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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줄넘기는 줄을 돌리는 손동작과 뛰어오르는 동작이 결합된 운동으로 정확한 카운트를 위해서는 두 동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운동인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과 함께 치부하여 하나의 동작만을 체크하여 

카운트 하였다. 이것은 실제 줄넘기 동작과는 차이가 있으며 두 동작 중 하나의 동작만을 하고 있다면 확인해내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두 동작을 모두 확인하고 카운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가속도 센

서를 이용하여 뛰어오르는 동작을 확인하며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손동작을 확인한다. 이때 확인되는 값의 파형을 이용하여 

줄넘기 횟수를 카운트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실제 실험을 통하여 카운트 방법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가속도(Acceleration) 각속도(Angular velocity) 회전운동(Rotation Exercise)

I. 서론

기존에 연구되어졌던 줄넘기 카운트는 줄넘기만의 카운트가 아닌 

반복 운동들을 카운트하는 기법들이었다. 줄넘기의 동작은 줄을 돌리

는 손동작과 뛰어오르는 동작이 결합된 운동이다. 반복 운동을 카운트

하는 기법은 이러한 두 가지 동작을 확인하지 못 한다. 반복 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운동과 같은 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동작만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들과 같은 

개념으로 줄넘기를 카운트하게 되면 두 가지 동작 중 하나의 동작만을 

확인하게 된다.[1]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줄넘기 동작을 확인 할 

수 없다. 만약 손동작만 하고 있는 경우나 뛰어오르는 동작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줄넘기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한다.[2]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동작을 모두 이용하여 줄넘기 동작을 

확인하고 카운트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I. 본론

1. 줄넘기 동작 확인

1.1 6축 가속도 자이로 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센서는 MPU 6050센서로 3축 가속도, 3축 

자이로 값을 나타낸다. 이 센서를 이용하여 x y z축의 가속도, 자이로 

값을 얻어 매틀랩(matlab)으로 확인하였다. 가속도 값의 범위는 –2g부

터 +2g까지이며 자이로센서의 값인 각속도 값의 범위는 –250rad/s부
터 +250rad/s까지이다.

1.2 줄넘기 동작확인

줄넘기는 두 가지 동작이 합쳐져 있는 운동이다. 이때 줄을 돌리는 

손동작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뛰어 오르는 동작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각 동작은 3축 즉,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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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축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축의 값을 이용하여 크기(magnitude)를 

구하면 줄넘기 동작을 구별해 낼 수 있다. 크기는 식(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그림 1은 세 축의 값을 크기로 나타내어 줄넘기 동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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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줄넘기를 했을 경우 (b)줄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림 1. 줄넘기 동작의 확인

또한 그림 1의 파형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줄넘기의 두 동작을 

모두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 σ는 식(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Table 1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줄넘기 

동작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준다.

  





 



 

(2)

가속도 표준편차 각속도 표준편차 동작

0.003 9.061 하지 않은 경우

0.721 28.360 뛰는 동작만 한 경우

0.190 83.037 손 동작만 한 경우

0.584 110.148 줄넘기를 한 경우

Table 1. 줄넘기 동작에 따른 표준편차 비교

2. 줄넘기 카운트

2.1  파형분석

그림 2는 줄넘기를 10번 뛰었을 때의 가속도, 각속도 값의 크기의 

파형이다.

(a)가속도 값의 크기 (b)각속도 값의 크기

그림 2. 줄넘기 동작의 파형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줄넘기 동작을 하게 되면 일정한 모습의 

파형을 불 수 있다. 특히 그림 2-(a)는 줄넘기 두 가지 동작을 모두 

볼 수 있다. 파형을 보면 앞서 작은 피크 값이 나타나고 이어서 

큰 피크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손동작으로 인해서 

작은 피크 값이 발생하고 이어서 뛰어오르는 동작으로 인해서 큰 

피크 값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파형을 이용하여 줄넘기 횟수를 

카운트 할 수 있다. 총 50회의 실험결과 47회가 일치하여 94%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Ⅲ. 결론

이 논문에서는 줄넘기의 두 동작을 이용하여 정확히 줄넘기의 

동작을 확인하며 그 횟수를 카운트했다. 결과는 94%의 정확도로 

비교적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시작 부분의 

패턴이 연속적인 곳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패턴인식 기법들을 

적용하여 보완할 예정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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