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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센서들이 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data를 수집

할 수 있는 초 연결 시대(the era of hyperconnectivity)가 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ta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기법 중, Machine 

Learning(기계학습)의  Supervised Learning(지도학습) 알고리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하여 스포츠분야의 난제로 여겨지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스마트 깔창에 내장된 IoT센서에서 얻은 반복적인 시계열 압력 data에 적절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특정 자세에서만 파악되는 패턴들을 찾아내고 이를 사용자에게 인

지시켜줄 수 있는 SVM 기반 머신러닝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봄으로써, 추후 본 연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트레이닝 시스템이 상용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측정된 뒤꿈치 부위의 압력 data 중 10%의 전문가 측정 dataset(총 14만개)을 바탕

으로 SVM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90%의 일반인 측정 dataset(총 120만개)에 기반하여 

학습된 모델을 검증하였는데, 초기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프로그램

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실생활에서 활용되기에 다소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전처리(Moving Average Filter)를 수행한 결과, 머신러닝 시스템의 전체적인 

판단성능이 좀 더 개선(77.8%  89.8%)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를 사전에 인지시키고 실험을 진행하는 Guided Test를 통

해, 스쿼트 운동자세의 data만 보고도 realtime SVM에 근거하여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

었는데, 이 모델을 다양한 환경의 Unguided Test에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의 운동자세 

올바름 여부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사용자 별 

학습된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anomaly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스

포츠 트레이닝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스마트 깔창을 활용한 da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IoT, 머신러닝, SVM(Support Vector Machine), 압력센서, Moving Average, 

스쿼트, 오스굿슐레터병, 슬개대퇴통증증후군 

 

학   번 : 2017-2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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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다양한 센서 기반의 data 활용도가 증가

함에 따라 수많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device 들이 우리의 생활에 등

장하고 있다. 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한 

형태의 data 측정을 통한 상태 update 뿐만 아니라(ex.스마트미터), 기존 외부환경 

data와 결합하여 제공하는 융복합서비스(ex.스마트홈서비스) 등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사물인터넷 구성 및 적용분야 ①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25년 기준 연간 70억개 이상의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 Wearable device

시장[1] 중, 특히 Connected Healthcare 분야에서의 적절한 data 활용을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다양한 IoT 센서 device에서 발생하는 의미 있는 측정 data를 바탕으로, 스

포츠 트레이닝 분야의 주요 난제인 “부상위험”을 실시간으로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최근 진행된 data 활용 생활개선 선행연구 사례들[2, 3, 4]을 참고하여, 스포츠 활동 

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정확하게 교정하는 프로세스를 중점적

으로 연구하였고, IoT 센서 device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쿼트 트레

이닝 da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 추후 AI Training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다. 

                                           
①Cisco Ultra IoT At-a-Glance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

provider/ultra-services-platform/cisco-ultra-iot-at-a-glance.html [2018/12/28]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ultra-services-platform/cisco-ultra-iot-at-a-glance.html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ultra-services-platform/cisco-ultra-iot-at-a-gl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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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설정 및 가설 

 

 

3.1 문제설정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며 겪는 만성적인 부상사례들은 잘못된 운동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운동습관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를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겠으나, 

잘못된 자세를 인체공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몸에 맞는 트레이닝을 통해 

부상을 방지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기술, 센서기술, data 처리기술 등 근래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이러한 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할 계기가 되었고, 좀 더 효율적인 운동습

관 교정을 통해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 

 

 

3.2 가설 

 

스마트 깔창에 내장되어 있는 IoT센서의 “압력 data 기반 머신러닝 활용방법”에 중 

점을 둔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가설은 아래와 같다. 

 

3.2.1 자세에 따른 족압 data의 차이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자세와 정상자세의 족압 data 간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3.2.2 SVM의 구분효과  
머신러닝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으로 비정상자세의 data와 정상자세의 

data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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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구성 
 

본 연구논문 에서는 우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 하였고, 각 분야에 대한 산업현황과 기술동향을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위주로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oT 센서기반 머신러닝 시스템을 크게 3개의 Part, 즉 (1)IoT센서 

device Part (2)Data 분석 Part (3)머신 러닝 활용 Part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특히 

실제 전문가, 일반인 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스쿼트 운동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험과정에서의 data 전처리 과정, 테스트환경 제약사항 등을 충분히 기입하여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Tool②을 

이용하여 측정된 data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다양한 실제 산업에 적용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 및 기대 사항을 기술하였다. 

