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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건강관리는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

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예방과 관리를 통

한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개인별로 스마트 단말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

라 다양한 건강관리 앱이 제공되고 있는데 건강관

리 패러다임도 개인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위한 손목 시계형, 의복형 등의 다양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은 사용자 상태를 모

니터링하고 건강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 산업은 ICT 기술과 융합하여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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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제품,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의 통합,

건강 데이터 기반 연결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건강관리용으로 애플, 삼성전자, 구글 등의

주요 IT 기업들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

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웨어러블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인간의

움직임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1-6],

관성센서와 자기장 센서를 활용하여 인체의 동작을

측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7-8]

본 연구에서는 개인 피트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건강관리와 운동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

동동작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자가 밴드 형태의 가속도, 각속도, 지자계

모듈이 장착된 운동 센서를 착용하고 피트니스 운

동 중에 발생하는 신호를 획득하고 운동동작을 분

석하였다. 운동동작 분석을 위하여 센서 신호로부터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고 운동동작 분석을 위한 19개의 특징인자

(features)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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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 피트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관리와 운동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동동작

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밴드 형태의 가속도, 각속도, 지자계 모듈이 장착된

운동 센서를 착용하고 피트니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신호를 획득하고 운동동작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활용하여 세 가지 저항성 운동의 동작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확

인하였다. 저항성 운동 상황에서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개인화된 운동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analyzing exercise behavior to increase health care and exercise effect 
in personal fitness. In this study, a user wears a band-shaped acceleration sensor, an angular velocity sensor, and 
a motion sensor equipped with a geomagnetic module. Using the technique presente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motion of three resistive exercises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We have acquired a technique 
for processing personalized exercise information from the data generated in the resistive exercis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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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quired exercis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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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atures for excercise analysis.

2.2 

(Slope Tracing) 





Features 

1  Positive Peak 

2  Positive Peak 

3  Positive Peak 

4  Negative Peak 

5  Negative Peak 

6  Negative Peak 

7  Between Positive Peak 

8  Between Positive Peak 

9  Between Positive Peak 

10  Between Negative Peak 

11  Between Negative Peak 

12  Between Negative Peak 

13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14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15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16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17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18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19  Positive Peak - Negativ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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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ction of positiv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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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ection of negative peak  

i f   
  

 i f  ≦  Set P′ as a atative Peak candidate
  min  Searching Nagative Peak and  for 

    for  sample after Nagative Peak detection

    

   
      



  

2.3 

(yrs) (cm) (kg)

12 28.5±3.9 176.0±5.5 78.5±8.3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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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 조건2 조건3

운동형태 스쿼트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 강도 40%1RM / 60%1RM / 80%1RM

운동시간 20회 이상 / 10회~15회 / 10회 미만

표 3. 저항성 운동 실험 절차
Table 3. Procedure of resistive exercise experiment.

스쿼트,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 시 운동

동작 분석을 위한 주요 시점(events) 및 구간

(phases)의 설정은 3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2개의 구

간을 설정하였다. 주요 시점은 스쿼트 운동 시 무릎

관절, 암컬과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 시 팔꿈치

관절의 각도를 기준으로 운동 시작 전 최대로 신전

된 순간을 신전1 시점, 최대로 굴곡된 순간을 굴곡

시점, 다시 최대로 신전된 순간을 신전2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구간은 3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전1

시점과 굴곡 시점 사이를 굴곡 구간, 굴곡 시점과

신전2 시점 사이를 신전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스쿼트 운동

그림 4의 스쿼트 운동의 분석을 위하여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에 9축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운동량이

많은 허벅지에 부착된 센서의 중력방향 가속도 변

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 스쿼트 동작의 주요 시점 및 구간
Fig. 4. Major time point and period in squat.

19종의 특징인자 중에 19종의 특징인자 중에 양

의 첨두 평균, 음의 첨두 평균, 양의 첨두간 평균

시간, 음의 첨두간 평균 시간, 양음 첨두간 평균시

간, 음양 첨두간 평균시간 등 7종의 특징인자를 이

용하여 대하여 스쿼트 운동을 분석하였다. 스쿼트

운동의 중력방향 가속도 센서 출력은 그림 5와 같

고 이 그래프에서 음의 첨두에서 양의 첨두로의 변

화는 스쿼트 운동의 신전구간, 양의 첨두에서 음의

첨두 변화는 굴곡구간을 나타낸다. 음의 첨두는 신

전구간의 시점 혹은, 굴곡구간의 종점을 나타내며,

양의 첨두는 신전구간의 종점 혹은 굴곡구간의 시

점을 나타낸다.

 

그림 5. 스쿼드 운동의 중력방향 가속도 신호
Fig. 5. Acceleration signal of gravity direction in squat.

