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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 · 허경용*

Detection of Rotations in Jump Rope using Complementary Filter

Byeong-Hyeon Yoo · Gyeongyong Heo*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요  약

줄넘기와 같은 반복적인 운동들의 횟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으로 가속도 센서의 가속도 값 

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각속도 값을 이용하여 파형과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선택한 후 선택한 특징을 알고리

즘에 적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운동들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

우의 수를 하나의 센서만으로 찾기 쉽지 않으며, 잡음과 진동에 취약한 가속도계와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는 각속

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확한 줄넘기 개수를 세는데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방식인 단일 센서만의 값으로 회전운동을 검출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속도와 각속도의 데이터 

값에 상보 필터를 적용하고, 가속도와 각속도 값이 상호보완 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센서 값의 특징만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줄

넘기 개수를 측정하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count the number of repetitive motions such as jump rope. Most of the methods use 
features extracted from the time-varying waves of acceleration or angular velocity, which is the main feature in the 
count of rotations in jump rope. However, there exist several variabl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unt with a single 
sensor. For example, accelerometer is susceptible to noise and vibration, and the angular velocity  may cause a drift 
phenomenon,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inaccurate count of jump rope rotation. In this paper, complementary filter 
is used to consider two sensors simultaneously and complement each other, which results in more accurate count in 
jump rope rotation. The proposed method can count the exact number of jump rope rotation compared to other existing 
methods only using one sensor value, which i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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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줄넘기는 뛰어오르는 동작과 줄을 돌리는 동작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뛰어오르는 동작은 상하로 

움직이는 수직운동이며, 가속도계로 가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줄을 돌

리는 회전운동은 각속도계를 이용하여 회전 각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1-3]. 이 두 동작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사용한다[4-6]. 하지

만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는 잡음과 진동에 취약한 가

속도 센서의 가속도 값과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는 자

이로스코프의 회전 각속도 값만으로는 정확한 개수 측

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계와 각속도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보 필터를 적용하

여 가속도계의 상하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은 회전 각속

도의 비중을 높여 줄여주고, 회전 각속도의 드리프트현

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속도계의 비중을 높여 감

소시키는 새로운 줄넘기 회전운동 검출 방법을 제시한

다[7, 8].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의 1절에서

는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2장 2절

에서는 상보 필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며,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

는 실험 및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보인다. 마지막 5장에서 4장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결

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Ⅱ. 회전운동 검출을 위한 이론

2.1.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

줄넘기 회전운동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

치가 필요하다. 위치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줄넘

기 운동은 엔코더 센서와 같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상대

각도를 측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측정한다. 관성 센서는 인가되는 가속도에 의해 관성체

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검출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운동의 관성력을 검출하여 측정 대상인 움직이는 물체

의 가속도, 속도, 방향, 거리 등 다양한 항법 관련 정보

를 제공하는 부품이다. 이 센서는 가속도계와 각속도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속도계는 출력신호

를 처리하여 물체의 가속도, 진동, 충격 등의 동적 힘을 

측정하고, 물체의 운동 상태를 상세하게 감지할 수 있

어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각종 수송수단 및 로

봇 등의 제어시스템에 필수적인 센서로 활용 분야가 아

주 넓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각속도계

는 자이로스코프로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

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한다. 지구의 회전과 관계없이 높

은 정확도로 항상 처음에 설정한 일정 방향을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방위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이

다.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써 항

공기, 유도 무기,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법용, 자세 

제어용 등으로 사용되며 스마트폰, 리모컨, 비행기나 

위성의 자세제어 장치 등에도 쓰인다. 

실험 환경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 조건하에서는 줄넘

기의 횟수만을 세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속도계와 각

속도계 두 센서 중 하나의 센서만을 사용하여도 큰 오

류 없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의 성별, 

나이, 신체조건 및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한다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여 하나의 센서만으로는 정확한 회전

운동을 검출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처리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속도계와 각속도계 두 센서를 동

시에 사용 가능한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인 MPU-6050

을 사용한다. MPU-6050은 3축가속도계와 3축 각속도

계가 조합된 움직임추적이 가능한 DMP(Digital Motion 

Processor)이다.