 

 

 

  

                                           
②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 https://studio.azureml.net/ [2018/12/28] 

 

https://studio.azure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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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Pressure Sensor Technology 
 

 

1. 압력센서의 종류 

 

압력센서는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단위 면적당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미세한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소자로, 물체의 변위나 변형을 측정하여 압력의 변화를 알아내는 역할

을 한다.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과 소재의 방식에 따라 압력센서의 종류를 다양하

게 나눌 수 있는데, 표1 에서는 소재에 따른 압력센서의 특성 및 구조를 FET 압력센서, 

공진형 압력센서, 간섭형 압력센서,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압저항 압력센서 등으로 분류

하였다.[7] 

 

 
표 1. 기술에 따른 압력센서의 분류 

 

최근에는 Graphene과 같은 신소재를 사용한 고 신뢰성의 높은 민감도를 갖는 압력 

센서들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의 극복으로 향후 적용 

가능한 Application이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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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저항 압력센서의 동작원리 

 

 FSR(Force Sensitive Resistor)으로도 불리는 압저항 압력센서는 간단한 구조와 얇은 

기구적 특성,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압력센서이다.[10]  

 

그림2 는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압저항 압력센서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낸

다.[11] 유연성을 가지는 폴리마필름(PTF, Polymer Thick Film)사이의 전기적 연결 면

적의 변화로 압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Printed semi-conductor 

기반의 flexible substrate layer, 공간적인 Gap을 만드는 Spacer adhesive layer, 전도

성 물질로 코딩이 되어있는 Carbon based printed electrode 기반의 flexible substrate 

layer,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FSR 센서의 구조 

 

센서영역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Printed electrode layer 부분과, Printed circuit 

area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서 센서의 저항 값이 줄어들게 된다. 즉, 전극 사이에 위치

하고 있는 Resistive Film 이 가변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어, 미세한 압력 크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Vout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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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sistive Film의 역할③ 

아래 그림4의 좌측 회로도의 Rm은 외부회로에 위치하고 있는 Measuring Resistor로 

전압을 분배하기 위한 저항을 뜻한다. Rm 값의 설정에 따라 가변저항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4의 그래프와 같이 Rm값을 높여주면 무게의 측정 sensitivity가 

높아진다. [11]  

 

 
그림 4. 압력센서의 전기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센서는 RFSR값의 변화에 따른 Vout 값이 변화하는 소자로, 10k의 

RM 값을 가지며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 (V+)와 저항, Vout간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11] 
 

 

𝑉𝑂𝑈𝑇 =  
𝑅𝑀𝑉 +

(𝑅𝑀 +  𝑅𝐹𝑆𝑅)
 

 

  

                                           
③ https://ccrma.stanford.edu/CCRMA/Courses/252/sensors/node8.html [2018/12/28] 

https://ccrma.stanford.edu/CCRMA/Courses/252/sensors/node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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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oT와 통신기술의 이해    
 

1. IoT의 정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다양한 사물에 센서기술과 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이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IoT’라는 용어는 1999년 

MIT의 Auto-ID Center의 소장인 케빈 애시턴(Kevin Ashto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그림 5. IoT Value Chain④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각자 IP를 가지고 있어 기기간 구별이 가능하다. 

