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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와 자이로를 이용하여 골  스윙의 각 구간별 스윙속도  스윙궤 과 백스윙 

각도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골  스윙의 상태를 분석하고 교정해 나갈수 있는 

소형 골 스윙 분석 모듈을 개발한다. 기존의 다수의 스윙분석 모듈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압력센

서를 추가하여 스윙 과정에서 사용자의 그립에 가해지는 압력을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 한 스윙분석을 가능 하 다. 실제 로토타입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개발된 모듈  모바일 앱의 

기능  성능을 검증하 다. 

1. 서론
최근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

해 골 는 차 인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

고 있다. 골 는 어드 스, 백스윙, 다운스윙으로 

이어지는 각 부분에서의 제 로 된 자세를 통하

여 정확한 임펙트와 비거리를 만들 수 있다. 

문골  강사로부터 직  교육을 받는 것이 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스윙이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 로 된 스윙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개인 인 연습  분석도구로써 소형 스윙분

석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  스윙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함으로써, 손

쉽게 자신의 스윙을 체크하고 교정하는 것을 가

능  한다. 이미 골  스윙 련하여 많은 기존 

연구[1 ~ 5]가 수행되었으나, 다수 연구는 스

윙 분석을 한 기  기술인 각 스윙 상태별 속

도분석에 한 연구와 스윙 궤   각도에 

한 연구들이 핵심연구이다. 

2. 시스템구조  동작

개발된 골 스윙교정시스템은 CORTEX-M4 

MCU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모듈로써 BLE통

신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며, 내

장된 리튬폴리머충 지는 1시간 충 으로 연속

실행 18시간을 가능토록 력 설계되었다. 사

용자의 스윙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  정보를 

수집하기 해 기본 으로 3축가속도센서와 3축

자이로센서가 사용되었으며, 그립부분에 압력센

서를 삽입하여 이를 통해 스윙과정에서의 그립

의세기를 실시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1

은 개발된 소형 골 스윙교정시스템 로토타

입을 보인다. 

(그림 1) 스윙교정시스템 로토타입

개발된 모듈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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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연결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실

시간 각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  장 할 수 

있다. 그림 2는 모듈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의 

스냅샷을 보인다. 

(그림 2) 스윙분석모듈 모바일 앱

3. 구 결과

(그림 3) 스윙분석모듈 부착  실제 스윙테스트

그림 3에서는 스윙분석모듈을 실제 골 그립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실제 스윙을 테스트하는 장

면을 보인다. 그림에서와 같이 소형 모듈은 그

립 쪽에 부착되어 사용자의 스윙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림 4) 사용자 스윙속도 변화

(그림 5) 사용자 스윙각도의 변화

그림 4와 5는 사용자의 테스트 스윙에서의 각 

센서값의 변화를 보인다. 먼  가속도 센서의 각

축에 한 가속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백스윙 

시간, 다운스윙 시간 그리고 임펙트시의 스윙스

피드를 분석할 수 있었다. 해당 테스트에서는 백

스윙은 1.5 , 다운스윙은 0.7  그리고 스윙스피

드는 67.1 Mph의 정보를 분석했다. 한, 그림 5

에서의 자이로센서의 각축의 변화를 통해 백스

윙의 각도를 구할수 있다. 여기서의 스윙구간에 

한 백스윙의 각도는 210도이다. 기본 으로 

Euler angle에서의 자이로 센서에서 발생하는 짐

벌락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Quaternion

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스윙 궤 을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구형보간기법을 용하여 그림 

6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스윙궤 의 시각화를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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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 스윙각도의 변화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와 자이로를 이용하여 골

 스윙의 각 구간별 스윙속도  스윙궤 과 

백스윙 각도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가 자신의 골  스윙의 상태를 분석하고 교정해 

나갈수 있는 소형 골 스윙 분석 모듈을 개발

하 다. 특히, 기존의 다수의 스윙분석 모듈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압력센서를 추가하여 스윙 

과정에서 사용자의 그립에 가해지는 압력을 동

시에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 한 스윙

분석을 가능 하 다. 실제 로토타입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개발된 모듈  모바일 앱의 기

능  성능을 검증하 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는 소형 골  스윙분석기  교육에 극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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