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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센서를 이용한 양궁자세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Archery Posture Analysis System using Inertial Sensor

조 우 형* ․ 권 성 호** ․ 권 장 우*** ․ 이 상 민

(WooHyeong Cho ․ Cheng-Hao Quan ․ Jang-Woo Kwon ․ Sangmin Lee)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vide a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 for an archery posture analyzing system, using an inertial

sensor. The system was developed using LabVIEW2014 by National Instruments and evaluated using the DTW algorithm. To convert

the voltage value of the inertial sensor into a physical value, a coordinate transformation matrix bias was applied. To evaluate the 

similarity of movement in archery shooting, the DTW distance was calculated and similarity was confirmed based on simple 

mechanical movement, the same person's shooting movement, shooting movement with another person, and the noise signal. The 

average similarity comparison results were as follows: simple mechanical movement was 17.05%, the same person's shooting 

movement was 26.48%, shooting movement with another person was 62.8%, and the noise signal was 328.5%; a smaller value 

indicates a higher level of similarity.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nalyzing the archery posture using 3-axis acceleration of the

inertial sensor. We inferred that the proposed method might be important means for assessing shooting skills, evaluation of archer’s 

progress, and finding talented archer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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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궁은 양궁선수들의 부단한 노력과 우수한 지도자들의 치밀

한 경기전략 및 전술 운용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완성되는 종합 스포츠라 할 수 있다[1]. 양

궁은 먼저 사선(射線)에서 스탠스(stance)자세로 시작하며 활을 

발등에 올리는 준비 자세인 세트(set) 동작으로 이어진다[2]. 스

탠스 자세는 양궁슈팅 자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며, 

스탠스의 상태에 따라 화살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진다. 세트 자

세는 양궁 슈팅에 앞서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활을 일정하게 당

기기 위한 준비 자세라고 정의하고 있다[3]. 이어 표적 방향으로 

활을 들고 활시위를 당기기 전까지의 동작인 세트업(set-up) 동

작을 취한다. 세트업 자세에서 활시위를 당겨 얼굴의 턱 부분과 

입술 부분에 일정 부위까지 완전히 땅기는 드로잉(drawing) 자세

를 취한다. 활을 미는 팔과 땅기는 팔의 힘을 균등하게 유지 하

도록 한다. 이후 활시위를 턱 또는 볼 부위에 완전히 고정하는 

앵커(anchor) 동작을 취하게 되며, 앵커링을 하는 동시에 에이밍

(aiming)을 실시하며, 발사하기 위한 최종 직전의 단계인 홀딩

(holding)을 한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보

면 가장 안정된 자세유지 즉, 땅기는 팔과 미는 팔의 균형을 유

지하고 및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최대한 안정된 편안

한 순간을 찾아야 한다. 릴리즈(release)는 손이 현에서 떨어지는 

즉, 화살을 손에서 풀어주는 동작이며, 화살의 비행 및 조준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작이다. 이처럼 릴리즈 동작의 

중요성은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연구[4] 및 시위를 놓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5].는 선행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폴로 스루(follow through) 동

작은 양궁 슈팅 후 종료 시점까지의 자세로 팔이 전방으로 나오

는 형태의 자세, 쳐짐과 올라감 등을 통해 슈팅 동작 시 사용한 

힘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양궁은 스탠스 자세부터 슈팅 완료까지 약 10초 또는 15초 이내 

매우 짧은 찰나의 순간에 경기 득점이 결정되는 스포츠 종목이다

[6]. 슈팅 순간 적은 오차라 하더라도 화살의 비행 거리가 멀어

질수록 오차는 점차 크게 발생한다[7]. 이렇듯 양궁경기는 각 동

작에 대한 연결 리듬 감각, 자세, 집중력, 호흡조절, 힘의 분배,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경기력이 

결정된다[1][8][9]. 관된 양궁 기술수행 능력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측정 및 분석하여 경기력 향상을 끌어낼 수 있

는 양궁 자세 분석시스템이 필요하다[10]. 양궁의 경기 수행력은 

체력, 심리기술력, 양궁의 기술수행 능력으로 나뉜다[11].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 국가대표급 및 프로선수들의 경우 양궁 기술 

수준과 체력적인 안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심리기술력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경기력이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12].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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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9축 관성센서 개발보드 및 사양

Fig. 1 9-axis inertial sensor experimenter board and Speci- 

fications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양궁 선수들 또한 심상 훈련을 함께 병행

하여 훈련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기술수행과 관련된 양궁 

자세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양궁자세 분석 방법으로는 운동학적(kinematic) 분석방법 

또는 운동역학적(kinetic) 분석방법이 있다[3].