각각의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정보들은 원격 네트워크 서비스에 활용되거나, 좀 더 다양한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되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결된 많은 사물에서 발생된 방대한 data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얻은 

Insight를 바탕으로 다양한 IoT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2. IoT현황 및 시장전망  

 

현재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일부 스마트기기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개선된 통신인프라와 다양한 IoT 기기(Connected Vehicles, 

Smart Meters, Smart Security, etc.)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oT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련해 Cisco社는 2020년까지 300억개, 2025년까지 약 750억개에 

다다르는 기기들과 센서들이 연결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기준 

500조원 이상의 IoT 제품 연간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3] 

                                           
④ https://dionhinchcliffe.com/2017/09/18/internet-of-things-strategy-it-will-determine-

your-organizations-future/ [2018/12/28] 

https://dionhinchcliffe.com/2017/09/18/internet-of-things-strategy-it-will-determine-your-organizations-future/
https://dionhinchcliffe.com/2017/09/18/internet-of-things-strategy-it-will-determine-your-organizations-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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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세계 IoT 제품 예상수량⑤ 

 

한편 Global research firm 인 Frost & Sullivan 에서는 전세계 IoT 기기의 매출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3년까지 약 20.3%의 

연평균증가율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다양한 응용분야 중에서도 빌딩자동화 분야와 보안 분야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표 2. Global IoT Devices Market Revenue Forecast by Application
⑥

 

  

                                           
⑤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ac79/docs/innov/IoE_Economy_FAQ.pdf 

[2018/12/28]  
⑥ 2017 June, Frost & Sullivan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ac79/docs/innov/IoE_Economy_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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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oT 통신기술 현황 : 비면허대역  

 

수많은 IoT기기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통신인프라 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특히 

5G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 연결이 급증하고 무인이동체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그에 

맞는 주파수의 확보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대역은 크게 

비면허대역과 면허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면허대역이란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면 누구나 면허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Wifi, Bluetooth, Zigbee, NFC와 같은 

근거리 통신 기술이 해당된다.  

 

 

그림 7. 비면허대역 통신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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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i-Fi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거리 무선 접속기술로, 국제표준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standard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100m이내의 전송거리를 1Ghz 저주파 사용을 통해 비약적으로(1km~) 확장 가능한 

IEEE 802.11ah 900MHz 대역이 개발되고 있고, 교통안전 정보 등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간 통신(V2V) 및 차량인프라통신(V2I)에 특화된 IEEE 802.11p 차량통신용 

Wi-Fi도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무선통신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활용성(WiFi-Direct), 속도개선(802.11ad/ac/ax) 뿐 만 

아니라 공공지역(공장 등) 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802.11af/ah/al/ag)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Weiping Sun, Okhwan Lee, 2014)[15] 

 

 

그림 8. Wi-Fi 현황 및 개발방향⑦ 

  

  

                                           
⑦ https://ieeexplore.ieee.org/stamp/stamp.jsp?arnumber=6957139 [2018/12/28] 

https://ieeexplore.ieee.org/stamp/stamp.jsp?arnumber=695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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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luetooth  

1994년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Ericsson Inc.)이 개발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산업 표준으로,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에 포함되는 2.4 

~ 2.485GHz의 극초단파 (UHF, Ultra High Frequency) 전파를 이용하여 인접한 전자 

장비 간의 data 통신에 사용되어 왔다. 스피커, 키보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문자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비교적 낮은 속도(1Mbps)로 전송하며, BLE(Bluetooth Low 

Energy)로 불리기도 하는 Bluetooth 4.0은 2010년 새롭게 표준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Wearable기기의 주요 통신 방식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BLE를 지원하는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Broadcast Mode와 Connection Mode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신호를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Broadcast Mode는 해당기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적은 양의 사용자 data를 보낼 때 사용된다. 이에 반해 

Connection Mode는 일대일 방식으로 페어링(Master/Slave) 과정을 거쳐 data를 주고 

받으며, Frequency Hopping 방식을 통해 할당된 79개 채널을 1초당 1600회 Hopping 

하며 패킷을 조금씩 전송한다. 이 방식을 통해 다른 시스템과의 전파 간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표 3. BLE와 Bluetooth BR/EDR의 사양비교
⑧

 

                                           
⑧ https://www.bluetooth.com/ko-kr/bluetooth-technology/radio-versions [2018/12/28] 

https://www.bluetooth.com/ko-kr/bluetooth-technology/radio-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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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Zigbee 

IEEE 802.15.4 표준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Zigbee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무선개인통신망) 기반의 비면허대역 통신기술로 WiFi나 Bluetooth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단순하고 저렴한 기술구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Mesh Network 방식을 

이용, 여러 개의 중간 노드를 거쳐 목적지까지 data를 전송하기 때문에 센서, 스마트 

미터, 스마트 스위치, 등의 단순신호 전달을 위한 data 전송에 적합하다. 

