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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가속도 신호 분석을 통한

운동 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양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와 달리기 시의 운동 강도는 운동 상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 상태는 운동 속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측

정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이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

의 방법들은 운동 속도를 측정함에 있어 불편함이 따르고 신뢰할만한 수준의 정

확도를 보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 중 3차원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무구속․무자각적 생체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된 가속도 데이터를 분석하

여 운동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개인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운동 중 신체 특정 부위에 부착된 3축 가속도계로부터 수집된 가속도 신호와 몸

무게, BMI, 다리길이, 걸음 수와 같은 변인들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운동 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회귀 수식을 결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회귀 수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운동 속도는 실제 운

동 속도와 유의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운동 속도, 가속도 신호, 가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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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007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9.43세(남자 76.13세, 여자 82.73세)로 1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5년이나 늘어났다. 이는 우리의 수명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56.8세)로부터 약 30년의 삶을 더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청은 의

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2050년에는 86.0세로 높아질 것

이라고 했다. 이 같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행복한 삶의 추구에 따라 개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과다에너지 섭취,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의 주원인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에 있다. 특히 운동부족은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켜 지방

의 합성을 촉진하며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증가, 체지방 합성을 촉진한다.

비만으로 인한 체지방량의 과다축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육이나 인대의 염좌, 뼈의 골절에 대한 유병률 등을

증가시킨다. 비만의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소시킴으로써 합병증의 치

료와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여 비만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체중 감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운동이나 활동량을 증가는 직접적인 에

너지 소비와 안정 시 에너지 대사 및 식이체열생산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높은 효과가 있다[1][2][3][4].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 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운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집중력 감소, 피로 축적, 판단력

저하, 신체 기능마비, 불면 등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

고 노화, 근육 손상,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심각하게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5].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양

의 운동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별로 필요한 운동의 양을 알

기 위해서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양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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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은 크게 운동 빈도, 운동 지속 시간, 운동 강도를 통해서 운동의 양

을 판단할 수 있다.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운동하는 횟수로 결정되며, 이는 운동

횟수를 기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운동 지속 시간은 하루에 필요한 운동시간

으로 가벼운 운동의 경우에는 40∼50분, 중 정도의 운동에서는 30분 내외, 그리고

강한 운동에서는 15∼20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운동 지속 시간은 타이머를 이용

하여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운동 강도는 일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개개인이 자

기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할 때 맥박수를 표준으로 결정하며, 심박수를

이용한 운동 강도 측정은 그 방법이 복잡하며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유

산소 운동에서의 운동 강도는 운동 속도에 따른 운동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6]. 따라서 심박수 대신 운동 속도를 기준으로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운동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운동 속도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방법, GPS를 이용

한 방법, 가속도계를 이용한 방법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정확도가 높지 않고

방법이 복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 발전으로 인해 크기가 작고 사용이 용이하며, 정확한 움직임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데이터 획득 방법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

한 운동 속도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운동 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운동 중 신체 특정 부위에 부착된 3축 가속도계로부터 수

집된 가속도 신호와 몸무게, BMI, 다리길이, 걸음 수와 같은 변인들을 유효변인으

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운동 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

한 회귀 수식을 결정하고 추정 방식의 유효함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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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유산소 운동

2.1.1 유산소 운동의 개념

유산소 운동이란 에어로빅스(Aerobics), 에어로빅운동이라고도 한다. 숨이 차지

않으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킴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조직을 갖게 하

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운동 부족과 관련이

높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 해소와 노화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에어로빅댄스, 크로스컨트리, 마라톤 등이 여기에 속한

다. 1968년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인 케네스 쿠퍼(Kenneth Cooper)가 심장병 치료

를 위한 운동 요법으로 고안하였는데, 미국항공우주국에서 우주비행사의 신체적성

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큰 호응을 얻은 뒤부터 민간단체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대중운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1974년 2월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기독교청년회) 초청으로 내한한 쿠퍼 박사가 워크숍을 통해

소개하면서 보급되었다. 현재 많은 운동 종목에서 심폐 지구력 강화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적당히 수축·이완시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운동 강도, 운동 지속시간, 운동 빈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

동 강도는 최대운동능력의 40∼85％ 범위에서 처방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은 60∼80％ 범위에서, 최대운동능력이 낮거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40∼

60％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에 따라 다

르게 정한다.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제외하고 1회에 15∼60분 정도

가 적당하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는 초기 운동 강도를 선택할 경우, 20∼30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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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0 190 185 175 165 155

90 175 170 165 155 145

80 165 160 150 145 135

70 150 145 140 135 125

60 135 135 130 125 120

50 125 120 115 110 110

40 110 110 105 100 100

할 수 있는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권하고 있다. 운동 빈도는 각 개인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달려 있다. 정상 성인의 경우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운동을 해

야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는데 체력 수준이 높아지면 5회 정도로 늘려야 심폐 지

구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대운동능력이 낮은 사람은 1회 운동

시간을 5분 정도로 하여 하루에 3∼4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 운동 빈

도를 주 5회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걷기, 달리기 등 체중 부담을 안고 하는 운동

과 수영, 자전거타기 등 체중 부담이 없는 운동을 번갈아 실시하는 것이 좋다.

