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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운동인 스쿼트 운동은 운동 선수
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활용될 뿐 아니라 무릎 
재활에도 사용되며,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건강관
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운동이다.(1) 그러나 스

쿼트 동작은 바벨의 하중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2) 따라서 스쿼트 
동작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바벨을 수
직 방향으로 안내하는 기구가 딸린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3) 
일반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

Key Words: Squat(스쿼트), Smith Machine(스미스 머신), Biomechanical Analysis(생체역학해석), Musculoskeletal 
Model(근골격계 모델), Motion Synthesis(동작 생성), Digital Human Model(디지털 인체 모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에 대한 가상 테스트 프레임웍을 제안하고 구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체 및 제품의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의 변화에 따

른 새로운 동작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가상의 조건에서 동작을 생성하여 인체의 관절에 걸

리는 토크와 근육에 걸리는 힘을 시뮬레이션 하는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

하여 동작 수집과 더불어 EMG와 지면반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와 잘 맞

는지 확인하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시켜 사용한다면 다양한 조건에서 운동하였을 때 신체 근육과 관절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barbell squat is a fundamental physical exercise for strengthening the lower body and core muscles. It is 
an integral part of training and conditioning programs in sports, rehabilitation, and fitnes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virtual test framework for squat exercises using a Smith machine to simulate joint torques and muscle forces, based on 
an integrated product-human model and motion synthesis algorithms. We built a muscular skeletal human model with 
boundary conditions model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human body and a machine or the ground. To validate the 
model, EMG, external forces, and squat motions were captured through physical experiments by varying the foot 
position. A regression-based motion synthesis algorithm was developed based on the captured squat motions to generate 
a new motion for a given foot position. The proposed approach is expected to reduce the need for physical experiments 
i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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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캡쳐 장비, 지면 반력기 등을 이용하여 운동 
동작과 외력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
체역학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관절이나 근육에 
걸리는 토크와 힘을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을 수행
해 왔다.(4~6)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실적인 입력 데
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는데 반하여, 실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피실험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거
나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일 운동 동작을 컴
퓨터상에서 생성하여 생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면서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쉽게 조사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운동 기구의 최적 설계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7)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이용한 운동 동작에 대

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들
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Kim 등(8)은 근전도
(electromyography, EMG) 측정기를 이용한 근육 활
성도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체 
모델과 상용 생체역학 소프트웨어인 AnyBody를 
사용하여 팩덱플라이(pec deck flyes) 기구의 가동부 
설계 변경에 따라 가슴 근육의 힘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비교하였다. Jung(9)은 인체- 제품 통합 모델 
해석을 위한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운동 기구의 작
동에 따라 인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클라인 체스
트 프레스(incline chest press) 기구에 대하여 인체와 
운동 기구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팔꿈치의 운
동 궤적에 대한 구속조건을 부여하여 인체-제품의 
통합 모델을 구현하였다. 또한 이 모델에 측정된 
운동 기구 구동부의 각속도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시뮬레이션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클라인 체스
트 프레스 기구를 사용하는 인체 동작을 예측하였
다. Kim 등(7)은 사용자가 효율적인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미스 머신(smith machine)의 기
구 파라미터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리웨이트 시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 측정된 바벨의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직인 스미스 머신의 가이드 바의 각도
를 일정 각도 기울이는 설계 변경을 수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된 하지 관절의 각도
값들을 이용하여 생체역학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기존의 기존 스미스 머신과 새로운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 시의 근육 힘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여 새로운 머신이 프리웨이트 시의 운동과 

더 가깝게 운동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이드 바의 각도 변화에 따른 새로
운 관절각들을 생성시키지 않고 변경 이전의 운
동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최근 Lee 등(10)은 
스쿼트 동작 생성에 가우시안 회귀 과정 (Gaussian 
Regression Process)을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여 이
를 스미스 머신의 설계 또는 스쿼트 운동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운
동에 대한 인체 및 제품의 통합 모델을 구현하고 
자세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작을 생성하여 인체
의 관절에 걸리는 토크와 근력을 시뮬레이션하고
자 한다. 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모션 캡
쳐 데이터를 이용한 해석(11,12)과 달리 다양한 사람
에 대하여 다양한 자세를 취하여 운동하였을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실
험 중심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체-제품 통합 모델 구현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동
작을 해석하기 위한 인체-제품 통합 모델을 근골
격계 인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생체역학 해석 소
프트웨어인 AnyBody상에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
여 Anybody Model Repository(AMR)의 인체 전신 
모델(full body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된 동작
과 외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체-제품-환경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였다. 