초당 250kbps의 전송속도로 최대 300m까지의 근거리에 신호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Smart Home 분야의 응용제품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표 4. Zigbee 3.0의 주요사양⑨ 

 

3.4 NFC 

3.56MHz의 대역을 가지며, 아주 가까운 거리의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이다. 

현재 지원되는 data 통신 속도는 초당 424Kbps로 교통, 티켓, 지불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 되고 있다. 

  

                                           
⑨ https://www.zigbee.org/zigbee-for-developers/zigbee-3-0/ [2018/12/28] 

https://www.zigbee.org/zigbee-for-developers/zigbe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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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통신기술 현황 : 면허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통신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여 서비스 하는 통신기술로 LTE, 

라디오, TV 주파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LPWA (Low Power Wide Area,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존의 비면허대역 근거리 IoT 기술인 WiFi, 

블루투스, ZigBee 등을 보완해서 속도는 낮추고 전송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 LoRA, NB 

IoT, LTE CatM1과 같은 기술이 있으며, 사양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최근 

많은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4.1 LoRA 

Long의 ‘Lo’와 Range의 ‘Ra’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보안성과 저전력, 고효율의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51개의 나라에서 96개 통신사업자에 

채택되어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저전력 IoT 통신기술로, 우리나라 에서는 SKT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설치비용과 사용비용이 장점이지만, 느린 속도와 

Handover의 제약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Application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그림 9. 전세계 LoRa Coverage 현황
⑩ 

  

                                           
⑩ https://lora-alliance.org/  [2018/12/28] 

https://lora-alli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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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atM1 & NB IoT 

이동통신 관련단체들의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정의한 Release 13에 포함된 저전력 LTE 통신기술로 eMTC(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ion)로 통칭되기도 한다. 

CatM1의 경우 기존 LTE(Cat1) 대비 밴드폭을 1.4MHz로 제한하여 최대출력을 

20~23dBm 수준으로 구현하였고, eDRX(extended Discontinuous Reception) 기술을 

도입 하여 대기전력의 소모를 최소화 하였다. 양방향통신(Full Duplex), Handover, 

VoLTE(Voice on LTE)등을 지원하여 1Mpcs의 속도로 data전송을 하며 이동성 지원을 

이 필요로 하는 Tracker, Wearable에 적합한 통신기술로 Global 도입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NB IoT는 기존 LTE의 한 개 Block에 해당하는 Narrow Band (200kHz)만 활용하는 

저전력 무선통신기술로 최대 100kpcs의 속도를 지원한다. CatM1 대비 지원기술이 

제한적이지만, 간단한 data의 저렴한 전송에 적합한 기기로, 국내에서는 KT/LGU+에 

의해 상용화가 되어있고 스마트미터 등 다양하고 저렴한 IoT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표 5. LTE기반 저전력 통신기술 사양⑪ 

  

                                           
⑪ https://www.qualcomm.com/documents/leading-lte-iot-evolution-connect-massive-

internet-things  [2018/12/28] 

https://www.qualcomm.com/documents/leading-lte-iot-evolution-connect-massive-internet-things
https://www.qualcomm.com/documents/leading-lte-iot-evolution-connect-massive-internet-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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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상기에서 언급된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의 통신기술들을 거리와 전송속도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 할 수 있다. 면허대역은 무료이지만 전송속도가 

느리고(WPN), 확장거리가 제한적인(WLAN) 측면이 있는 반면에, 비면허대역은 

유료이지만 전송속도가 비교적 빠르고(LPWAN) 거리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0. 거리와 전송속도에 따른 IoT Connectivity 분류⑫ 

 

 

  

                                           
⑫ http://ensxoddl.tistory.com/m/416?category=921049  [2018/12/28] 

http://ensxoddl.tistory.com/m/416?category=921049


 

 16 

제 3 절 스쿼트 운동과 부상사례  
 

 

1. 스쿼트 방법과 자세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중 하나인 스쿼트(Squat)는 하체의 근육량 증가

에 효과가 큰 운동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는 행동을 반복하여 하

반신의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대둔근(Gluteus 

maximus), 중전근(Gluteus medius) 등을 성장시킨다.  

