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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쿼트는 장소에 제약 없이 효과적으로 하체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스쿼트 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허벅지에 착용된 단일 관성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스쿼트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스쿼트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관성 센서(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 하는 상보필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임상 실험을 통해 각 상보필터 계수에 따른 스쿼트 각도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의 상보필
터 계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스쿼트 각도는 측각기에서 측정한 각도와 상관 계수 0.623와 편향 오차 –5.6°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제어 : 스쿼트, 관성 센서, 상보 필터, 모션 캡쳐, 홈 피트니스

Abstract  The squat is an exercise that can effectively improve the muscle strength of the lower body, 
which can be performed in a variety of places without restrictions on places including homes. However, 
injuries due to incorrect motion or excessive angles are frequently occurring.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ingle sensor-based squat angle measurement system that can inform the squat angle 
according to the correct motion during the squat exercise. The sensor module, including the 
acceleration sensor and the gyro sensor, is attached to the user's thigh. The squat angle was calculated 
using the complementary filter complementing the pros and cons of acceleration and gyro sensor. It 
was found that the calculated squat angle showed the proper correlation compared to the squat angle 
measured by a goniometer, and the influence of the coefficient of the complementary filter on the 
accuracy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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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쿼트(squat)는 앉고 일어나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 중 하나이다[1]. 

스쿼트는 스포츠 선수의 기량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인 
대둔근(gluteus maximus), 대퇴사두근(quadriceps), 
슬굴곡근(hamstring)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
의 생활 체육이나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에 자주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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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또한, 스쿼트는 닫힌 사슬 운동(close kinetic 
chain)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
문에, 무릎 수술 이후 재활에도 활용된다[6]. 이러한 장점
들이 있으나,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경우에는 무
릎 관절에 과도한 전단력(shearing force)과 압축력
(compressive force)을 유발하여 오히려 무릎 부상과 
허리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
로 적절한 스쿼트 각도를 유지하며 운동 하는 것이 중요
하다[7-9].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광학식 모
션 캡쳐와 관성 센서 기반 모션 캡쳐가 있다[10]. 광학식 
모션 캡쳐는 대상에게 마커를 부착한 뒤, 다른 위치에 있
는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마커를 인식하여 움
직임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광학식 모션 캡쳐는 인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측
정 시스템이 복잡하여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10-12]. 관성 센서 기반 모션 캡쳐는 
관성 센서 모듈(Inertial Measurement Unit, IMU)을 
대상의 신체에 착용하고 측정된 가속도, 자이로, 지자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3차원 공간상의 움직임을 평가
하는 방식이다. IMU 기반 모션 캡쳐는 저렴한 비용 대비 
정확하게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으며, 휴대 및 설치가 용
이한 장점이 있어 다양한 동작 분석 연구에 활용되고 있
다[13-16]. 관성 센서의 활용에 있어 여러 개의 관성 센
서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으
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다수의 관성 센서를 사용하는 것
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16]. 이에, 사
용  목적에 따라 관성 센서의 개수 및 측정 위치를 최적
화하여, 비용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IMU를 이용하여 스쿼트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상보필터
를 기반으로 허벅지에 착용된 관성 센서의 각도를 계산
하여 스쿼트 각도를 측정하였고, 상보필터 계수에 따른 
스쿼트 각도의 측정 정확도가 평가되었다. 계산된 스쿼트 
각도는 측각기에서 측정된 스쿼트 각도와 실험을 통해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근력 운
동을 적절한 각도로 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허벅지에 착용하여 스쿼트 각

도를 측정할 수 있는 IMU를 개발하였다. Fig. 1은 본 연
구에서 사용된 IMU 및 착용 예시를 보여준다. IMU는 아
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6축 관성 센서(MPU6050, 
TDK Invensense, California, USA),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HC-06, Guangzhou, China)이 내장되어 있다. 6
축 관성 센서는 3축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3축 방향의 회전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
로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서는 ±8 g, ±2000 
degree/s의 측정 범위로 설계되었다. 가속도, 자이로 센
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전처리
되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
다. 스마트폰에 전송된 가속도,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는 
상보필터를 이용하여 스쿼트 각도를 계산하는데 활용되
었다.