2.1.2 유산소 운동 파라미터

2.1.2.1 유산소 운동 강도

일반적으로 생활 활동에 필요한 운동 강도는 그 사람이 갖는 최대운동능력의

30% 정도 이내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운동으로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효

과를 기대하기에는 강도가 다소 낮다. 반면 강도를 높일 경우에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단, 엄밀하게는 이 수치는 연령에 의

하여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력년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 2.1 연령에 따른 운동 강도 (심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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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강도(%) 지속시간(분) 비 고

40 60 상당히 가볍다

50 30 가볍다

60 15 조금 힘들다

70 3 힘들다

일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개개인이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할 때

맥박수의 표준으로 운동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운동에 의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

고 반대로 70% 이상 강도의 운동은 보통 사람의 건강운동방법으로 필요하지 않

다. 또한 운동선수가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85%이상의 운동 강도는

피해야 한다.

2.1.2.2 유산소 운동 시간

목표 범위(Target Zone)에 상당하는 강도의 운동을 10∼30분간 지속하면 심장,

폐 등의 기능이 향상되어 전신지구력 능력이 개선, 강화된다.

운동의 전후에는 5∼10분간의 준비운동(Warming up)과 정리운동(Cooling

down)을 하여야 한다.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운동은 심장, 폐 등의 호흡순환계의

움직임이 안정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에 필요한 운동시간은 가벼운 운동의 경우에는 40∼50분, 중 정도의 운동에

서는 30분 내외, 그리고 강한 운동에서는 15∼20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운동 강도에 따른 지속 시간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

적이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시작하려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몸을 충

분히 풀어주고 본 운동으로 들어가서 건강향상을 위한 운동을 실시한 후 몸의 상

태를 정상상태로 되돌려 주는 정리운동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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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유산소 운동 빈도

운동의 효과는 1주에 5∼6일 운동하는 경우 100%이고 15일에 1회인 경우는 0%

이다. 따라서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운동 횟수는 1주에는 3∼6회(월간 12∼

24회) 사이에 있다.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계속하는 것이 효

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일주일에 6일

정도 하고 하루는 푹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운동의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 3일 이상으로 약 3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2.1.3 유산소 운동의 효과

· 근력의 기능 향상

근섬유가 굵어지게 되어 근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내의 모세혈관이 발달

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근지구력이 향상된다.

· 폐의 기능 강화

폐활량이 증가되어 분당 환기량 및 산소 섭취량 등 폐기능이 강화된다.

· 혈관 및 심장의 기능 향상

심장은 일반적으로 700∼800ml 정도의 용적을 갖고 있으나 잘 훈련된 사람은 심

장의 크기가 커져 1,100ml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번의 펌프작용으로 많은 혈액

을 내보내어 1분간의 맥박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심장의 박동을 적게 하면서도 온

몸에 혈관의 탄력성이 향상되고 혈관수가 증가하여 원활한 혈액공급이 가능해지

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하여 신체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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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의 예방과 치료 효과

운동부족과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운동을 하면 대사 작용에 소비되지 않는 지방이 신

체 각 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비만이 해소된다.

· 몸의 노화 속도 저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생리기능의 노화 정도가 감소되어 몸의 노화 속도

를 늦추어 주며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정신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 유산소 운동의 생리적 효과

뇌 : 뇌세포의 노화방지, 스트레스 해소, 머리가 명석함, 불면해소

심장 : 심근의 수축력 증강에 의한 박출량의 증가

근육 : 모세혈관의 발달, 에너지 저장량의 증대, 스테미너 향상

췌장 : 인슐린 분비 촉진(당뇨병 예방), 호르몬 분비 촉진(성호르몬)

폐 : 호흡효율의 개선, 산소섭취량 향상, 가스교환 개선

혈관 :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 고혈압 방지

소장, 대장 : 변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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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산소 운동 상태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걷기와 달리기를 기준

으로 운동 상태를 구분하고자 한다.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걷기와 달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걸음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져 왔다.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고려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

한 유산소성 운동으로서 걷기 운동은 같은 거리를 운동했을 경우 조깅과 거의 같

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어 체중조절에 매우 유리한 운동일 뿐 만 아니라 운동

실시 중 상해의 위험이 거의 없어 꾸준히 계속하면 운동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

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걷기는 단순히 걷기일 뿐이기 때문에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어떻게 걷든지 간에 걷는 방법은 동일하며 단순하다. 고급자의 경우에는 팔

의 위치와 발을 놓는 위치가 속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

의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워킹에서는 걷기를 속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Strolling walking,

Brisk walking, Athletic walking, Race walking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하지

만 Race walking은 일반인이 시행하기에는 부상의 위험이 크고 기술적으로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Race walking을 제외한 Strolling walking,

Brisk walking, Athletic walking과 달리기로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6].