스쿼트 운동의 경우 허벅지에 부착된 가속도 센

서가 신전구간과 굴곡구간에서 수평에서 아래쪽으

로 향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굴곡구간의 종

점인 음의 첨두와 신전구간의 종점인 양의 첨두에

서 가속도의 최고값은 40%1RM에서 80%1RM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의 진폭이 증

가하지만 값의 변화는 미미하다.(그림 6) 스쿼트 운

동의 경우 강도 증가에 따른 운동량이 증가분이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관절 운동인 스쿼트 동작

은 운동 강도가 증가하더라도 여러 관절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6. 스쿼트 운동의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 비교
Fig 6. Comparison of positive peak and negative peak 

in squat.

그림 7에서 양의 첨두 평균시간은 굴곡구간의 시

점을 기준으로 스쿼트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 음의

첨두 평균은 신전구간을 기준으로 스쿼트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을 의미한다. 두 평균시간 모두 유사

한 값을 가지며 80%1RM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함

에 따라 평균 수행시간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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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쿼드 운동의 양의 첨두간 시간 및 음의
첨두간 시간 비교

Fig. 7.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peak /  
between negative peak time in squat.

그림 8의 양음 첨두간 평균시간은 스쿼트 운동의

신전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내며 음양 첨두간

평균시간은 굴곡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웨이트를 들고 일어서는 신전구간의 운동부하가 크

고 수행시간이 굴곡구간보다 긴 것을 볼 수 있다.

운동강도가 80%1RM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스쿼트

의 신전구간과 굴곡구간 모두 수행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스쿼드 운동의 운동의 양음간 첨두 시간 및
음양간 첨두 시간 비교

Fig. 8.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time /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time in squat. 

3.2 암컬 운동

그림 9의 암컬 운동의 분석을 위하여 손목과 상

완부위에 9축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암컬 운동의 경

우 굴곡과 신전 동작에서 상완보다는 손목의 동작

변위가 크기 때문에 손목에 부착된 센서의 지구 중

력방향의 가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19종의 특징인

자 중에 19종의 특징인자 중에 양의 첨두 평균, 음

의 첨두 평균, 양의 첨두간 평균 시간, 음의 첨두간

평균 시간, 양음 첨두간 평균시간, 음양 첨두간 평

균시간 등 7종의 특징인자를 이용하여 대하여 암컬

운동을 분석하였다.

그림 9. 암컬 동작의 주요 시점 및 구간
Fig. 9. Major time point and period in arm curl.

암컬 운동에서 중력방향의 가속도 센서의 출력은

그림 10과 같으며 그래프의 시작에서 음의 첨두에

서 양의 첨두로의 변화는 암컬 운동의 굴곡구간, 양

의 첨두에서 음의 첨두 변화는 신전구간을 나타낸

다. 음의 첨두는 굴곡구간의 시점 혹은, 신전구간의

종점을 나타내며, 양의 첨두는 굴곡구간의 종점 혹

은 신전구간의 시점을 나타낸다. 손목에 부착된 가

속도 센서가 굴곡구간에서는 수평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음에서 양의 값, 신전구간에서는 위

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양에서 음의 값을 가진

다. 신전구간의 종점인 음의 첨두와 굴곡구간의 종

점인 양의 첨두에서 가속도의 최고값은 40%1RM에

서 80%1RM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값

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그림 11) 이는 운동 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속도 성분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암컬 운동의 중력방향 가속도 신호
Fig. 10. Acceleration signal of gravity direction in arm curl.

 

그림 11. 암컬 운동의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 비교
Fig. 11. Comparison of positive peak and negative 

peak in arm c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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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양의 첨두 평균시간은 신전구간의 시

점을 기준으로 암컬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 음의 첨

두 평균은 굴곡구간을 기준으로 암컬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을 의미한다. 두 평균시간 모두 유사한 값

을 가지며 80%1RM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

라 평균 수행시간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암컬 운동의 양의 첨두간 시간 및 음의
첨두간 시간 비교

Fig. 12.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peak /  
between negative peak time in arm curl.

그림 13의 양의 첨두간 및 음의 첨두간 평균시간

은 신전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내며 음양 첨

두간 평균시간은 굴곡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

낸다. 웨이트를 당기는 굴곡구간의 수행시간이 신전

구간보다 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운동강도가 80%

1RM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암컬 신전구간과 굴곡구

간 모두 수행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림 13. 암컬 운동의 양음간 첨두 시간 및 음양간
첨두 시간 비교

Fig. 13.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time /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time in arm curl. 

3.3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

그림 14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분석을

위하여 손목과 상완부위에 9축 센서를 부착하였으

며, 분석은 운동량이 많은 손목에 부착된 센서의 중

력방향 가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14.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의 주요 시점 및
구간

Fig. 14. Major time point and period in tri-ceps 
extension.