적외선 카메라 영상분석 시스템 연구는 다수의 반사 마커 부

착과 이를 통해 상대적인 동작 위치를 보고자 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빛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

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참

고하면 동작 측정에 이용한 적외선 카메라와의 수는 많게는 7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반사 마커의 수는 수 십 개에 이른다[6]. 

이처럼 원하는 동작을 보고자 할 때 그만큼 필요로 하는 장비의 

수도 늘어난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면 반력 측정 시

스템 방식의 경우 지면에 작용하는 3차원 성분의 힘을 측정하게 

되며, 족저압력 측정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수직으로 발바닥을 

누르는 힘과 압력만을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힘의 분포

를 통한 선수 개인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양궁 기술수행 전반에 따른 일관된 자세 분석의 검출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근전도 시스템(EMG: Electromyogram)측정의 경우는 

근육이 수축 시 근막에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 변화의 크기를 측

정하는 방식이다. 근육에서의 전기적 신호는 50 ㎶~1 ㎃V로서 아

주 미세하다[3]. 이와 같은 근전도 시스템 측정 방식을 통한 주

파수 분석 등을 통해 양궁 선수들의 슈팅 동작 시 사용되는 근

육의 부위와 길항작용 여부, 근의 피로도와 같은 상관관계 측정

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전도 시스템사용만으로는 슈팅 자세분

석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선행연구

에서는 다른 측정 시스템과 함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구현된 양궁 자세 분석 시

스템의 경우 선수 개인의 동작을 보다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측정

할 수 있다. 기존에 소개된 기술 동작 분석의 경우에서 흔히 이

용되는 방식은 초고속 영상 장비와 다수의 마커 부착을 통한 적

외선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영상분석, 지면 반력 분석, 족저 압력 

측정 및 근전도 분석 등 선행 연구들이 진행됐으며 별도의 세트

장 구성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 또한 주를 이루고 있다[13]. 그러

나 이와 같은 측정 방식은 국가대표급 선수, 프로, 준프로, 아마

추어 선수에 이르기까지 외형적 신체 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선수 개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객관

적인 데이터 획득이 어렵다. 

양궁 자세에서 경기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의 부위는 

머리, 그리고 활을 밀고 있는 손, 현을 땅기는 팔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14]. 활을 미는 팔에 관성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세트업

(set up) 시점부터 슈팅 완료(end) 시점까지의 구간에서 주기적

으로 반복되는 양궁 슈팅 자세에 대한 일관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양궁 자세 분석에 사용된 관성 센서는 InvenSense사의 

MPU-9250 9축 관성 센서로 3×3×1mm 규격의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9축 Motion Tracking 소자이다[15]. QFN 

(QUAD FLAT NON-LEADED) 패키지 타입으로 가속도 및 자이

로 센서인 MPU-9250과 Asahi Kasei Micro device사의 지자기 

센서인 AK8963을 한 패키지로 만든 3축 가속도, 3축 자이로, 3

축 지자기 센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궁 자세 분석을 위해 9축 관성 센서 기반 동

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궁 자세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슈팅 자세에 대한 영상 촬영을 위해 별도의 촬영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조준 구간 aiming 및 holding 구간에서 동작의 일관

성을 평가하고자 DTW(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에 기

반을 둔 움직임의 일관성 즉, 슈팅 동작 유사도를 정량화할 방법

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평가한다. 

2. 본  론

2.1. 양궁 자세 분석 시스템

2.1.1 9축 관성 센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양궁 자세 분석 시스템에 사용

된 Invensense사의 MPU-9250 개발 보드 및 사양을 나타낸다. 