2.2.1 Strolling Walking

초보자나 중급자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쉬운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걷는 걸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운동의 강도를 올리기에는 낮은 강도이다. 완보 혹

은 산보 등이 이에 속한다.

완보란 걷기의 처음단계로 신체의 처음 이동 단계이다. 스포츠워킹의 바른 자세

를 취하기 위하여 기초 연습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준비운동, 혹은 환자 및 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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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운동의 강도 20∼40% 로서 분당

50∼60m 내로 시간당 3∼3.5km 을 이동하며, 보폭이 짧고 매분 소비하는 칼로리

도 2,0kcal 을 초과하지 않는다.

산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통 걷는 걸음의 방법이다. 운동의 강도 40∼

60%, 분당 60∼70m 내로 시간당 3.5∼4km 을 이동하며, 매분 소비하는 칼로리는

3,0kcal 정도가 된다.

2.2.2 Brisk Walking

훈련영역으로 운동의 강도를 올리기에 충분히 빠른 움직임을 말한다. 이것은 각

각의 체력 수준에 따라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며 각자의 체력과 건강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다. 속보가 이에 속한다.

속보는 걷는 걸음의 방법은 변함이 없으나 앞뒤로 손이 자연스럽게 활기차고 빠

르게 움직이는 걸음으로 운동의 강도가 50∼70% 정도로 높고 분당 80∼90m 속력

으로 시간당 5∼5.5km을 이동하며, 매분 소비하는 칼로리도 3.5kcal 이상이 된다.

2.2.3 Athletic Walking

경주 걷기 기법과 병행되어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걷게 되고, 훈련영역의

중간 이상 높은 단계로 심박수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 수준은 걷기에 더욱 높은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나 시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수준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에서 저 강도, 중 강도, 그리고 고 강도를 워커가 스스로 반복

변화하는 것으로 스피드 운동을 위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스포츠워킹의

최상의 유형에 걷기 형태로서 이 워킹 법을 습득하게 되면 걷기에 마니아가 될

것이다. 급보, 강보가 이에 속한다.

급보는 스포츠워킹의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며 발의 디딤 각도가 직선상에서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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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밖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발뒤꿈치의 바깥쪽 부분부터 착지하여 5번 째 발가

락에서 4번 째, 3번째로 전환되면서 점차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

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팔은 90도 굽히고 신체의 정중선(Sagittal

plan) 쪽으로 하여 앞뒤로 발의 리듬에 맞추어 흔든다. 호흡은 보통 4걸음에 1회

내쉬며 흡기는 초기의 단계에서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숙달이 되면 호기 전

3걸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장 흡기 하고 4걸음 째에 호기 하는 호흡법을 숙달하

면 에어워킹(airwalking)으로 유산소적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여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운동의 강도 6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분

당 100∼110m 속력으로 시간당 6∼7km을 이동하며 매분 소비하는 칼로리도

4,5kcal 정도가 된다.

강보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걷기의 이동 수단으로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

으며 발의 착지 각도를 거의 일직선상으로 놓이며 팔도 앞뒤로 걷는 발 과 호흡

의 리듬에 맞추어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흡기와 호기는 4걸음에서 2걸음으

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형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가 70% 이상 나타날 수 있으며

분당 120∼130m 속력으로 시간당 7∼8km 로 이동하며 매분 소비하는 칼로리가

7.5 kcal 정도로 운동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

2.2.4 Race Walking

경쟁적인 달리기 선수들과 유사한 훈련계획과 경쟁적인 경주에 필요한 자기 자

신의 기법이 요구된다. 일반 사람들이 경보와 같은 걷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시합을 한다면 규칙과 시합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경보가 이에 속한다.

경보는 경쟁적인 달리기 선수들과 유사한 훈련계획과 경쟁적인 경주에 필요한

자기 자신의 기법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레이싱 워킹(Race walking)이다.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운동의 강도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지나치

면 신체의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등 스포츠 상해를 입을 수 도 있다. 시간당

15 km 이상을 전진하며 운동의 강도가 높으므로 보통 호흡은 2걸음에서 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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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를 되풀이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법으로는 기술(Skill)적

요소가 필요 되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지 않는다.