19종의 특징인자 중에 양의 첨두 평균, 음의 첨두

평균, 양의 첨두간 평균 시간, 음의 첨두간 평균 시

간, 양음 첨두간 평균시간, 음양 첨두간 평균시간

등 7종의 특징인자를 이용하여 대하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을 분석하였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중력방향 가속도 센

서 출력은 그림 15와 같고 그래프에서 양의 첨두에

서 음의 첨두로의 변화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

동의 굴곡구간, 음의 첨두에서 양의 첨두 변화는 신

전구간을 나타낸다. 양의 첨두는 굴곡구간의 시점

혹은, 신전구간의 종점을 나타내며, 음의 첨두는 굴

곡구간의 종점 혹은 신전구간의 시점을 나타낸다.

손목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가 굴곡구간에서는 수평

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0에서 양의 값, 신전구간

에서는 위에서 수평으로 향하기 때문에 양에서 0의

값을 가진다.

 

그림 15.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중력방향 가
속도 신호

Fig. 15. Acceleration signal of gravity direction in tri- 
ceps extension.

신전구간의 종점인 양의 첨두와 굴곡구간의 종점

인 음의 첨두에서 가속도는 운동 강도의 증가에 따

라 가속도의 변화는 작다.(그림 16) 트라이셉스 익

스텐션 운동의 경우 운동부하 증가에 따른 운동량

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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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 비교

Fig. 16. Comparison of positive peak and negative 
peak in tri-ceps extension.

그림 17의 양의 첨두 평균시간은 굴곡구간의 시

점을 기준으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 음의 첨두 평균은 신전구간을 기준으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을 의미

한다. 두 평균시간 모두 유사한 값을 가지며

80%1RM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

행시간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7.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양의 첨두간
시간 및 음의 첨두간 시간 비교

Fig. 17.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peak time /  
between negative peak time in tri-ceps 
extension.

 

그림 18.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양음 첨두간
시간 및 음양 첨두간 시간 비교

Fig. 18. Comparison of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eak time /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peak time in tri-ceps extension.

그림 18의 양의 첨두간 및 음의 첨두간 평균시간

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굴곡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내며 음양 첨두간 평균시간은 신전

구간의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낸다. 웨이트를 들어올

리는 신전구간의 운동부하가 크고 수행시간이 굴곡

구간보다 긴 것을 볼 수 있다. 운동강도가 80%1RM

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의 신전

구간과 굴곡구간 모두 수행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토의 및 결론

스쿼트,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 비교 결과는 그림 6, 그림 11, 그

림 16에서 볼 수 있는데 스쿼트, 트라이셉스 익스텐

션의 경우 운동강도에 따라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

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강도가

증가하더라도 여러 관절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

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컬의 경우

에는 80%1RM 조건에서 양의 첨두와 음의 첨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스쿼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의 경우 동작이 일정한 가동범위를 유지하지만, 암

컬의 경우 운동강도 큰 80%1RM 조건에서 신전동

작과 굴곡동작의 종점에서 가동범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스쿼트,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평균

수행시간은 그림 7, 그림 12, 그림 17의 양의 첨두

간 시간 및 음의 첨두간 시간 비교에서 알 수 있으

며, 80%1RM 조건이 40%1RM과 60%1RM 조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쿼트과 암컬은 경

우 40%1RM과 60%1RM의 평균 수행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80%1RM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의 경우에는 40%1RM,

60%1RM, 80%1RM으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

속적으로 수행시간이 증가하였다. 운동 강도의 변화

에 따라 평균 수행시간에 영향을 미친 구간별 수행

시간은 그림 8, 그림 13, 그림 18의 양음간 첨부 시

간 및 음양간 첨두 시간 비교에서 알 수 있다.

스쿼트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웨이

트를 들어올리는 신전구간이 굴곡구간보다 수행시

간이 더 소요되며, 암컬의 경우에는 굴곡구간에서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

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쿼트, 암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의 굴곡구간과 신전구간

의 평균 수행시간은 운동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성 운동

시 사용되는 바벨이나 덤벨과 같은 외적 부하는 중

력의 영향을 받아 수직하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벨이나 덤벨을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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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인 스쿼트와 트라이셉스 익

스텐션의 신전구간 및 암컬의 굴곡구간과 같은 특

정 구간에서 외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평균 수행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항성 운동 시 운

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수행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근육의 힘과 속도 관계에서 근육의 힘 발생이 증가

할수록 움직임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반비례 관

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적 부하 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운동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항성 운동 측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피트니스

운동 상황에서 생성된 데이터로부터 개인화된 운동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산소 운동 및 저항성 운동에 대한 운동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운동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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