개발 보드 내 각종 센서와 통신 모듈 칩은 별도의 번호를 부여

하여, 크게 7개로 구분 지었으며 ④∼⑦번까지는 외부 센서를 나

타낸다. 그 명칭을 그림과 같이 표기하였으며, 우측 테이블 표에

는 MPU-9250, 9축 관성 센서에 대한 상세 사양을 기재하였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①번 MPU-9250 관성 세서는 3x3x1mm의 

작은 크기로, MEMS 3축 가속도, 3축 자이로, 3축 지자계 센서를 

한 패키지 single-chip 형태로 제작된 Motion Tracking 소자이

다. 각각의 3축 센서에서는 하나의 축당 16bit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된다. ②번은 Texas Instruments사의 16bit 초 전력 마이크

로컨트롤러인 MSP-430이다. 16bit의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 CPU,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으며, 12bit의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③번은 

Bluetooth module로 Blue Radios사의 Bluetooth 버전 4.0 

(BR-LE4.0-D2)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무선 전송 거리는 10m 

이내이며, MCU와의 무선 연결을 통한 UART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한다. ④번은 ALPS Electric사의 HSPPAD 032A 압력센서로 

외부환경 고도 값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로서 최대 측정범위는 

50kPa에서 최대 110kPa까지 측정할 수 있다. 16bit ADC 및 I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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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성 센서 데이터 출력 데이터 흐름도

Fig. 3 The Inertial sensor data format 

그림 2 관성 센서 데이터 포맷

Fig. 2 The inertial sensor Outfut data flow 

고속모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⑤번은 SENSIRION사의 습도 

및 온도 센서를 나타낸다. 디지털 출력, I2C를 지원하고 있으며, 

습도측정의 범위는 0∼100 RH, 외부 온도측정의 범위는 –40∼

125°C까지 측정할 수 있다. ⑥번과 ⑦번은 Capella Micro 

systems 사의 CM3512 UV 센서와 CM36682 조도 센서를 나타

낸다. 먼저 UV 센서는 외부 태양광에 의한 자외선 강도를 측정 

및 변화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출력해 준다. 조도 센서는 

±10% 이내의 허용오차를 통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

택 가능한 최대검출 범위는 (5240, 2620, 1310, 855) lux와 0.01 

lux의 고감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 밖에도 해당 개발 보드는 내

부 3.7v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별도 외부 

Micro 5Pin USB 규격의 단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버깅을 위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양궁 슈팅 자세 분석을 위해 

사용된 다수의 측정 장비와 수십 개의 반사 마커 등을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장비와 센서의 사용은 선수 개개인의 운동학적, 운

동역학적 분석에 있어 육체적, 심리적 변화 요인에 주요한 작용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양궁과 같은 민감한 스포츠에서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

하기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9축 관성 센서를 통해, 실제 양궁 

슈팅 자세분석을 위해 신체 여러 곳에 붙이는 센서의 수를 줄임

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2.2 관성센서

그림 2는 관성 센서 데이터 출력 포맷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

타내었다. 관성 센서 측정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는 0번째 바이

트에서의 아스키코드값 ‘$’(0x24)을 시작으로 PKG Code, Data 

Code를 차례로 포함하며, 종료 시점 구간 0D, 0A를 종료문자로 

한다. 세 번째 바이트 구간에서 스무 번째 바이트 구간에서는 여

러 종류의 센서에서 측정되는 출력 데이터값이 포함된다.

그림 3은 관성 센서의 출력 데이터 흐름도에 대해 나타낸다. 

해당 9축 관성 센서의 데이터 처리 흐름은 크게 아날로그 파트

와 디지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날로그 단의 부분부

터 차례로 살펴보면, 센서로부터 전압형태의 출력 신호가 생성돼 

나오게 된다. 전압형태의 신호는 먼저, LPF(low pass filter)를 거

치면서 필터링 된 전압 신호의 형태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차례

로 ADC(Analogue to DC Converter)를 거쳐 디지털 값으로 변

환되게 되며, 설정된 50Hz Sampling Rate로 동작하여진다.

이때 사전에 설정된 FSR(Full Scale Range)과 Sensitivity 값

을 적용한다. Gyro의 경우 ±250∼2000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설정값은 2000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Accel은 ±2∼

16G 범위 2G 값이 초기 설정값으로 되어있으며, Magnetometer

는 ±4800u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ADC를 거친 후의 디지털 값

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레지스터에 저장되게 된다.