2.1 인체 모델 
다양한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골격의 크기, 근육의 특성 및 구성 형태 
등의 신체 조건을 디지털 인체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13) 연구대상자들의 신체의 각 세그먼
트의 길이는 모션 캡쳐 데이터와 근골격계 인체 
모델에 구현되어 있는 가상 마커의 최적화 시뮬레
이션(motion and parameter optimization sequence)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여기에 스케일링 방법 가운
데 하나인 ScalingLengthMassFat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신체 모델을 만들었다. 

2.2 스미스 머신 모델 
본 연구에서는 한국스포츠의 스미스 머신인 

MX305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제품
에 대한 솔리드 및 어셈블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스미스 머신은 메인프레임(main frame), 카운터 웨
이트(counter weight), 바 홀더(bar holder), 바(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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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벨(barbell)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메인프
레임, 카운터 웨이트, 바홀더와 같이 복잡한 형상
을 가진 구성품들은 SolidWorks를 사용하여 모델
링을 한 후 STL 형식으로 저장하여 AnyBody 상
에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간단한 
형상의 바와 바벨을 AnyBody에서 제공하는 3차원
형상 모델링 툴박스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
들 부품들에 대하여 결합 및 구속 조건을 부여하
여 어셈블리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이 기구는 
Fig.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벨을 잡는 홀더가 지
면에 수직한 가이드 바를 따라 1 자유도의 직선 
운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3 인체-제품-환경의 상호작용 모델링 
인체 모델은 인체의 세그먼트, 관절, 근육에 대

한 정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는 인
체와 제품, 그리고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
한 스쿼트 운동에 대한 인체-제품-환경의 통합 해
석 모델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7,14,15)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기존 연구들 가운
데 Kim 등(7)은 AnyBody 모델에서 바벨과 인체 사
이의 구속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목부위에 수직 
노드를 생성하고 힌지 점을 시상면상의 수직 노드
위에 생성하였으며, Fregly 등(14)은 바벨 바와 어깨 
사이의 연결을 핀 조인트(pin joint)로 모델링하고 
발과 지면 사이에는 용접(weld) 구속조건을 주었
으며, Thompson 등(15)은 OpenSim 모델에서 바와 
어깨 사이에 이동은 제한하고 3방향 회전은 허용
하는 조인트를 넣어 두 물체가 결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존 방법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AnyBody 모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속조건들
을 부여하였다. 먼저, 손은 바를 잡은 위치에서 직
선 움직임과 회전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완
전한 고정 상태로 가정하여 고정(fix) 조건을 부여
하였다. 스쿼트 동작 시 상체를 바에 기대어 동작

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어깨는 바와 접촉되며 
바의 무게를 어깨로 지지하게 된다. 어깨 접촉 부
위에서는 상체 굽힘 동작으로 인해 봉의 축 방향
(RZ)으로 회전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이를 모델링
하기 위한 구속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어깨에 
전달되는 바와 바벨 무게를 외력으로 모델링하였
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발과 지면 사이에 상대운
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인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지면 반력을 Rasmussen 등(16)의 예측 모델을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 이 예측 모델은 인체 모델과 제
품 또는 인체 모델과 지면 사이에 가상 근육 모델
을 정의하여 근육 최적화(muscle recruitment 
optimization) 문제를 만족시키는 미지의 힘을 가상 
근육 모델에서 생성하는 개념의 모델이다.(16~18) 