 

허벅지와 지면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까지 앉았다 일어나는 하프 스쿼트(Half Squat), 

양쪽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다리를 굽히는 와이드 스쿼트(Wide Squat), 두무릎

을 붙인 상태로 진행하는 내로우 스쿼트(Narrow Squat) 등 자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스쿼트 운동 방법이 있다. 

 

 
그림 11. 바벨을 활용한 하프 스쿼트

⑬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남녀노소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하프 스쿼

트(Half Squat)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양팔은 몸에 붙인다. 

 

2) 숨을 들이 쉬며 무릎을 굽히는 동시에 허리 위 상반신을 내린다. 양팔은 정면을 향

해 똑바로 뻗어주고, 발뒤꿈치가 땅에 붙어있도록 한다. 상체를 세워 척추가 충분

한 아치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허벅지와 바닥이 평행을 이룰 때까지 자세를 낮춘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

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다. 평행 상태에서 1초 정도 머물러 운동효과

가 극대화 되도록 했다가. 숨을 뱉으면서 무릎과 등을 세우면서 허리를 올린다. 

 

4) 1) ~ 3) 과정을 반복한다. 

                                           
⑬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BF%BC%ED%8A%B8  [2018/12/28]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BF%BC%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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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프 스쿼트 자세⑭ 

 

 

스쿼트는 비교적 간단한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반복된 부하가 인가되면 무릎, 허

리, 발목 등 부상의 위험이 큰 편이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복된 자세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Gregory(2015)는 스쿼트 자세에 관련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비정상 자세들을 분석하였다. [16] 

 

1.1 올바른 시선 

   
그림 13. 시선에 따른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 

 

1.2 올바른 상체방향 

   
그림 14. 상체방향에 따른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 

  

                                           
⑭ https://rockwallrectech.com/movements/movements-air-squat/  [2018/12/28] 

https://rockwallrectech.com/movements/movements-air-sq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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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확한 엉덩이방향  

 

   
그림 15. 엉덩이신전에 따른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 

 

1.4 정확한 무릎의 위치 

   
그림 16. 무릎의 위치에 따른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 

 

 

2. 스쿼트 운동 부상사례 

 

스쿼트 운동 중 잘못된 자세로 발생하는 부상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동역학적 

변인들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Escamilla (2001)는 발끝의 벌어진 정도

에 따라 무릎에 어떤 역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두 발의 넓이에 따라 관절에 가해지는 부

하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였고, [17, 18]  Fry (1993, 2003)는 무릎의 위치에 따라 달

라지는 스쿼트 운동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특히 스쿼트 동작 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는 경우, 무릎의 토크값이 커지고 힙 토크가 작아져 부상을 당할 확률이 커

질 수 있다고 하였다. [19, 20] 

 

스쿼트 운동자세 부정확한 무릎의 위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부상으로는 오스굿-슐래

터 병 (Osgood–Schlatter disease)과 슬개동통중후군(PFPS, 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이 있다. [21]  

 

오스굿슐래터병은 그림17과 같이 슬개골(Patella)과 대퇴골(Femur), 경골(Tibia)을 

연결하는 인대(Tendon)의 아랫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지

속적으로 무릎(경골전면)의 인대에 반복적으로 강한 자극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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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오스굿-슐레터 병 통증부위⑮ 

 

슬개대퇴통증 증후군(PFPS)은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거나 지속적으로 굽혀서 

고정 시키는 경우, 슬개대퇴관절의 과사용과 과부하로 인한 손상 때문에 발생되며 활동

량이 많은 일반인 10명중 1명꼴로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직업이나 

생활에서의 활동에 많은 불편 감을 줄 수 있다. [22, 23] 

 

상기 두 가지 부상들의 공통점은 그 원인이나 발생기전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부상초기 통증이 느껴졌을 때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방치하면 부상부위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