2.3 관성센서 데이터 처리

그림 4는 관성 센서의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

로 표현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4의 하단부 구분 선을 통해 

나타낸 것과 같이 각 구간을 표기하였으며, MPU-9250, MCU 

(MSP 430), PC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앞서 그림 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센서에서 출력되는 최초 전

압형태의 신호에서 이를 H/W Unit의 형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물리량 값으로의 환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

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흐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3축의 센서에 대한 값은 3×8bit의 형태로 MPU 레지스터에 각각 

할당되어 저장되게 된다. 레지스터에 할당되어 저장된 값을 MCU

가 접근하여 읽기 위해서는 크게 ①번의 형태와 같이 FIFO를 거

쳐 접근하는 방법과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하는 ②번과 같

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FIFO를 거쳐 읽는 경우에는 읽는 시점

의 기준으로 자동으로 동기(Sync)를 맞추게 된다. 읽어드린 바이

트 단위의 값은 ③번의 형태와 같이 워드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되며. ④번 과정에서는 Chip 좌표계 기준으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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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관성센서 데이터 처리 흐름도

Fig. 4 Diagram of Data Processing for Inertial sensor

물리량의 값을 Body 좌표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변환행렬 
은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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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식 (2)는 각각 축과 축을 기준으로 만큼, 회전한 

단위 좌표변환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낸다. Chip 좌표계에서 

Body 좌표계로의 좌표변환 행렬은 Chip 좌표계의 기저 벡터들에 

대해 Body 좌표계에 대한 좌푯값을 읽어 구하게 된다. 개발 보

드에 내장된 가속도, 자이로 센서는 하나의 모듈로 패키징되어 

있으며, 식 (2)에서와 같이 그 초기 상태 값은 Chip 좌표계 기준




만큼 회전된 값이 출력된다. 또한, 지자기 센서는 식 (4)에서와

같이 만큼 회전된 상태로서 초기 출력값이 나타나게 된다. 좌

표변환행렬을 통한 Body 좌표계 기준으로의 변환과정을 거친 후

에는 센서 별로 사전에 설정된 Bias 값을 적용하는 ⑤번의 

Calibration을 수행한다. ⑥번에서는 센서 별로 설정된 FSR(Full 

Scale Range)와 Sensitivity 값을 적용하여, 측정된 H/W Unit의 

값을 실제 물리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caling 및 

q16 Format 형태로 변환하여, 소수점 타입으로 표현되는 값을 

비교적 다루기 쉬운 정수 타입의 형태로 변환한다. ⑦번은 최종 

PC 화면에서 출력 시 사전에 변환된 정수 타입의 형태에서 부동

소수점 방식인 Float 타입의 형태로 다시금 변환과정을 거쳐 최

종 출력된다. 이때, PC에서 데이터값을 시리얼을 통해 읽는 시점 

기준으로 하여, 타임스탬프가 부여 되게 된다.

2.4 슈팅동작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DTW(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두 시

계열 데이터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를 

매칭 시켜 각 탬플릿과의 누적 거리를 계산해 최소가 되는 클래

스로 인식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특징 벡터 사이

의 비교가 가능하므로 비선형적인 대응 관계로부터 유사도 산출

이 가능하다[16][17][18]. DTW 알고리즘은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동적 객체 간의 유사도 판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이의 두 시퀀스 m, n이 주어지면 m의 길이 

   ⋯  , n의 길이     ⋯  와 같으며, 이들 

시계열의 정렬을 위해 m x n 행렬이 만들어진다. 행렬 번째 

요소는 와 간의 거리   를 포함한다. warping의 경로 

는 두 개의 시계열 ,  사이의 매핑을 정의하게 되는데 

의 번째 요소는    로 정의된다. warping 경로에서 각

각의 warping 거리 들의 전체합의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대응경로를 최소화하는 경로값 는 식(5)과 같이 

표현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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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적 warping거리   는 식 (6)과 같으며. 두 개의 수치 

사이의 거리는 ∥ ∥  역시 사용될 수 있다. 

warping 거리   는 최종 유사도를 나타내는 결과값이며, 

에서 최단 경로를 결정하게 되는 측정값이 된다. 초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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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궁 자세분석 시스템 구축 화면

Fig. 5 Archery posture analysis system screen

그림 6 단순 기계적 동작 유사도

Fig. 6 Simple mechanical movement similarity

값은 0에서부터 시작된다[19].