2.2.5 Running

달리기란 동물이 육상에서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가장 빠른 방법을 말하는 것

으로 특정 시점에서 모든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걸음걸이로 정의된다. 달리기

는 속도로 구분하지 않고, 달리는 거리에 기준하여 구분되며 크게 단거리(100m,

200m, 400m), 중거리(800m, 1,500m), 장거리(3,000m, 5,000m, 10,000m), 초장거리

(42,195m)로 분류한다. 또한 달리기는 단거리 달리기와 같이 빠른 속도에서 수행

할 경우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운동 분석 분야에서는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걷기와 달리기를 구분한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운동 습관, 개인의 의지

에 따라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걷기와 달리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빠

른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단계인 Athletic walking 이상의 속도(8km/h이상)를 달리

기 상태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 류
속 도

(km/h)

칼로리 소비량

(kcal/h)

보 폭(cm)

남 자 여 자

Strolling walking 2 ∼ 4 120 ∼ 180 신장 - 102 신장 - 98

Brick walking 4 ∼ 6 180 ∼ 270 신장 - 93 신장 - 90

Athletic walking 6 ∼ 8 270 ∼ 450 신장 - 81 신장 - 83

Running 8 ∼ / / /

Race walking 15 / / /

표 2.3 유산소 운동 상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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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readmill 운동

트레드밀은 속도와 경사도 조절을 통하여 운동부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 기기로 그 동안 Balke, Bruce, Elestad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각기 다양

한 운동부하 조절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운동생리학 연구 시 사전 운동

검사 및 실제 본 실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트레드밀 운동부하검사는 심

폐기능을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검사이며 측정항목으로는 산소 섭취량이 주

로 사용된다. 평지에서 걷기와 트레드밀에서 걷기 사이에 산소소비량 비교, 그리고

신체활동에 따른 걷기 시 산소소비량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트레드밀을 사용한 운동부하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사

도를 고정시켜 놓고 속도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둘째 속도를 고정시키고 경사

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와 경사도를 함께 증가시키는 방법

이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Ellestad의 트레드밀 운동부하방법이 대표적이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Balke의 트레드밀 운동부하 방법이 있으며 속도와 경사도를 함

께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Bruce의 트레드밀 운동부하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Bruce 트레드밀 운동부하 방법은 1.7mph의 속도와 10%의 경사도에서 시작하여 3

분마다 속도와 경사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드밀 운동

부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상태와 신체 특정 부위에서 얻어진 가속도 신호, 걸음 수,

신체적 특성(키, 체중, BMI, 다리길이, 보폭)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트레드밀

의 경사도는 고정시키고 속도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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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동 상태 추정 방법

2.4.1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방법

운동 상태 추정 방법으로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양쪽 신

발에 초음파 송·수신부를 부착하여 걸음을 감지하는 방법이다. 걸음에 대응하여

초음파 신호를 발생하여 전파 신호와 함께 송신한 뒤 수신부에서 이를 감지하여

전파 신호가 수신된 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설정하고, 기준시간으로부터 초음파 신

호의 지연시간을 계산하여 보폭 값을 정하고, 보폭 값을 기반으로 이동거리, 이동

속도 및 소모열량을 계산하여 결과 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한다[7].

하지만, 송신과 수신이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취부

문제가 있어 한 개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밀한 발신, 수신회로가 필요하고,

초음파 센서는 주변의 온도 변화에 대하여 오차가 크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에 따

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오차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4.2 GPS를 이용한 방법

운동 상태 추정 방법의 하나로 GP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법이 있다. GPS를 이

용한 위치결정 기법은 특정 위치에 놓인 대상의 물리적이나 지리적, 논리적인 위

치를 결정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GPS는 신호 반경이 넓고 위성을 통해 안정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의 위치 결정에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GPS를

이용한 위치결정 방법은 필요로 하는 위치 정확도를 얻기 위해 다양한 활용방법

이 개발되어 있다.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단말기의 위치 정보로부터 단말기

의 이전 및 현재 위치정보를 검출하여 단말기의 이동거리를 산출하며, 산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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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리만큼의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8][9].

그러나 위성을 활용한 위치 결정 방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층건물 옆, 실

내, 수목 아래 등 위성과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위치결정이 불가능하며, 트레드밀

운동과 같이 사용자의 위치가 정적인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2.4.3 가속도계를 이용한 방법

가속도계는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사용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하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움직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10][11]. 가속도계는 예전부터 앉기,

눕기, 걷기, 뛰기 등 인체 동작의 상태를 구분하는 상황인식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12][13]. 또한 신체의 움직임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운동 중 소모된 에너지 소

비량을 추정에 관한 연구와 운동 중 산소섭취량 추정에 관련된 연구[14][15], 가속

도 신호의 측정을 통해 운동 능력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그 외에도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보행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편마비 환자와

같이 특정한 실험군에 대한 보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하

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17], 그 밖의 신체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신체 특

정 부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8][19].

또한, 가속도계를 이용한 보행횟수 검출과 같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20]

[21][22], 가속도계를 이용한 운동 속도 추정과 관계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걷기와 달리기 시 하지의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속도계를 하지에 부착

하면 하지의 움직임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23][24]. 하지의 움직임 정보

는 운동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5], 이를 이용하면 운동 상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드밀 운동 중 신체 특정 부위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그 신호를 획득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운동 속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 15 -

제 3 장 연구 방법

3.1 연구 방향

운동 속도 추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측정을 위한 방식에 제약이 많고 측정

방법이 복잡하며 신뢰할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 기존의

운동 속도 측정 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방법에 비해

높은 정확성을 나타내면서 무구속·무자각적인 방법으로 운동 속도를 추정하기 위

해 유산소 운동 시 가장 움직임이 많은 신체 특정 부위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운동 중 각 부위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고,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운동 속도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유전적, 체격적인 특별한 비 선정 사유가 없고 운동 실험에