고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양한 스쿼트 운동의 부상연

구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 초기의 잘못된 자세교정이 중요하고, 이 교정활동은 

실시간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8. 슬개대퇴통증 증후군의 통증부위, 원인이 되는 힘의 작용16 

 

                                           
⑮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A%B5%BF-%EC%8A%90%EB%

9E%98%ED%84%B0_%EB%B3%91  [2018/12/28]  
16 https://www.pintaram.com/u/pilates_themoon/1043775138825723542_1769796494 

[2018/12/28]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A%B5%BF-%EC%8A%90%EB%9E%98%ED%84%B0_%EB%B3%91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A%B5%BF-%EC%8A%90%EB%9E%98%ED%84%B0_%EB%B3%91
https://www.pintaram.com/u/pilates_themoon/1043775138825723542_17697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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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Machine Learning 
 

본 절에서는 IoT센서 device로 파악된 data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일정한 

패턴을 갖는 대용량 dataset을 특정한 상황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판단시킬 수 있는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정의 

 

1959년 Arthur Samuel은 Machine Learning을 a field of study giving computers the 

ability to learn with data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라고 정의 하였는데, 

이는 기계가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data로부터 학습하여 실행이 가능토록 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6] 

 

 

그림 19. 최초의 기계학습 장비(Arthur Samuel, 1959) 

 

1983년 톰 미첼(Tom Mitchell)은 컴퓨터가 어떤 작업(T)을 하는데 있어서 

경험(E)으로부터 학습하여 성능에 대한 측정(P)를 향상시키는 학문을 기계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체커 게임을 예로 들며 경험은 수많은 체커 게임을 하는 것이고, 

작업은 게임을 하는 일이며, 성능 측정은 다음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라고 설명 하였다.  

여기서 컴퓨터는 수많은 체커 게임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승리할 확률을 향상 

시켰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21 

2. 기계학습 알고리즘 (Machine Learning Algorithms) 

 

기계학습은 문제 해결방법에 따라 정답이 있는 data로 학습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정답 없이 data 만으로 학습을 하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주변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도학습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그림 20. 기계학습의 종류 

 

2.1. SVM (Support Vector Machine) 

1992년 Vapnik에 의해 처음 소개 되었으며, 패턴인식 및 자료 분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머신 러닝 중에서도 Classification (분류)와 Regression (회귀분석)과 

같은 지도학습 분야에 주로 활용된다.   

SVM은 이미 주어진 data 집합의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data가 어느 집합에 속할 

지 판단하는데, 선형 분류 뿐만 아니라, 비선형 분류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스쿼트 운동 data에 기반하여 지도학습을 진행하고, 일반인의 스쿼트 

운동 data로 학습결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통해 SVM의 성능(판단정확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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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상/비정상 data 패턴 예시 

 

그림 22. 정상/비정상 data에 SVM 적용컨셉 

 

그림 21 은 전문가의 스쿼트 운동 시 측정된 1 cycle 정상패턴과 1 cycle 

비정상패턴을 나타내며, 이를 조합하여 SVM으로 판단 시 기대되는 분류 결과는 그림 

2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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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학습 알고리즘 평가 (Confusion Matrix, ROC Curve) 

 

3.1 혼동행렬(Confusion Matrix) 

‘Contingency Table’ 또는 ‘an error matrix’라고도 표현되는 혼동행렬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로 양성(Positive) 샘플 중에서, 몇 

개가 올바르게 판정되었고, 몇 개가 올바르지 않게 판정 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추론된 결과와 실제 결과 간의 일치 여부를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설명 

True 

Positive 

유추된 함수에 의해 추론된 결과(참)와 실제 

결과가 같음. 관심 범주를 정확하게 분류 

False 

Positive 

실제 결과가 거짓인데 참으로 추론한 경우. 관심 

범주로 잘못 분류 

False 

Negative 

실제 결과가 참인데 거짓으로 추론한 경우. 관심 

범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분류 

True 

Negative 

유추된 함수에 의해 추론된 결과(거짓)와 실제 

결과가 같음. 관심 범주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류 

 
표 6. 혼동행렬의 구성요소17 

 