 
2.4 관절 자유도의 구속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체 모델은 목(neck), 흉쇄

(sternodavicular), 관절와상완골(glenohumeral), 팔꿈 
치(elbow), 팔목(wrist), 골반(pelvis), 골반-흉곽

(pelvis-thorax), 엉덩이(hip), 무릎(knee), 발목(ankle)
의 10개 종류의 관절에 총 42자유도를 갖는 모델
이다. 어깨 부위가 스미스 머신의 상하 직선 운동
을 유지하는 구속조건을 가지면서 각 관절이 회전
하여 스쿼트 동작을 만들어 낸다. 스쿼트 동작 시 
앉는 구간과 일어서는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1회로 하여 스쿼트 동작 1회를 수행할 때 연구대
상자의 동작을 측정하여 Vicon Motion Systems Inc.
의 NEXUS 1.8.5를 사용하여 인체 관절에 대한 각
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측정된 스쿼트 동작 시 인체 관절각에 대한 데
이터를 통해 각 관절 자유도에 대한 관절각 변화
량을 계산한 결과 시상면(sagittal)상에서 볼 수 있
는 무릎 관절의 굴곡/신전, 엉덩이 관절의 굴곡/신
전 그리고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족배굴곡에 대한 
순으로 변화가 크다. 이는 스쿼트 동작은 하지 관

 
Fig. 1 Solid modeling of a Smith machine 

Fig. 2 Modeling of interactions among the human body, 
product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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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굴곡/신전에 의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들 3종의 관절각의 변화를 모델링하여 이를 
가지고 동작을 모델링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 3
가지의 각도를 변화시키고 나머지를 고정시키게 
되면 어깨가 가이드 바를 따라 수직 운동해야 한
다는 구속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를 흡수하기 위하여 골반-흉곽 각도를 포함시켜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모션 캡쳐 데이터를 넣고 계산을 해본 결과 골반-
흉곽 각도가 실제와 많이 다른 부자연스러운 운동
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골반-흉곽에 비해 발목 
관절의 배측굴곡/족배굴곡은 지면에 대한 상호작
용과 엉덩이와 무릎 관절 자유도로 인해 변한다 
하더라도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으로 동작
을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골반-흉곽 조
인트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목 관절의 배측
굴곡/족배굴곡에 대한 움직임을 대신하여 굴곡-흉
곽의 굽힘 동작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각 관절 자유도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들을 비교해본 결과 실제 스쿼트 동작과 유
사한 동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스쿼트 동작 측정 

3.1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K대

학의 남자 대학(원)생 6명으로 평균 연령은 26.8세 
(SD = 0.98), 평균 키는 175.5 cm (SD = 6.83), 평균 

몸무게는 75.5 kg(SD = 10.5)이었다. 이들은 근골격
계 질환이 없으며 최근 1년 동안 전문적인 트레이
닝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숙련자이다. 실험 참가 
전 실험의 목적과 방법, 동작 측정 시 유의 사항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을 통한 동의서
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3.2 측정 장치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7m×25m×4m인 실내에 

Vicon사의 적외선 카메라 MX-T40 10대를 설치하
여 200Hz의 주기로 동작을 측정하였다. 적외선 반
사 마커는 Vicon plug-in-gait 마커 셋(marker set)에 
따라 Fig. 3과 같이 머리에 4개, 몸통에 5개, 팔에 
각각 7개, 골반에 4개 그리고 다리에 각각 6개, 총 
39개의 반사 마커를 부착하였다. 측정된 동작 데
이터는 Vicon의 NEXU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결
함이 있는 부위를 치유하고 최종적으로 AnyBody
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c3d 형식의 동작 데이터 
파일을 생성시켰다.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lsys사의 무전 근
선도 측정기인 Trigno wireless system을 사용하였다. 
이 기기는 16개의 EMG 채널을 동시 측정할 수 
있으며 모션 캡쳐 데이터와 근전도 측정기로 측정
된 데이터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근
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ENIAM(Surface EMG for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des)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동적 상황에서 각 근육의 활성도를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표면전극을 부
착하였다. 스쿼트 동작은 하지 근육을 단련하는 