3. 자세분석 시스템 구축 및 평가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자체 구축한 양궁 자세 분석을 위한 시

스템 화면을 나타낸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NI(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2014를 사용했다. 관성 센서는 PC와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이용해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며, 관

성 센서 자체 내장된 압력, 온도, 습도,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변화 상태를 측정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UI를 구현

하였다. 영상촬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서 사용한 웹캠은 500

만 화소 VGA급으로 PC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동적 움직임에 대

한 데이터 취득 시, 촬영 및 녹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DTW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자세분석 시

스템의 평가를 위해, 단순 기계적 동작 반복, 개인 양궁슈팅 자

세, 타인과의 양궁슈팅 자세, 양궁슈팅 자세와 임의의 무작위 잡

음 신호와의 일관성 비교 분석까지 총 4개의 실험 항목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실제 양궁 자세 분석에 적

용 및 활용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Normalized 

distance of optima warping path의 값은 각각의 실험에서 기준 

데이터와 비교 데이터 유사도 비교에 따른 최소 거리에 대한 결

과값을 나타낸다. DTW알고리즘은 시간 순서상에 여러 개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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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ubject A 양궁슈팅 자세 유사도

Fig. 7 Subject A Archery Shooting posture similarity

그림 8 Subject A 와 Subject B 의 양궁슈팅 자세 유사도 비교

Fig. 8 Subject A and Subject B Archery Shooting posture similarity 

적인 데이터를 각각 비교하여 비교 데이터 간 얼마나 유사한가를 

판별해내는 알고리즘으로서 유사도 비교에 대한 최종 결과값은 0

에 가까울수록 두 데이터는 유사하다고 판별할 수 있으며, 그 값

이 0이면 서로 같은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림 6은 단순 기계적 

동작 움직임에 대해 산출된 DTW 거리 결과값의 일부를 나타낸

다. 단순 기계적 동작 수행은 관성 센서를 왼팔에 부착한 뒤 1초 

간격으로 들었다 내린 동작을 10회 반복 진행하였다. 균일한 시

간에 따라 규칙적인 동작 수행을 위해서 별도 알람 장치를 이용

하여 알람 소리에 맞춰 진행하였다. 10회 반복한 측정 데이터 구

간 중에서 임의로 세 번째 동작 수행 시 측정된 값을 기준 데이

터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횟수별 측정 데이터와 각각 DTW 거

리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7은 개인 양궁슈팅 동작에 대한 DTW 

거리를 비교한 결과값 일부를 나타낸다. 양궁슈팅 동작은 총 10

회를 수행하였으며, 전체구간, 조준부터 최종 슈팅까지의 시간을 

12초로 제한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 데이터 중 임의의 슈

팅 구간 하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슈팅 동작 시 측정한 

데이터와 DTW 거리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8은 Subject A의 

양궁 슈팅 동작 측정 데이터와 타인의 양궁 슈팅 동작 자세에 

대한 DTW 거리를 비교한 결과 화면을 나타내었다. 타인과의 양

궁 슈팅 동작 자세에 대한 일관성 비교를 위해 앞서 설명한 방

법과 같이 총 10회 측정을 하였으며, 이를 Subject A의 양궁슈

팅 자세와 DTW 거리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9는 Subject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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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ubject A

단순 기계적 동작

Subject A 

양궁슈팅 동작

Subject A-B

양궁슈팅 동작

Subject A

Random noise signal

1 19.5964 24.9493 47.0079 337.13

2 18.3526 31.3005 102.21 341.993

3 13.0078 6.57443 67.5833 343.689

4 17.2852 25.1351 56.3596 313.554

5 0.32959 31.3169 58.0783 311.638

6 15.8963 26.6303 60.3016 345.272

7 16.0895 35.0094 51.335 306.902

8 20.7076 29.5957 63.2075 324.838

9 24.8547 21.087 62.4598 320.5

10 24.4019 33.2549 59.6267 340.005

유사도
평균: 17.05%

표준편차: 6.95%

평균: 26.48%

표준편차: 8.19%

평균: 62.8%

표준편차: 15.04%

평균: 328.5%

표준편차: 14.72%

* 10회 측정에 대한 결과값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1000배 처리한 값임. (가속도센서 g-mg_단위변환)