Fig. 1. (a) Inertial sensing module including an accelerometer, 
gyro sensor, and Bluetooth and (b) an example of 
wearing an inertial sensing module on a center of 
thigh 

                               (1)

             tan  


             (2)

본 연구에서 스쿼트 각도(θcomp)는 상보필터
(complimentary filter)를 기반으로 계산된 IMU 기반
의 각도(θe)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상보필
터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각각 저역, 고역통과
필터에 통과시킨 후 조합하여 각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
는 알고리즘이다. 단일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되는 각속도 
데이터를 적분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경우 적분 누적 오
차가 발생하지만, 외부의 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고주파 잡음에 강한 장점이 있다. 가속도 센서에 기
반한 각도는 각 축의 중력 가속도 값에 기반하여 식 (2)
와 같이 계산된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각도 측정은 측
정 각도가 외부의 힘과 고주파 성분의 잡음에 영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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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Acceleration of each x, y, and z direction, (b) the squat angle calculated using 
3-axis accelerations, (c) angular acceleration of each roll, pitch, and yaw direction, and
(d) the squat angle calculated using 3-directional angular accelerations during squat 
exercise (Squat ON signal)

이 받지만, 적분 누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Fig. 3 참고).

Fig. 2. Schematic of the complimentary filter to compute a 
squat angle using an accelerometer and gyro 
sensor data (LPF: Low-pass filter, HPF: 
High-pass filter, G: Coefficient of complimentary 
filter) 

상보필터는 0부터 1의 범위를 가지는 상보필터 계수 
G를 기반으로 가속도,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각각 저역, 
고역통과필터에 통과시킨 후 조합하여 최종 측정 각도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식 3). 상보필터 계수 G는 식 (4)
과 같이 시간 상수 τ로 표현될 수 있다. G 값이 0에 가까
울수록 가속도 센서 데이터에 비중을 두어 최종 출력 각

도를 계산하며, G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자이로 센서 데
이터에 비중을 두어 최종 결과 각도를 계산한다. 이 때,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데이터가 적절히 가중되어 
조합될 수 있는 G의 최적 값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G의 최적 값을 평가
하고 각 G 값에 따른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3)

                  
                  (4)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계산된 스쿼트 각도(θcomp)는 
측각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도(θM)와 아래 실험을 통해 
비교 및 검증 되었다. 본 실험은 2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
증을 보유한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평균 
나이 22.3±2.7세의 연구 대상자 60명(남: 48, 여: 12)은 
정확한 스쿼트 자세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스쿼트 자세는 허리를 
바닥면과 수직으로 편 자세를 유지하고, 스쿼트시 양쪽 
무릎이 행위자 양발 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실험 시 연구대상자는 Squat ON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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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Train squat 4회와 최대 깊이에서 10초 간 유지하
는 Test squat를 1회 수행하였다. Test squat시에는 각
도 측정 시 노이즈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참여자
가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시간 10초를 정하여 스쿼트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 구간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측정 데
이터로 정하였다. 본 실험은 울산대학교 임상시험 윤리 
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으며
(1040968-A-2016-002), 승인된 연구 동의서에 따라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토록 하였다.  

Test squat 수행 시 측정된 관성 센서에서 측정된 스
쿼트 각도(θcomp)는 측각기에서 측정된 스쿼트 각도(θM)
와 10초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비교 및 검증되었다. 통
계 분석 방법은 상관 분석과 Bland-Altman 분석을 활
용하였다. 상보필터 계수에 따른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상보필터 계수의 범위
(0.9-1)에서 0.02 씩 계수를 증가시키며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Matlab(Mathwork 
Co., USA)을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통계 분석은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에 기반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Sigmaplot(Systat Software Inc., USA)을 이용하여 진
행하였다.