 
Fig. 3 Variations of joint angles while Smith squ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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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주로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VL), 내측광근(vastus medialis; VM), 대퇴직
근(rectus femoris; RF),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BF) 그리고 비복근(gastrocnemius; GN)의 총 5개의 
근육을 선정하여 해당 부위에 무선 근전도 측정기
를 부착하였다. 이 가운데 대퇴이두근은 측정시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육에 대하여 
4장에서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3.3 측정 장치 
실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 후 실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작 측정을 수행하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하여 경직되어 있는 신체 각 부
위를 풀어주는 준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자세를 숙지시키기 위하여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을 연습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바벨 가이드 바와 발뒤꿈치 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평행 스쿼트(parallel squat) 동작
을 측정하였다. 평행 스쿼트란 허벅지 앞쪽이 지
면에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앉는 스쿼트 동작이고 
이때 최대로 굽힌 자세(full down phase)에서의 무
릎 굽힘 각도 범위는 80~110°인 스쿼트 동작을 뜻
한다. 실험의 독립 변수인 바와 발뒤꿈치 사이의 

거리가 0.1 m, 0.2 m, 0.3 m인 총 3가지 케이스에 대
한 평행 스쿼트 동작을 무작위 순서로 측정하였다.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쿼트 동작은 시작 구
간(start), 무릎 최대 굽힘 구간(full down) 그리고 
끝 구간(finish), 3개의 키프레임(key-frame)으로 구
간을 정하였고 시작 구간부터 무릎 최대 굽힘 구
간까지를 앉는 구간(descent phase), 무릎 최대 굽힘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를 일어서는 구간(ascend 
phase)으로 구분하였고 구분한 두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1회로 정의하여 스쿼트 동작을 측정
하였다. 발 위치에 따른 스쿼트 동작에 대한 측정
은 각 실험 변수마다 총 3회를 측정하였고 1회 측
정이 끝나면 근골격계 회복을 위해 5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19) 

4. 디지털 인체 모델의 효용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체-제품-환경 통합 모델
이 타당한 지 검증하기 위하여 근전도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근육 활성도(EMG)에 대한 실측 데이
터와 AnyBody의 역동역학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근육 활성도에 대한 해석 데이터에 대한 패턴 비
교를 수행하였다. EMG 데이터는 mV 단위로 근육 
활성도 크기를 나타내지만 해석 결과 데이터는 최
대 근육 활성도에 대한 비(ratio)로 단위를 사용하
기 때문에 단위가 다른 두 데이터의 비교를 위해 
각 데이터의 최대 근육활성도에 대한 비로 데이터
를 스케일링한 후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6에 나
타난 것과 같이 외측광관, 내측광근, 대퇴직근, 대
퇴이두근, 그리고 비복근의 EMG 데이터와 시뮬레
이션한 근육 활성도간의 그래프 비교를 통해 대퇴
이두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들은 패턴이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대퇴이두근의 경우 노이즈에 의 

 
(a) 

(b) 

Fig. 4 Attachment of the markers and EMG sensors: (a)
locations of the markers and the EMG sensors
marked in red circles, (b) muscles selected for
EMG measurement 

Fig. 5 Segmentation of a Smith squat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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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로 추정된다. 

5.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동작생성 

5.1 다항식 회귀 분석 및 MBMS 기반 동작생성 
다양한 6명의 54개의 모션 캡쳐 데이터로부터 

AnyBody를 이용하여 하지 관절(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과 흉곽-골반의 굴곡/신전에 대한 
관절각을 획득하였다. 스쿼트 동작 수행 시간이 
피실험자 별로 다르고 측정 시기 별로 다르기 때
문에 무릎 관절의 굴곡에 대한 관절 각도가 최대
가 되는 무릎 최대 굽힘 구간을 기준으로 동작 수
행 시간을 정규화하였다. 
스쿼트 동작의 합성을 위하여 시간에 따른 무릎 