표 1 정규화된 DTW거리

Table 1 Normalized DTW distance

그림 9 Subject A 양궁슈팅 자세와 랜덤 노이즈 신호 유사도 비교

Fig. 9 Subject A archery shooting posture and a random noise signal similarity comparison

양궁슈팅 자세 측정 데이터와 임의의 무작위 잡음 신호 데이터 

간의 DTW 거리를 비교한 결과 화면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무작

위 잡음 신호는 관성 센서 가속도 출력 범위 값의 ±0.1∼±1까지

의 신호 값을 발생시켜 비교하였다.

표 1은 DTW 알고리즘을 기반을 두어 구축한 양궁 자세분석 

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항목별 진행한 비교실험에 대한 DTW 거리

에 대한 결과값과 평균, 표준편차 값을 각각 나타낸다. 1번 항목

에서 10번 항목 대한 결과값은 DTW 알고리즘을 이용해 나온 최

적의 정규화된 DTW 거리 값을 의미한다.

평가 항목은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회 

측정한 구간에서 기준이 되는 임의의 구간을 선정하고, 나머지 

횟수별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해 산출한 DTW 거리에 대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단순 기계적 동작을 반복 측정해 비교한 

최소 거리의 평균값은 17.05%, Subject A의 양궁슈팅 자세에 대

한 평균은 26.48%, Subject A와 B의 양궁 슈팅 자세에 대한 평

균은 62.8%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Subject A의 양궁 

슈팅 자세와 무작위 잡음 신호와 비교한 평균값은 328.5%가 나

왔다. 단순 기계적 반복 수행 항목과 Subject A의 양궁슈팅 자세 

항목은 반복 진행한 동작수행에 있어서 균일한 움직임 패턴을 보

여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 타인과의 양궁슈팅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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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비교 및 임의의 잡음 신호와 비교에서는 유사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유사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양궁 자세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현과 DTW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양궁 슈팅 동작 움직

임의 일관성, 유사도를 정량화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의 유

사도 검증을 위해 10회에 걸친 단순 기계적 움직임과 개인 양궁 

슈팅 자세 그리고 타인과의 양궁 슈팅 자세 비교를 통한 유사도 

분석, 양궁 슈팅 자세와 무작위 임의의 신호 간 유사도 비교 분

석을 위한 실험 평가를 진행했다. 

DTW에서는 거리 차이 값이 작을수록 높은 유사도 수준을 의

미 하게 되는데 항목별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수행

되는 동작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움직임, 즉 같은 자세를 

유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단순 기계적 동작과 

양궁 슈팅 자세의 DTW 거리 평균값은 각각 17.05%, 26.48%로 

10회에 걸쳐 반복 수행한 같은 동작에 대해 각각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과의 양궁 자세 비교 및 임의의 잡음 

신호와의 비교에서는 각각 62.8%, 328.5%로 앞서 실시한 각 동

작의 DTW거리 평균과 비교해 본다면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유사도가 낮다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로써 

DTW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축한 양궁 슈팅 자세 분석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작 및 자세에 대한 일관성

의 정량화 가능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측 팔에 9축 관성 센서를 부착하여 취득한 3

축 가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임의 일관성을 보았다. 이는 양

궁 경기 특성상 타 스포츠 종목보다 움직임이 크지 않으며 상체

를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센서의 부착은 활을 

미는 팔과 활시위를 당기는 팔에 가속도센서 부착하는 것이 움직

임의 특성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세 및 동

작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움직임의 동작 분석에 활용되는 만큼 본 논문에서도 

가속도 센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동작 움직임에 대한 일관성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선수 개개인별 동적 움

직임에 대한 유사도 패턴 및 경기력 분석 등에 이용되는 장비와 

장소의 제약 등 단점으로 지적된 항목 및 측정 시 선수에게 미

칠 수 있는 여러 정신적 육체적 변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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