 릴리즈(ball release) 시기의 왼쪽 무릎의 폄 각속도

(lead knee extension angular velocity)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5)
 Stodden 등의 연구에서는 어

깨관절의 벌림 및 수평벌림 각도, 안쪽돌림의 각속도, 볼 릴리

즈 시기의 몸통 앞쪽 경사(trunk tilt forward)가 구속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6)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

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SFC(stride foot contact)시의 

무릎관절과 팔꿉관절 굽힘 각도, 어깨관절 최대 각속도, 어깨관

절의 최대 가쪽돌림 각도, 팔꿉관절의 최대 폄 각속도, 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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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sens MVN BIOMECH system(Xsens 
Technologies BV, Enschede, Netherlands)

즈 시의 무릎관절 굽힘각도와 몸통 앞쪽 경사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2)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감독들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

에게 구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실제 훈련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야구 투수의 투구동작에 대한 운동

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카메라 촬영을 기반으로 한 3

차원 동작분석 시스템(3D motion capture system)을 사용

하였다.
6,7,8)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운동학적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방법에서 몇몇 제한점들이 보고되고 있

다. 첫째로 연구실의 환경, 마커(maker)의 부착위치, 캘리브레

이션(calibration) 등의 변수들이 결과 값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야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이지만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연구 환경에 대한 제약

을 받아 실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

자들은 카메라의 캡쳐(capture) 범위를 고려해 연구를 진행해

야 한다.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의 제한점을 보고한 몇몇 연구자들은 

관성 및 자기 센서(inertial and magnetic sensors)를 활용해 

실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환경에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9,10)

 

이 센서는 신체의 서로 다른 분절에 부착되어 선형 가속도, 각

속도 및 자기장 세기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위의 센서와 

마찬가지로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인 Xsens MVN 

BIOMECH system(Xsens Technologies BV, Enschede, 

Netherlands)은 특정 생체역학 모델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절의 운동학적 요소를 추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투구동작 분석을 위해 사용

되어 온 카메라 촬영 기반 한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이 아닌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투구 속도에 따른 운동학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야구 

선수들과 코치 그리고 부상 후 재활을 담당하는 치료사들에게 

구속과 관련된 운동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고등학교 야

구선수 투수 1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오

른손잡이였고 오버 핸드 투수들이었다. 대상자의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6개월 내에 하지 혹은 상지의 외과적 수

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2) 심각한 통증 혹은 부상으로 인

해 현재 치료 중이거나 재활 훈련 중인 자, 3) 다른 이유들로 

인해 공을 던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 사이드 암(side-arm; 

submarine) 투수들은 오버핸드 투수들과 다른 투구 메커니즘

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실험 절차 

모든 대상자들은 상지와 하지의 스트레칭 및 투구 동작 연습을 

포함한 준비운동을 15분 동안 실시한 후에 운동학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Xsens 슈트 착용 및 센서를 부착하였다(figure 

1). 그 이후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로 각각 5개씩 공을 던지도

록 요구 받았다. 공을 한 번 던지고 다음 공을 던질 때까지 30

초의 휴식을 취했다. 위 과정의 결과로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질 

때의 투구 동작 데이터 50개(high velocity pitching), 느린 

속도로 공을 던질 때의 투구 동작 데이터 50개(low velocity 

pitching)가 수집되었다. 대상자들이 공을 던지는 동안 운동학

적 요소들은 착용이 가능한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 

Xsens MVN BIOMECH system(Xsens Technologies BV, 

Enschede, Netherlands)을 이용해 수집되었다. 측정된 운동

학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어깨관절의 수평벌림 각도. 2) 

어개관절의 가쪽돌림 각도. 3) 몸통 회전 각속도(trunk rotation 

angular velocity). 4) 스트라이드 거리(stride length). 어깨

관절의 수평 벌림 각도와 가쪽돌림 각도는 SFC시의 최대로 일

어난 각도를 측정하였다. 몸통의 회전 각속도는 와인드업 구간

에서 몸이 뒤쪽으로 최대 회전한 각도에서부터 볼 릴리즈 구간

에서 몸이 앞쪽으로 최대 회전한 각도 범위까지의 각속도를 구

하였다. 스트라이드 거리는 대상자의 앞쪽 발(왼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뒤쪽 발의(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앞쪽 발의 뒤꿈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스트라이드 거리 값은 대상

자들의 신장에 대한 비율(%H)로 나타내었다. 