관절의 굴곡/신전과 엉덩이 관절의 굴곡/신전 그
리고 골반-흉곽의 굴곡/신전에 대한 변화 곡선을 
Fig. 7, 8,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항식회귀분석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5

(a) 

(b) 

(c) 

(d) 

(e) 

Fig. 6 Comparing the EMG measurement data and the
muscle activities simulated using AnyBody: (a)
vastus medialis, (b) vastus lateralis, (c) rectus
femoris, (d) biceps femoris, (e) gastrocnemius 

Fig. 7 Regression of angles using a quantic polynomial 
for the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hip joints 

( ) 5 4 3 2( 7.969 11.25 2.516 3.159f t t t t t= − − + +
2.610 0.1218)t +  

 

Fig. 8 Regression of angles using a quantic polynomial 
for the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knee joints 

( ) 5 4 3 2( 3.215 8.809 27.12 11.41f t t t t t= + − + +

3.623 0.0977)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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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항식 함수로 접합시켰다.  
이렇게 정규화된 시간에 대한 각도 변화 곡선을 

실제 앉는 시간과 초기 자세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식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MBMS(memory-
based motion simulation)기법(20)을 적용하여 가능하
도록 하였다. 

 

 (1) 
 
위 식에서 Ti는 실제 동작에서의 변곡점 Bi일 때
의 시간을 의미하고, τi는 새로운 동작에서의 변곡
점 βi일 때의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 )i tθ% 는 시간 

t에서 원본 동작의 관절 각도를 의미한다. 
 
5.2 관절간 상관관계를 이용한 동작생성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간의 동작 협응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위해 변위-변위 도면(position-position 
plots), 각도-각도 도면(angle-angle plots), 각속도-각
속도 도면(angular velocity-angular velocity plots) 등
과 같은 상대적 동작 도작(relative motion plots)을 
이용하여 인체 동작을 분석해 왔다.(21)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스쿼트 동작 시 하지 관절(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의 굴곡에 대한 움직임과 골반-흉곽 굽
힘에 대한 움직임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 관
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작을 
생성하는 방법도 개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동
작 협응에 대한 접근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각도-
각도 도면을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도-각
도 도면은 동작에 관여하는 관절 자유도 간 협응
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위상학적 변수이며 동작에 

관여하는 두 개의 관절 자유도의 관계를 즉각적으
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2) 
다항식회귀분석을 통해 취득된 엉덩이 관절, 무
릎 관절과 골반-흉곽 굽힘에 대한 5차 회귀다항식
을 사용하여 관절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ig. 10과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릎 
관절의 굴곡/신전에 대한 엉덩이 관절과 골반-흉
곽의 굴곡/신전의 선형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6. 구현된 통합 모델에 대한 해석 수행 

본 연구에서 동작 생성 방법을 적용한 인체-제
품 통합 모델이 실제 측정된 모션 캡쳐 데이터를 
사용한 역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효
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
발하고, 신체 정보(키: 185cm, 체중: 88 kg)와 변수
에 따른 모션 캡쳐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체-제품 
통합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항
식 회귀 분석과 MBMS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된 
동작과 관절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생성된 동작
을 모션 캡쳐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의 시뮬레이션 

Fig. 9 Regression of angles using a quantic polynomial
for the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pelvis-
thorax joint ( ) 5 4 3( 3.359 5.884 1.576f t t t t= − − +  

20.6783t + 0.2513 0.0011)t −  

Fig. 10 Plot of angles for reflection of the knee and hip 
joints ( 0.9828, 0.6703 0.2360)hip kneer θ θ= = × +

 

Fig. 11 Plot of angles for reflection of the knee and 
pelvis-thorax joint. ( 0.9954, pelvis thoraxr θ −= =

0.1251 0.0029)knee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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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는 먼저 동작 측면에서는 