DMP는 비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가 적으며 높은 

정확성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DMP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 증강현

실, 네비게이션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규격은 Quad 

Flat Non-Leaded(QFN)로서 4*4*0.9mm에 실장 되었

고, 작고 얇아 하드웨어 제작에 용이하다. 통신은 I2C 

방식을 따르며, 속도는 400kHz이다. 가속도계와 각속

도계 각각의 3축의 값을 16-bit ADC(Analog to Digital 

Convert)로 디지털화하여 출력한다. 출력 값의 범위는 

가속도계 full-scale 범위가 ±2g, ±4g, ±8g 그리고 ±

16g이고, 각속도계의 full-scale 범위는 ±250sec, ±
500sec, ±1000sec 그리고 ±2000sec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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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하여 선택가능하다.

2.2. 상보 필터

MPU-6050의 성능은 우수하나, 하드웨어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하며, 그 방법으

로 필터를 적용한다. 가속도계와 각속도계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칼만 필터와 상보 필터

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9, 10]. 그러나 칼

만 필터는 설계 시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다루어야 하

고, 실제 구현에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보 필터는 상대적으로 설계가 간단하여 

연산량이 적은 장점을 가진다. 이 필터의 원리는 연속

적으로 입력 받는 값에 있어 그 값의 이전 값을 이용하

여 보정된 값을 구하는 재귀 필터 중 하나이다. 아래 식 

(1)을 이용하여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각도를 구

할 수 있다.

      (1)

                                   (2)

이때 는 각속도로 구한 각도 값의 가중치를 결정하

고, 는 가속도계로 구한 각도 값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정확성이 중요시될 때는 각속도의 가중치 값을 높이

고, 속도가 중요시될 때는 가속도의 가중치 값을 높여

서 조절한다. 단, 와 의 가중치의 합은 1이라는 조건

이 있다. 는 각속도의 적분 시간을 뜻한다. 는 가

속도 값으로 구한 각도이고  는 각속도 값으로 구

한 각도이다. 

                              (3)

                              (4)

                              (5)

식 (3)은 가속도계 y축과 z축을 이용하여 x축을 기준

으로 한 각도를 구하고, 식 (4)는 가속도계 x축과 z축을 

이용하여 y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를,  식 (5)는 가속도

계 x축과 y축을 이용하여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를 

구한다. 식 (6), (7), (8)은 각속도에 적분시간을 곱하여 

각도를 구한다.

                     (6)

                      (7)

 

                      (8)

식 (6),(7),(8)은 각각 각속도계 x, y,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를 뜻한다. 는 적분 시간을 뜻하고 적용하

는 곳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가속도와 각속도 중 하나의 값만으로는 줄넘기 회

전운동과 같은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는 움직임을 감지

하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두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

한다. 가속도계의 경우 센서의 중심축이 회전중심축과 

일치하지 않으면 병진운동성분이 포함되어 오차가 발

생하고, 각속도계의 경우는 적분 오차가 누적되는 드

리프트 현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MPU- 

6050 뿐 아니라 모든 센서들은 오차를 항상 동반하며, 

이 오차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림 1은 MPU-6050으로부터 얻은 3축 가속도 값

과 3축 각속도 값을 보여준다. 기존의 방식은 단일 센

서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적절한 특징을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줄넘기 횟

수를 측정한다. 그림 1의 (a)와 (b)의 파형에서는 잡음

들이 많이 존재하며, 데이터 수치를 들여다보면 센서 

및 통신상의 문제로 전혀 엉뚱한 값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줄넘기 회전운동을 검출하는 방법으

로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와 상보필터를 이용하여 단

일 센서만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오차와 하드웨어 자

체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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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그림 1의 가속도와 각속도의 데이터에 상

