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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인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스노보더의 무게 중심을 분석하는 시각화 도구를 설계한다. 스노보드는 무게 

중심 운동으로 최대한 자세 긴장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저면과 

무게중심인데 본 연구에서는 자세에 따른 무게 중심의 이동과 안정성을 추적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스노보드 시각화 도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스노보드(Snowboard),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시각화(Visualization)

I. 서 론

스노보드 종목은 무게 중심 운동으로서 기저면(Base of Support)
과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을 통한 자세긴장도(Postural 
Tone)를 최대한 낮게 해야 하는 동계 스포츠이다. 기존 연구에서 

BBP(Balanced Body position)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있었

지만 무게중심에 따른 자세안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지하였다

[1]. 기저면은 인체가 지면에 접촉되어 있을 때 그 접촉점들을 상호 

연결시킨 넓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신체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기저면의 넓이는 인체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관련 있으며 안정성과 

움직임의 상반되는 관계를 보인다. 즉, 안정성이 높으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안정성이 낮으면 움직임이 증가하게 된다. 스노보드의 기

저면은 일반적으로 보드의 두 발 사이의 넓이와 일치하는데 무게 

중심이 기저면 내에 존재하여야 안정적이고 자세긴장도가 낮은 동

작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스노보더의 무게 중심 이동과 자세안정도를 추적하는 시

각화 도구를 설계한다.

II. 설계대상 및 대표 프레임 추출

본 논문의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동작 정보를 제공하는 보더들은 

S대학교 스포츠레저과(강원도 횡성군 소재)의 스노보드 대표선수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대상으로 대표 

프레임(I-Frame)만을 추출하여 분석 이미지를 만든다. 기본적인 라

이닝 자세와 턴 동작시의 자세 등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선을 기준으

로 기저면과의 차이와 무게 중심의 위치 및 이동 과정을 추적하여 

시각화 한다.[그림 1]은 대표 프레임 추출 과정을 보인 것으로 

GOP(Group of Picture)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I-프레임은 독립적

인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 프레임 

선정에 주로 이용된다[2]. 본 논문에서도 별도의 움직임 보장 절차가 

필요 없는 GOP 내의 I-프레임을 대상으로 후보 프레임 선정하고 

유사성 있는 프레임을 제외하기 위하여 2차원맵과 1차원 벡터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비교하여 제외된 프레임을 최종 대표 프레임으

로 선정한다.

동영상

ê

기준 I-프레임 추출

ê

2차원 맵 생성

ê

1차원 벡터 생성

ê

유사도 비교

ê

최종 대표 프레임 선정

[그림 369] 대표 프레임 선정

Fig. 1 Selected of Key-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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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구의 설계

무게중심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제2천추 전방에 

위치하며 신장을 기준으로 기저면에서 약 55~57% 지점에 위치한

다. 이는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인체의 중심선이 수시로 변하므로 

무게 중심도 유동적으로 다를 수 있다. 무게 중심이 기저면을 벗어나

면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되므로 자세긴장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저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낮으면 자세긴장도는 낮아지게 된다. 
신체의 안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기저면의 

넓혀야 하며 무게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70] 무게 중심을 위한 벡터

Fig. 2 The Vector for Center-of-Gravity 

[그림 2]는 무게 중심 계산을 위한 분석 벡터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g=9.8m/s2 로 중력가속도, L은 기저명과 무게 중심 간의 

거리, S는 무게 중심을 의미한다. 무게 중심의 이동은 양 발에 가해

지는 중량에 영향을 주어 각 벡터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미지를 통한 분석 방법을 보인 것으로 (A)와 (B)는 

올바른 자세로 무게중심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자세긴장도가 낮은 

자세이고 (C)는 상체 기울기가 기저면으로 치우쳐 중경자세를 취하

지 못하여 무게 중심이 기저면 밖으로 벗어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런 자세는 오버프레스가 걸리고 컨트롤이 나빠져 원활한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세긴장도가 높아져 안정성이 낮아진다. 이때는 

상체 기울기는 그대로 두고 뒤쪽 무릎의 각도를 조절하여 기저면과 

무게 중심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이동하여 중

경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               (B)                 (C)

[그림 371] 이미지의 분석

Fig. 3 An analysis of the images

Ⅳ. 결 론

본 연구는 스노보드의 안정된 동작을 위한 무게 중심 분석 시각화 

도구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향후 설계의 결과물은 시각화 도구 

구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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