엉덩이, 무릎, 발목 그리고 골반-흉곽 관절들의 굴
곡/신전에 대한 관절각을 실제 동작 시의 관절각
과 비교를 하였고, 또한 근육력에 대한 비교는 
EMG 비교를 위해 선정한 근육들 가운데 내측광
근(vastus medialis),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대퇴직
근(rectus femoris),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에 대
해서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12는 발의 거리가 0.1m일 때의 생성된 동작
들과 캡처된 동작의 관절 각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관절각도의 궤적이 서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13 Plot of muscle activities for the synthesized and 
captured squat motions at the foot position = 
0.1m: (a) rectus femoris, (b) biceps femoris 

 

 
(a) 

 
(b) 

Fig. 14 Plot of muscle activities of the rectus femoris for 
variation of the foot position: (a) captured 
motions, (b) synthesized motions 

(a) 
 

(b) 
 

 (c) 

Fig. 12 Plot of joint angles for the synthesized and
captured squat motions at the foot position =
0.1m: (a)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hip
joint, (b)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knee 
joint, (c) reflection and extension of the ankl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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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Fig. 12의 동작들에 대하여 위의 근육
들 가운데 대퇴직근과 대퇴이두근에 대한 근육 활
성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
된 동작들과 캡쳐된 동작을 해석하여 얻은 근육 
활성도의 패턴이 서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측광근, 내측광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순으로 활성도에 크기가 큼을 알 수 있는데 이 또
한 모션 캡쳐 모델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캡처된 동작과 새로 생성한 동작에 대하여 발 
뒤꿈치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외측광근, 내측광
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에 대한 근육 활성도 비
교를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대퇴직근과 대퇴이두
근에 대한 근육 활성도 그래프가 Fig. 14와 15에 
각각 나타나 있다. 캡쳐된 동작을 기준으로 해석
된 결과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고려한 동작 생성
법과 다항식 회귀분석 및 MBMS 적용법이 얼마만
큼 유사도를 보이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규화
된 평균 제곱근 오차(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를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NRMSE은 평균 제곱근 오
차(RMSE)를 값의 범위로 나눈 값으로 %로 표시
된다. 상관관계 방식의 전체 NRMSE 평균값은 
19.2%로 회귀분석 및 MBMS방식의 21.2%에 근소
하고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실제와 유

사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절 간 상관관계
를 고려한 동작 생성 방법도 다항식 회귀분석 및 
MBMS 적용 기법 못지 않는 성능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스쿼트 운
동에 대한 인체 및 통합 모델을 구현하고 자세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작을 생성하여 인체의 관절
에 걸리는 토크와 각 근육에 걸리는 힘을 생체역
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모션 
캡쳐 데이터를 이용한 해석 방법과 달리 다양한 
사람에 대하여 다양한 자세를 취하여 운동하였을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존의 실험 중심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다 많은 변수에 대하여 보
다 많은 실험참가자를 모집하여 많은 양의 동작 
데이터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사실적인 동작 생
성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미스 머신 뿐만 아
니라 암컬(arm curl) 머신, 레그컬(leg curl) 머신, 레
그 익스텐션(leg extension) 머신 등 다양한 웨이트 

Table 1  RMSEs of the simulated muscle activities of the MBMS-based and correlation-based generated motions with 
respect to those of the captured motions 

Total Muscle Activities of Muscle Activities 
Vastus Lateralis Vastus Medialis Rectus Femoris Biceps Femoris 

Foot 
Distance 

(m) MBMS CORL MBMS CORL MBMS CORL MBMS CORL 
0.1 6.2% 7.4% 6.1% 7.3% 9.2% 10.6% 41.2% 34.2% 
0.2 13.9% 13.3% 13.9% 13.3% 7.7% 7.5% 28.9% 23.1% 
0.3 22.2% 21.0% 22.4% 21.2% 21.7% 17.6% 61.6% 53.5% 

 

 (a) (b) 

Fig. 15 Plot of muscle activities of the biceps femoris for variation of the foot position: (a) captured motions, (b) 
synthesize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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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기구에도 적용하여 해당 기구를 사용하
는 운동 동작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 기
구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운동센터에
서 고객에 맞는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가상 시스
템을 사용하여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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