3. 통계분석 

모든 측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구속에 

따른 (high velocity pitching, low velocity pitching)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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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 flow char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0)

Pitchers

Age (years) 18.43±0.45

Height (cm) 181.97±2.79

Weight (kg) 83.44±7.12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2. Kinematic differences according to velocity of ball

High velocity Low velocity p

Velocity of ball (km/h) 113.52±  6.59 94.82± 7.12 .00
*

Maximum shoulder horizontal abduction (º) 14.27± 10.80 3.17±16.91 .00
*

Maximum shoulder external rotation (º) 107.23± 14.37 93.91±34.91 .02
*

Torso rotation angular velocity (º/s) 907.13±109.66 791.31±96.91 .00
*

Stride length (H%) 80.12±  5.13 75.72± 5.73 .00
*

Mean ± Standard deviation

H% : height %

* Significant difference (p＜.05) between high and low velocity pitching. 

학적 요소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를 이용하여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은 총 10명(남자 10명)

이며, 평균연령은 18.43세, 평균신장은 181.97cm 평균체중은 

83.44kg이었다(Table 1). 

공을 빠르게 던졌을 때(high velocity)와 느리게 던졌을 

때(low velocity)의 구속은 각각 113.52±6.59, 94.82.7.12였

다. 어깨관절 수평벌림 각도는 각각 102.43±15.09, 

94.74±10.32로 빠르게 던졌을 때 더 큰 각도를 보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어깨관절의 가쪽돌

림 각도는 각각 107.23±14.37, 93.91±34.91로 빠르게 던졌을 

때 더 큰 각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p<.05). 몸통 회전 각속도는 각각 907.13±109.66, 

791.31±96.91로 빠르게 던졌을 때 더 빠른 각속도를 나타내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스트라이드 

거리는 80.12±5.13, 75.72±5.73으로 빠르게 던졌을 때 더 크

게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Table 2). 

IV. 고 찰

본 연구는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등

학교 야구 투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투구 속도에 따른 운동학적 

요소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수가 

공을 빠르게 던졌을 때 느리게 던졌을 때보다 어깨관절의 최대 

운동범위(수평벌림, 가쪽돌림)의 각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몸통의 회전 각속도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스타라이드 거리 

또한 더 큰 거리를 나타냈다. 

투수가 공을 빠르게 던졌을 때, 느리게 던졌을 때보다 어깨

관절의 수평벌림과 가쪽돌림의 최대 각도가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Escamilla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를 보고했다. Escamilla 등은 미국과 한국의 프로야구 투수 선

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역학 및 운동학적 요소들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투수들의 구속이 한국 

투수들의 구속보다 더 빠르게 측정되었고 왼쪽 발이 지면에 닿

는 시점(lead foot contact)에서 미국 투수들의 어깨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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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벌림과 가쪽돌림 각도 범위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킹 

단계에서 어깨관절 가쪽돌림이 일어나는 동안 안쪽돌림근의 원

심성 수축 및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쪽돌림

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쪽돌림근 내에 탄성

에너지(elastic energy)를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 탄성

에너지와 스트레칭된 근육의 근신전반사(myotatic reflex) 효

과를 통해 가속 구간 동안 안쪽돌림근의 더 강한 구심성 수축

을 일으키게 된다. 강한 구심성 수축은 결과적으로 더 빠른 공

을 던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낸다. 수평벌림의 경우도 이와 

같이 탄성에너지와 근신전반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수평벌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깨관절 근육들뿐 아