참여하지 못할 병력 사유가 없으며,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 건강한

성인 남자 21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성 별(N) 나 이 신 장(cm) 몸무게(kg) BMI 보 폭(cm)
다리길이

(cm)

남 자

(21명)

평균 24.24 177.41 75.84 24.14 94.45 87.00

표준오차 ±1.76 ±5.92 ±8.94 ±3.00 ±4.29 ±6.83

표 3.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 16 -

3.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3.3.1 신체 특성 검사

실험에 앞서 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신체 특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진을 통한 과거의 병력을 조사하였다. 신체 특성 검사는 실험 당일 일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피험자의 나이, 신장, 체중, BMI, 보폭, 다리길이를 측정하였고 과거

의 병력조사는 설문지 작성을 통해 특이사항을 기록하였다.

3.3.1.1 보폭 측정

보폭은 지면의 경사에 따라 달리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전혀 없고

지면에 장애물이 없는 평지를 실험 장소로 선정하였다. 줄자를 평평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지면으로 살짝 내려놓는 방법을 사용하여 줄자를 깔고 줄자의 0점에 수

직으로 선을 그어 출발점을 표시하였다. 피험자는 줄자를 다리 사이에 놓은 후 발

뒤꿈치를 0점에 위치시킨 뒤, 가능한 가장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

며, 10걸음을 걸은 후에 앞발의 위치에 있는 눈금을 읽어서 기록하였다. 이 과정을

총 5회 반복 실시하여 기록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여 피험자의 보폭으로 하였

다. 보폭은 걷기의 속도가 느리면 작아지고, 빨라지면 커지기 때문에 걷기 속도는

같은 속도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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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다리길이 측정

다리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실제적인 다리의 길이만 측정

하는 방법(절대적 길이)과 골반의 경사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상대적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 다리길이 측정법(true leg length

discrepancy)라고 하며,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의 앞쪽 가장 튀어나온 부분(상전

장골극, 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 부터 안쪽 복사뼈(내측과, MM,

Medial Malleolus)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외관상 다리길이

측정법(apparent leg length discrepancy)라 하며,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배꼽부터 안

쪽 복사뼈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실제 다리길이 측정법

(true leg length discrepancy)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다리 길이를 측정하였다.

3.3.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도구를 사용하였다.

표 3.2 사용 도구 및 용도

도 구 모 델 명 용 도

신장 및 체중 측정기 DS-102, DS JENIX 신장, 체중 측정

체지방량 측정기 BoCA X2, MEDIGATE BMI 측정

3축 가속도 신호

측정 모듈
자체 제작

3축 가속도 신호

측정 및 저장

트레드밀 TM55, QUINTON 운동 부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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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는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의 크기를 출력하는 것으로, 1축, 2축, 3

축 등 축수에 의해서 타입이 나누어진다. 3축 가속도 센서의 경우 x, y, z 3축 방

향의 3차원 공간에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중력 가속도를 기준으로 물체

의 기울어진 각도와 각 방향의 가속도로부터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는 것

이다. 이 때 중력 가속도를 기준으로 물체의 기울어진 각도는 지구 중력이 수직방

향일 때 중력가속도 1G이다. 따라서 중력가속도는 그림1처럼 sin(기울어진 각도)

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가속도 센서의 검출감도[V/g]는 가속도당 전압변화에

의한 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클수록 우수한 가속도 센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센서는 MMA7260으로 x, y, z 방향의 가속 요소에 해당하는

전기적 출력을 갖춘 3차원 동작 센서이다. 이 센서는 기울기에 대해 1.5G에서 6G

까지 측정할 수 있고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11kHz이다. 또한 동적(동작, 충격, 진

동) 및 정적(중력) 가속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3.1 각도에 따라 검출되는 G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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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20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트레드

밀에서 걷기와 달리기 운동 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운동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험

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3.4.1 가속도계 부착 위치 선정

트레드밀 운동 중 피험자의 정확한 운동 정보 획득을 위해 3축 가속도계는 걷기

와 달리기 시 움직임이 가장 많은 손목, 무릎, 발목에 각각 부착하여, 운동 중 신

체 각 부위의 움직임 정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걷기 시 3축 가속도계가 부착된 손목, 무릎, 발목의 움직임은 <그림 3.2>와 같으

며, 일반적인 보행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3.2 가속도계 부착 위치 및 보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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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실험 과정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전 운동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여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은 운동 전에 측정하여

개인별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피험자들은 부상 방지 및 실험을 위한 운동 프로토콜 적응을 위해 실험 전 스트

레칭 및 준비 운동(Warm-up)을 실시하고 본 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운동 프로토콜은 경사도를 고정시켜 놓고 속도만을 증가시키

는 Ellestad의 트레드밀 운동부하검사 방법의 이론적인 배경에 준거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는 <그림 3.3>과 같다.