보 필터를 적용하여 구한 회전 각도를 나타낸다. 비교

적  그림 1의 파형보다 눈에 띄게 잡음이 줄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값의 오류도 보완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MPU-6050 모듈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센

서 모두 y축이 비교적 가장 안정적인 값을 출력하고, 

파형 또한 직관적으로 줄넘기 횟수를 측정하기에 적합

함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의 실험은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각속

도 y축을 기준 축으로 두고, 동일한 조건을 위해 상보 

필터를 적용한 데이터 또한 y축을 기준으로 줄넘기 회

전운동을 검출한다. 줄넘기 회전운동의 특징으로는 파

형, 극대 및 극소점, 주기 및 각 3축의 크기의 합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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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quired data from MPU-6050 (a) acceleration of x, y, z axis (b) angular velocity of x, y, z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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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네 가지 특징을 이용하여 줄넘기 횟수를 측정하

고 비교분석한다. 그림 3은 각속도 및 회전각도의 3축 

크기의 합을 구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처음 급격히 증가하는 첫 지점과 마지막 

급격히 감소하는 끝 지점이 표시되어있다. 이것은 언제 

줄넘기가 시작되었고,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3의 (a)는 잡음이 많이 보이지만 시작점과 끝

나는 지점을 찾는 것은 그림 3의 (b)와 큰 차이가 없음

을 볼 수 있다. 줄넘기의 시작과 끝을 미리 찾으면 줄넘

기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3축의 크기의 합은 아래 식(9)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9)

식 (9)에서 는 x축 성분의 값, 는 y축 성분의 값, 

는 z축 성분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 4는 y축 회전 각속도 및 회전각도의 한 주기마

다의 각 지점에 점을 찍은 것이다. 그림 4의 (a)는 0을 

중심으로 하였을 때, 주기의 위치가 많이 벗어남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의 한계로 값이 손실되는 현상

과 빠른 변화가 맞물려서 생기는 현상이다. 값이 일정

한 간격을 갖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림 4

의 (a)에서 보듯이 주기가 기준점에서 많이 벗어나는 현

상이 생겨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그림 4의 (b)에서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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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ular velocity and rotation angle cycle (a) Angular velocity cycle of y axis (b) Rotation angle cycle of 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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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velocity of y axis (b)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rotation angle of y axis



상보필터를 이용한 줄넘기 회전운동 검출

13

의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기가 기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a)는 잡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극대 및 극

소점이 찾아진다. 반면 그림 5의 (b)에서는 정확히 극대 

및 극소점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식 (1), (4), (7) 그리고 (9)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방법

인 상보필터를 적용한 알고리듬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initialize MPU-6050
2: initialize T = 0, count = 0

3: initialize   = 0.95,   = 0.05, dt = 0.1
3: do
5:    T ← T + 1

6:    calculate  using Eq. (4)

7:    calculate   using Eq. (7)

8:    calculate   using Eq. (1)

9:    calculate magnitude using Eq. (9)
10:    if(three features satisfy convergence      
         qualification) count ← count + 1
11: while T is not reached end point
12: return count

Fig. 6 The Proposed Algorithm

본 논문에서 실험은 MPU-6050과 Arduino Uno 보드 

간의 I2C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Arduino 

Uno 보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Matlab에서 인식하여 

줄넘기 회전운동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MPU- 

6050에서 가속도계 full-scale 범위는 ±2g, 자이로스

코프의 full-scale 범위는 ±250sec, 통신속도는 

38400bps로 설정한다.

Ⅳ. 실험 결과

4.1. 실험결과

그림 7의 파형에서 특이 지점 두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림 7의 (a)와 (b) 모두 처음 줄넘기를 시작하는 지점과 

줄넘기가 끝나는 지점의 파형을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 

파형과의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간 지점의 파형

은 일정한 주기로 사인파 형태를 그리며 극대극소점을 

하나씩 가진다. 반면 처음 시작점 극대점은 하나 더 가

지는데, 이 현상은 사람들이 줄넘기를 시작 할 때 손이 

정면위쪽으로 올라갔다 줄을 돌리기 때문에 생겨난다. 