3. 연구 결과

Fig. 3은 가속도,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각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된 각도를 보여준다. 
Squat ON 신호는 스쿼트 동작의 수행 여부를 나타내며, 
계산된 각도는 Squat ON 신호와 동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a)는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x, y, z축
의 가속도 값을 나타내고, Fig. 3(b)는 가속도 값으로 계
산된 각도를 보여준다.  Fig. 3(c)와 (d)는 자이로 센서에
서 측정된 roll, pitch, yaw 축의 각속도와 각속도 값으
로 계산된 각도의 예를 보여준다. Fig. 3에 따르면, 가속
도 값으로 계산된 각도는 적분으로 인한 누적 오차가 없
으며, 고주파 성분의 잡음이 존재한다. 반면에, 각속도 값
으로 계산된 각도는 고주파 성분의 잡음이 적지만, 적분 
누적 오차로 인하여 기준선의 위치가 하향 변화한다. 
Fig. 4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 데이터에 상보 필터를 적
용하여 계산한 각도를 나타낸다. 상기 계산된 각도에서 
고주파 성분의 잡음과 적분 누적 오차가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5는 관성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스쿼트 

각도(θcomp)와 측각기에서 측정한 스쿼트 각도(θM)의 상
관관계와 Bland-Altman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에 따르면 상보 필터 계수 G 값을 낮추어 가속
도 센서 데이터를 계산에 많이 반영할수록, 상관 계수(r)
를 유지하며 평균 오차(σ)의 절대 값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도출된 최적의 상보 필터 계수
(G)는 0.9이며 해당 계수에서의 정확도는 상관 계수 
0.623와 편향 오차 –5.6°로 나타난다.

Fig. 4. Example of complementary filtered squat angle 
using an acceleration and gyro sensor. The 
estimated angle was set to the mean during the 
last 10-s test squat.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and error between the 
measured squat angle and computed squat 
angle using an inertial sensor 

Coefficient of 
complementary filter

(G)

Correlation 
coefficient

(r)
Error

(σ±SD)

0.90 0.623 -5.647±7.538

0.92 0.623 -5.688±7.535

0.94 0.622 -5.765±7.540

0.96 0.620 -5.939±7.557

0.98 0.621 -6.429±7.583

1 0.641 -14.848±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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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squat angle and computed squat angle using a protractor
and a inertial sensor, respectively. The Bland-Altman plot shows error between the 
measured and computed squat angle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허벅지에 착용할 수 있는 단일 관성 센
서 기반의 스쿼트 각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단일 
IMU에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상보 
필터를 적용하여 스쿼트 각도를 계산하였다. 상보 필터 
계수에 따라 IMU를 이용해 계산된 스쿼트 각도와 측각
기에서 측정된 스쿼트 각도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
였다. 상보 필터의 계수를 낮추어 가속도 데이터를 스쿼
트 각도 계산에 반영하였을 때, 상관 계수는 유지하면서 
평균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도 계
산에 가속도 데이터를 반영하면 적분 누적 오차로 인한 

편향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계산된 스쿼트 각도는 측각기에

서 측정된 각도와 높은 상관관계 및 일치도를 보였으나,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확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가장 주요한 오차 발생 요인은 본 연구에서 고려
되지 않은 종아리와 지면 사이의 각도인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스쿼트 시 발목이 굽히지 않게, 즉 종
아리와 지면의 각도를 수직으로 유지하여 대둔근
(gluteus maximus)의 운동을 극도로 할 수 있는 자세를 
원칙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17]. 하지만 피험자의 인체 
측정치(허벅지 길이, 종아리 길이, 상체 길이, 하체 길이, 
비만도)와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종아리와 지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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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각도가 발생되었다. 상기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사용자의 인체 측정치 및 운동 수행 능력을 기계학
습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각도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스쿼트 각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확도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기반하여 스쿼트 
각도에 따른 정확한 스쿼트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면, 트
레이너의 지속적인 지도없이 운동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스스로의 운동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점차 증가하는 홈트레이닝 환경에서 
개인의 운동 방식을 평가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기기로 사
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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