트레드밀 운동 중의 정확한 운동 상태 추정을 위하여 Windows 기반의

LabView 8.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레드밀 자동 제어를 통해 정확히 30초 단위

로 속도를 1km/h씩 증가시켰으며, 이를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3 Exercis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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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데이터 획득 및 신호 처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트레드밀 운동 중 3차원 가속도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

석을 위한 신호처리를 수행하였다.

3.4.2.1 가속도 데이터 획득

트레드밀 운동 중 신체 각 부위의 운동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 SD card를 사용하여 실시간

으로 가속도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저장 방식은 FAT32 File System을 사용하였

으며, 컴퓨터에서 쉽게 읽고 사용자의 운동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장

되는 파일의 이름은 각각 손목(WRIST.TXT), 무릎(KNEE.TXT), 발목(ANKLE.

TXT)으로 정하여 데이터가 바뀌는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3.3>와 같다.

구 분 내 용

Parameter acceleration signal (x, y, z axis)

Sampling rate 100 Hz

Resolution 12 bit

Storage volume 1 GB

Writing speed 2 MB/s

File system FAT32

표 3.3 가속도 데이터 획득 장치



- 22 -

3.4.2.2 획득된 가속도 원신호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가속도 데이터 획득 부위로 선정된 손목, 무릎, 발목에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각각의 x, y, z축에 해당하는 가속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획득된 가속도의 원신호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신체 부위별 측정된 가속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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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가속도 신호의 전처리

가속도 신호의 적분값을 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0.5Hz High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기저선을 제거하였다. 또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30Hz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 성분의 신호 또한 피험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성분

이므로 절대값을 취하여 적분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 가속도 신호의 전처리

x축 : 시간 ( x 0.01초)

y축 : 가속도 신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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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가속도 신호의 적분

전처리가 끝난 가속도 신호는 트레드밀에서 속도가 변하는 간격과 동일하게 30

초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서의 적분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가속도 신호의 적분값

x축 : 시간 ( x 30초)

y축 : 적분값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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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가속도 에너지의 적분

운동 중 정확한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변인으로 각 부위에서 획득된 가속도 신

호의 에너지을 <식 3.1>의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30초 단위로 적분하였

다. 그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식 3.1)

그림 3.7 가속도 에너지의 적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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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걸음 수 추정

트레드밀 운동 중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변인으로 걸음 수를 선정하였다. 걸음

수를 측정하기 위해 발목에서 획득된 가속도 데이터 중 y축의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발목에 부착된 가속도계의 y축 데이터는 발이 뒤에서 앞으로 움직일 때 양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앞에서 뒤로 움직일 때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양의 방향

에서 나타나는 피크를 검출하고 그 수를 카운트하면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오른쪽 발이 이동한 횟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값을 운동 상태

추정을 위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8 가속도 데이터의 피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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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는 SPSS 15.0,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

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트레드밀에서의 운동 속도 추정에 관한 통계 분석을 위해 총 21명의 피험자 중

1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3명의 데이터는 회귀 방적식의 유의성을 확

인하는데 이용하였다. 트레드밀 운동 중 3축 가속도계에서 수집된 신체 움직임 정

보를 이용하여 운동 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 모형을 제시하고자, 각 변수들과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 변수를 갖는 각각의 회귀모형에 대한 결정계수

(R²) 산출을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가속도계를 이용한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위한 변인으로 단위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트레드밀 속도와 신체 각 부위에서 수집

된 가속도 신호의 적분값, 가속도 에너지의 적분값, 걸음 수 그리고 신체 특성 변

인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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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및 고 찰

4.1 변인들과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위한 변인들의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신체 각 부위에서 수집된 가

속도 신호의 적분값, 가속도 에너지값, 걸음 수와 실제 트레드밀의 속도를 기준으

로 하는 운동 속도와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걷기 또는 달리기 운동으로 인한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의 크기는 운동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세 곳의 신체 부위를 선정하여 운동으로 인한 x, y,

z 축 가속도 신호 변화의 적분 크기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wrist_X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03**

    .000

     216

wrist_Y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883**

    .000

     216

wrist_Z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794**

    .000

     216

   **p < .01

표 4.1 손목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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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_X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00**

    .000

     216

knee_Y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63**

    .000

     216

knee_Z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44**

    .000

     216

   **p < .01

표 4.2 무릎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ankle_X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70**

    .000

     216

ankle_Y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70**

    .000

     216

ankle_Z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30**

    .000

     216

   **p < .01

표 4.3 발목 부위의 가속도 신호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여러 부위의 가속도 데이터 중 무릎과 발목에서 수집된 각 축에 대한 가속도 데

이터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0.900(무릎 x축), 0.963(무릎 y축), 0.944(무릎

z축), 0.970(발목 x축), 0.970(발목 y축), 0.930(발목 z축)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트레드밀에서의 유산소 운동(걷기, 달리기)이 상체보다는 하체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하체에 부착된 가속도계에서 얻어진 가속도 신호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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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가속도 에너지 크기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트레드밀에서의 걷기 혹은 달리기 운동으로 인해 신체 각 부위에서 얻어지는 가