  

                                           
17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machine-learning/studio/evaluate-model-

performance  [2018/12/28]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machine-learning/studio/evaluate-model-performanc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machine-learning/studio/evaluate-model-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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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설명된 혼동행렬의 정리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지표들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머신러닝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 

정확도(Accuracy)는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를 더한 값을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의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정확도(Accuracy) 

 

 

 

2) 오차비율(Error rate) 

 

 

 

3) 민감도(Sensitivity) 

 

 

 

4) 특이도(Specificity) 

 

 

 

5) 정밀도(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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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OC 커브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커브는 특정 진단 방법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한 그래프로, FP(False Positive) Rate를 x 축에, TP(True 

Positive) Rate를 y축에 배치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의 2진 판단(Binary Classifier) 

성능을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3. ROC 커브의 설명18 

 

AUC(Area Under the Curve)는 2진 판단의 합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림 23과 

같이 표현되는 x, y축의 평면상에서 ROC 커브 아래의 면적을 의미한다. AUC가 

높으면(1에 가까우면) 민감도(Sensitivity) 와 특이도(Specificity)가 모두 높은 것을 

의미하며, AUC가 높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성능이 좋은 classification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AUC가 0.5 아래로 떨어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classifier 

사용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18 http://pyopyo03.tistory.com/8  [2018/12/28] 

http://pyopyo03.tistory.com/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ansrot&Redirect=View&logNo=220694824644&categoryNo=7&isAfterWrite=true&redirect=View&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blog.editor.naver.com/editor?docId%3D2206948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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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oT센서 기반 실시간 측정 시스템 
 

 

제 1 절 IoT Sensor Device Concept 및 Hardware System   
 

 

1. IoT Sensor Device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그림24와 같으며, 압력센서가 내장되어있는 깔창, 통신/프로

세서 모듈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로 구성된다. 1초에 최대 500개의 data를 

추출할 수 있는 IoT센서 기반 실시간 측정기기로, 최소 압력측정 Accuracy는 약 

0.2kPa 이다.  

 

 

 
그림 24. 실험에 사용된 IoT 센서 Device (by FitSo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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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System Architecture  

 

전체적으로 8개의 압력센서(Pressure Sensor) 채널들이 MCU(Micro Control Unit)에 

연결되어 있는 Hardware 구조이며, 실시간으로 측정 된 신호가 Bluetooth 통신모듈을 

통해 PC로 전송되는 System Architectur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 시스템아키텍쳐(FitSole Systems) 

 

압력센서의 신호중 LPF(Low Pass Filter, 200Hz이상의 고주파 제거용)를 통과한 

아날로그 신호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회로를 통해 12bit 500SPS 

(Sampling Per Second)의 Digital 신호로 변환되며, 8개의 채널에서 모여진 Digital 

신호는 ARM Cortex M3기반의 MCU에서 처리되어 Bluetooth 신호로 송출된다. 각 

소자에 인가되는 정격전압은 DC 3V, 60mA이며 380mAh 배터리 기준으로 4시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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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eal time Measurement Program  
 

1.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실험자의 압력 측정 현황을 전용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Visualize 하여 실험자(사용자) 

에게 좀 더 나은 가독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Bluetooth 연결을 통해 측정 data의 

추출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26. 실시간 측정에 따른 Monitoring 화면 

 

Monitoring 화면 좌측의 그래프는 채널별 Signal 현황을 나타내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x축 값은 사용자 정의에 따라 Scaling이 가능하며, y축은 Vout 값을 나타내는 축으로 

가변저항, 즉 압력센서의 저항값 차이에 따라 0%(녹색)에서 100%(빨간색)사이의 

숫자와 색상변화로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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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본 시스템의 입력단은 압력센서 내부의 가변저항 값 변화에 따라 그 출력값을 조절할 

수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인가되는 0~3V의 전압은 S/W 프로그램 구성 

및 data 분석작업의 편의에 따라 0~5V 사이의 정격전압이 출력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2. 측정 Data 출력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깔창 좌/우 각각 8개, 총 16개의 센서에서 추출되는 각기다른 data의 