니라 몸통 근육의 원심성 수축과 스트레칭이 함께 일어나게 되

므로 몸통과 골반의 회전 각속도를 증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

게 된다.
12)

 본 연구에서도 공을 빠르게 던졌을 때 더 큰 어깨

관절의 범위가 측정된 이유가 근육 내에 저장되는 탄성에너지

와 근신전반사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공을 빠르게 던질 때 더 빠른 몸통의 회전 각속도가 측정

되었다. Aguinaldo등은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야구 투구 동작

이 다른 오버핸드 스포츠처럼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큰 신체 부위에서 작은 원위 분절로의 이동하는 운동량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13)

 즉 야구 동작에서 몸통에서 상지로의 에너지 

전달은 공을 더 빠르게 던지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되고 

이 에너지 전달은 더 빠른 몸통 회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

한 몸통의 회전 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을 던지는 상지로의 

에너지 전달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14)

스트라이드 거리는 운동역학 사슬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로 간주될 뿐 아니라 하지에서 공을 던지는 팔로 에

너지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몸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를 회전을 통해 공을 던지는 팔로 전달하는 것과 같이 더 넓은 

스트라이드 거리는 효율적으로 공을 던지는 팔로 하지의 에너

지를 전달해준다고 할 수 있다. Terrance 등 또한 스트라이드 

거리가 대상자 신장의 10% 증가할 때, 1.9 ± 0.4 mph의 속도

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15)

 결과적으로 투수 코치는 투수의 

구속을 높이기 위해 스트라이드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만 야구 투구 동작의 경우 어깨관절의 작용이나 몸통 회

전 각속도의 작용 등 한 가지 동작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

닌 몸 전체를 사용하는 연속적인 동작이므로 공의 속도와 생체

역학적 요소의 비교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공을 빠르게 던졌을 때의 몸통 회전 각속도와 어깨관절의 

운동범위의 상관관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생체역학적 요소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가 함

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카

메라 촬영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에 대한 제한점이 지속적

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가의 장비이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사용 될 수 있고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포함하는 

운동학적 요소들은 포함되지만 운동역학적 정보들은 알 수 없

다. 또한 실험 준비와 캘리브레이션, 마커부착 등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해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체역학 정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

을 사용하여 운동학적 요소들을 측정하였는데, 카메라 촬영 기

반 동작분석 시스템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의 속도에 

따라 운동학적 요소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시스

템의 실제 결과 값 에는 차이가 있었다. 

Jun-Tian Zhang 등은 또 다른 동작분석 시스템인 NDI 

Optotrak 3020 system(Northern Digital Inc., Ontario, 

Canada)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Xsens MVN BIOMECH 

system(Xsens Technologies BV, Enschede, Netherlands)

을 동시에 사용하여 관성 센서 기반 운동 분석 시스템의 신뢰

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굽힘

과 폄은 0.96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지만 다른 회전축

에 의한 움직임은 0.5~0.85로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두 시스템에서의 해부학적 축이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Xsens MVN 

BIOMECH system을 사용하여 생체역학 정보를 측정할 경우 

Optotrak뿐 아니라 기존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결과 값을 보완하여 수치를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수가 10명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대상자의 수가 부족했다. 둘째로 본 연구의 대상

자들은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생체역학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운

동학적 요소들의 비교만 이루어졌고 운동역학적인 요소들은 고

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을 빠르게 던질 때와 느리게 던

질 때 운동학적 요소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실제 결과 

값은 기존 카메라 기반 동작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들과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투구 속도에 따른 운동

학적 요소 차이는 기존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통한 결과와 같

이 관성 센서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도 빠르게 던질 때와 느리

게 던질 때 어깨관절의 최대 범위, 몸통 회전 각속도, 스트라이

드 거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투수의 구속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운동학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성 센서 기반 동작 분석 

시스템은 기존의 카메라 촬영 기반 동작 분석 시스템과 비교했

을 때, 실제 결과 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성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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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반 동작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추후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동작분석 시스템 결과 값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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