속도 에너지의 크기는 운동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신체

부위에서 획득된 가속도 에너지의 크기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wrist_E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11**

    .000

     216

knee_E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74**

    .000

     216

ankle_E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86**

    .000

     216

   **p < .01

표 4.4 부위별 가속도 에너지 크기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무릎과 발목의 가속도 에너지 크기가 0.974(무릎 E값), 0.986(발목 E값)으로 운동

속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운동 시 하체의 움직임이 크

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서 수집된 가속도 에너지 크기가 손목에서 수집된 가속

도 에너지 크기보다 운동 속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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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걸음 수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분석

걷기와 달리기 운동 중 피험자의 단위 시간당 걸음 수는 운동 속도가 빨라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단위 시간당 획득된 걸음 수와 운동 속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속도 신호의 peak 검출을 통해 획득된 걸

음 수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Step_count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964**

    .000

     216

   **p < .01

표 4.5 단위 시간당 걸음 수와 운동 속도의 상관관계

단위 시간당 걸음 수와 운동 속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0.964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레드밀에서의 운동 시 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걸음

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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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유의성 확인

회귀 분석을 위한 변인들의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고, 운동 속도와 각각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4.1 운동 속도와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그림 4.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무릎과 발목 부위에서 수집된 가속도 신호,

가속도 에너지와 걸음 수는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운동 속도와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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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다중 변수 모형의 회귀 분석

트레드밀에서의 걷기와 달리기 운동 중 3축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에 따른 가속

도 신호(x, y, z축 신호), 가속도 에너지 크기와 운동 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에 있어서, 다수의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추정 모형에 대하여 실제 트레드밀의

속도와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2.1 가속도 신호를 이용한 다중 변수 모형의 회귀 분석

운동 중 손목, 무릎, 발목에서 획득된 각각의 가속도 신호(x, y, z축 신호)를 이

용하여 각 경우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

내는 결정계수(R²)는 <표 4.6>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속도계 부착 위치 R R²
Adjusted

R²

Std. Error of

the Estimate

손목 .920 .846 .843 1.36961

무릎 .981 .962 .961 .67988

발목 .985 .970 .970 .60080

손목 + 무릎 .984 .968 .967 .62853

손목 + 발목 .988 .976 .976 .53827

무릎 + 발목 .989 .978 .977 .52077

손목 + 무릎 + 발목 .991 .982 .981 .47303

표 4.6 가속도 신호를 이용한 회귀 모형의 결정 계수(R²)

종속 변수 : 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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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속도 에너지를 이용한 다중 변수 모형의 회귀 분석

운동 중 손목, 무릎, 발목에서 획득된 각각의 가속도 에너지 크기(E)를 이용하여

각 경우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

정계수(R²)는 <표 4.7>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속도계 부착 위치 R R²
Adjusted

R²

Std. Error of

the Estimate

손목 .911 .831 .830 1.42698

무릎 .974 .948 .948 .78964

발목 .986 .972 .971 .58542

손목 + 무릎 .976 .952 .952 .75968

손목 + 발목 .987 .974 .974 .55741

무릎 + 발목 .987 .974 .974 .55822

손목 + 무릎 + 발목 .988 .976 .975 .54425

표 4.7 가속도 에너지(E)를 이용한 회귀 모형의 결정 계수(R²)

종속 변수 : 운동 속도

여러 부위의 가속도 데이터 중 무릎과 발목에서 수집된 가속도 데이터의 결정

계수(R²)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발목에서의 가속도 신호와 가속도 에너지(E)

의 결정 계수(R²)는 각각 0.970, 0.972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의 구속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정확한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의 변인으로 발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발목의 가속도계를 사용하면 동시에 걸

음 수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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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회귀 모형 결정

본 연구에서는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회귀 모형 선택에 있어 측정결과에 대해

유의성을 유지하며 피험자의 신체 구속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통

해 3축 가속도계 한 개를 이용하여 운동 속도를 추정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트레드밀 운동 실험을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일 조건하에 동일 속도로 실시했기

때문에 각 피험자들의 신체 특성값들과 운동 속도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키, 몸무게, BMI, 다리길이, 보폭과 같은 변인들은 운동 상

태를 추정함에 있어 부분적인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신체 특성 변인들을 회귀 모형 결정에 사용하였다. 그 외에 운동 속도와 상관

관계가 높은 걸음 수를 포함하여 회귀 모형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모형에 대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Variables

Entered

Variables

Removed
Method

4
ankle_E, BMI,

Step_size, Step_count
. Stepwise

표 4.8 회귀식 도출을 위해 분석에 이용한 변수

종속 변수 : 운동 속도

Model R R²
Adjusted

R²

Std. Error of

the Estimate

4 .991 .983 .983 .45486

표 4.9 회귀 모형 요약

종속 변수 : 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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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4