또한, 줄넘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사람들은 줄을 돌려 

손이 지면을 향하는 방향에서 멈춘다. 이로 인해 마지

막 부분의 파형은 대략 만큼의 주기가 더 생겨남을 

알 수 있다.

Type Accuracy

Before applying the complementary filter 74%

After applying the complementary filter 92%

Table. 1 Recognition rat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T

a
n

g
u

la
r 

v
e

lo
c

it
y

(°
/s

e
c

)

(a)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T

A
n

g
le

( 
°)

(b)

Fig. 7 Starting and end point of angular velocity and rotation angle (a) Starting and end point of angular velocity 
of y axis (b) Starting and end point of rotation angle of 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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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10회~14회 줄넘

기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한 값

이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상보 필터를 적용하여 줄넘기 

개수를 측정하였을 때, 적용하기 전 보다 확연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535개 데이

터 중 한 주기가 끝나는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센

서에서 출력한 값을 입력받아 바로 적용하였을 때, 139

개의 오류 값이 있었고, 입력받은 값에 상보필터를 적

용한 후의 결과 값에는 43개 오류가 생겼다. 오류 지점

은 직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정확도 계산은 아래 식 (10)

을 사용하였다.

  


∙

        (10)

식(5)에서 Type1error는 줄넘기를 한 번 할 때마다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을 때, Type2error는 잘못된 위치를 

찾았을 때의 오류를 뜻하며, n은 줄넘기를 시행한 총 횟

수를 의미한다.

4.2. 오차분석

그림 8은 y축 각속도와 회전각도의 오류 지점들을 표

시한 것이다. 그림 8의 (a)에서 y축 각속도의 대부분은 

잡음들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그

림 8의 (b)에서 y축 회전각도는 각속도에서 생겨난 문

제가 줄넘기를 하는 도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줄넘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두 경우 모두 오류가 발생

한다. 이는 끝점에서 뛴 상태에서 착지를 하고, 손을 멈

추게 되는데, 사람이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풀 때 더 큰 

떨림이 생겨난다. 이처럼 착지와 손의 정지 두 경우가 

맞물려 진동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잡음이 많이 발

생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잡음과 진동에 약한 가속도계와 드

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는 각속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MPU-6050로부터 얻은 데이

터에 상보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첫 번째는 3축의 크기의 합은 상보 필터를 

적용하기 전의 각속도 y축과 상보 필터를 적용하여 구

한 y축 각도의 파형이 비슷하며, 시작점과 끝점을 찾

는데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는 값의 스펙

트럼이 증가하여 잡음이 다소 미비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극대극소점을 찾을 때는 잡음의 영향이 많

이 미쳤다. 대부분의 오류가 극대극소점을 찾는 곳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정확도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 중 하

나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상보 필터를 적용한 것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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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otation angle of y axis



상보필터를 이용한 줄넘기 회전운동 검출

15

은 계산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줄넘기를 

한 번 뛸 때마다의 마지막 지점을 찾는 경우이다. 시작 

지점을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끝 지점을 찾을 

때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상보 필

터를 적용하기 전 각속도 y축에서는 오류가 빈번히 발

생하였다. 더하여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파형의 모습

은 대부분 동일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 두 가지 모두 오류를 범한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순수한 센서의 값만으로 측정하는 방

식과 비교하여 실제 정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끝점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오류가 발생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특징을 선택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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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ime delay by applying a complementary filter

단,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상보 필터를 적용하면, 

단순 센서의 값인 각속도만을 이용하였을 때 비해 상보 

필터를 적용하여 측정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

생한다. 따라서 적용분야에 맞춰 속도가 중요시 된다면, 

상보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센서 값만을 사용하여

도 된다. 하지만 속도 지연문제를 제외한다면 상보 필

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에 분명하다. 따라

서 향후 상보 필터의 속도 지연문제를 최소화하여 개선

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칼만필터를 개

선하여 회전운동 검출에 적용할 방안 또한 연구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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