(Constant) -1.120 .664 . -1.687 .093

ankle_E 8.01E-006 .000 0.691 21.611 .000

BMI -.047 .011 -.043 -4.372 .000

Step_size .015 .005 .031 2.886 .004

Step_count .094 .010 .313 9.720 .000

표 4.10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회귀 계수

종속 변수 : 운동 속도

트레드밀에서의 운동 중 하지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발목의 가속도 에너지값과

운동 속도와 관련이 큰 걸음 수를 회귀분석을 위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신

체 특성값 중 부분 상관관계가 높은 BMI, 보폭을 회귀분석을 위한 변인에 포함하

여 회귀 분석모형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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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회귀식 결정

완성된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운동 속도 추정을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0.991의 상관계수(R)와 0.983의 결정계수(R²)를 얻는 아래와 같은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운동 속도 = -1.120 ＋ (8.01E-006) x ankle_E ＋ (-0.047) x BMI

＋ 0.015 x Step_size ＋ 0.094 x Step_count (식 4.1)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운동 속도 추정치와 트레드밀의 실제 운동 속도의 관

계는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 운동 속도에 대한 기준값과 추정값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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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귀 분석 모형의 검증

결정된 운동 속도 추정에 관한 회귀 방정식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추가 실험으로 일정하지 않은 순서(5, 3, 7, 9, 4, 11km/h순)의 속도로 운동해

서 얻은 데이터를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의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실제값과 추정값은 약 ± 0.351km/h의 표준 오차를 보였고, 약 0.637km/h의 최대

오차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실제 운동 속도와 회귀 분석식을 통한 추정 속도의 비교

(a) 피험자 PCH

표준오차 0.279km/h

최대오차 0.442km/h

(b) 피험자 JJH

표준오차 0.422km/h

최대오차 0.637km/h

계열 1 : 실제 트레드밀의 속도

계열 2 : 회귀 분석식으로 추정된 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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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 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3차원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에 따른 가속도 신호를 획득하고, 운동 속도와 관련이 있는

신체적 특성 변인들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을 함으로써 운동 속도를 추정하였다.

회귀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발목에서 얻어진 가속도 에너지의 적분값, BMI, 보

폭, 걸음 수이며, 가속도 데이터와 걸음 수는 발목에 부착한 1개의 가속도계만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BMI, 보폭과 같은 신체 특성값은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의 측정으로 그 값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도출된 회귀 수식은 0.991의 상관계수(R)와 0.983의

결정계수(R²)를 나타냈으며, 운동 속도를 추정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

을 보였다. 또한, 도출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피험자의 운동 속도를 추

정함으로써 회귀 방정식의 유효성을 확인한 결과, 일정하지 않은 순서로 운동했을

경우 약 ± 0.351km/h의 표준 오차와 약 0.637km/h의 최대 오차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존 연구 방법[13](표준 오차 1.76km/h, 최대 오

차 2.94km/h)에 비해 운동 속도를 추정함에 있어 보다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한 운동 속도 추정 방법을 이용

하여 트레드밀 운동 시 사용자의 운동 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

의 유산소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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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내 트레드밀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외 환경에서 적용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환경 변수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트레드

밀에서의 운동 시 측정된 심박수는 실외 환경에서 운동 시 측정된 심박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속도 데이터 또한 트레드밀 환경과

실외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19]. 향후 실외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외에서의 실험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트레드밀의 운동 시 고정된 경사(0°)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경사가

있을 경우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보행 특성상 오르막 혹

은 내리막 경사가 심할수록 보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사에서 실험한 결과를 도태도 연구된 방법으로는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향후 다양한 경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모두 특별한 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나이,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오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신뢰

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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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f estimating exercise speed

through analysis of tri-axial acceleration signals

Kim, Dong Su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t is important to measure individual exercise amount during exercise.

Therefore, we need a accurate and objective method for measuring amount of

exercise. Quantity of exercise is related with exercise time and speed when

performing aerobic exercise like running and walking. In these days many

researches were studied about measuring exercise speed. However, their

methods were uncomfortable and limited.

In this paper, we acquired movement data of body using tri-axial

accelerometer during aerobic exercise on a treadmill and estimated exercise

speed through analysis of acquired tri-axial acceleration signals. We recorded

subjects' informations like a sex, an age, a weight, a height, a BMI and a leg

length for estimating exercise speed. Subjects are 21 adult men who were

healthy and have no medical diseases. Experiment was performed on a

treadmill using the modified Ellestad protocol. The accelerometer located wrist,

knee, ankle of subjects' body. We acquired acceleration signals from the

accelerometer, those were stored into the micro SD card. Statisti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e-processed acceleration signals. Consequently, acceleration

data, a weight, a BMI, a leg length and a count of step were determined with

the final parameters for the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we verified that estimated exercise speed through 

regression equation was statistical significant with practical exercise 

speed(R2=0.9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 : exercise speed, accelerome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