측정이 가능하나, 본 실험에서는 좌측 깔창내에 삽입된 8개의 채널 중, 스쿼트 

운동자세의 효과 측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7번 채널의 압력신호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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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상자세(왼쪽)와 비정상자세(오른쪽)의 신호패턴 차이 

 

 

최초 측정된 data는 실시간 TXT 파일 형태로 저장되나 이를 활용하기 쉽도록 정리, 

실제 운동에 소요된 시간에 해당하는 data만 선별 후 프로그램 내 Export 옵션에서 

CSV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머신러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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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측정 및 결과분석 
 

 

제 1 절 문제정의 
 

1. 스쿼트 운동에서의 문제상황 정의  

 

스쿼트 운동 중 무릎부위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반복적으로 인가되는 상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양상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  

시선, 등 자세, 무릎위치, 엉덩이위치, 뒤꿈치압력 등 모든 Factor들을 한번에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 무릎위치와 뒤꿈치 압력의 상관관계와 같은 

연결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부상이 일어나는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9. 이상적인 하프 스쿼트(Half Air Squat) 자세19 

 

본 연구에서는 제2장 3절에서 언급된, 하프 스쿼트 시 과도한 압력이 반복적으로 

무릎부위에 인가되는, 즉 비정상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를 문제상황으로 정의하고, 

“정확한 무릎의 위치 컨트롤”과 “발뒤꿈치 부분의 압력 data 측정”에 집중하여 

정의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19 https://blog.runkeeper.com/942/squats-are-a-runners-best-friend/  [2018/12/28] 

https://blog.runkeeper.com/942/squats-are-a-runners-best-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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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환경 및 구현 

 

 

1. 측정방법 및 기대결과  

 

본 연구는 스쿼트 운동에서의 문제상황에 관한 사용자의 행동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되었으며,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편한 실험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간단하게 누구나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는 IoT device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프 

스쿼트(Half Air Squat)를 기준으로 실험 측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측정에서는 각기 다른 조건의 압력 data 분석에 집중하여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테스트 방법에 따라 정상 자세와 비정상 자세의 판정기준이 상이하나, 

추가적으로 근활성도의 변화, 측면측정 영상 등의 다양한 요인 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좀 더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테스트방법에 따른 정상/비정상 판정기준 

 

 

표 8. 측정 Data 별 (정상/비정상) 기대효과 

아울러, 정상범위의 data 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비정상범위의 data 

분석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환경 제약사항 

 

인체공학 구조상의 측정 유연성(Flexibility)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실험환경 제약사항을 전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 IoT센서의 압력측정 유효 값(Validity)는 기존 연구에 활용되어 온 아날로그 기

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2) 실험자의 골반각도(Pelvit Joint Locking)는 적절히 통제되어 있고, 엉덩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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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Hip Extension)은 충분히 진행되었다 

3) 개인별 1RM(One Repetition Maximum, 한 번에 최대의 노력으로 사용 가능한 

근육의 능력)은 압력센서의 Vout 출력 값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트레이너의 하프 스쿼트 압력센서 측정 data는 올바른 자세와 트레이닝 가이드에 

기반하여 측정 되었다. 

5) 실험측정 시 압력센서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

으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대측정치의 5% 이내) 

 

 

3. 실험환경 및 구현 

 

실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스쿼트 트레이닝의 방법론이 존재하나, 불특정 

다수 일반인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험환경을 구현하였다.  

 

1) 실험자는 압력센서가 내장된 깔창을 밟고 총 10회의 Half Air Squat를 진행한다 

(어깨넓이 보폭, 최저점에서 무릎과 허벅지가 90도가 되도록 함) 

2) 첫 번째 세트는 무릎이 앞꿈치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정상자세가 되도록 측정 

하였고(실험측정 Guide A), 두 번째 세트는 무릎이 앞꿈치 라인을 넘어가는 

비정상자세가 되도록 측정하였다(실험측정 Guide B).  

 

 

그림 30. 무릎의 위치에 따른 측정 자세분류(정상/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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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측정 Guide A : 비정상 자세 data 측정 

 

슬관절의 활용이 최대가 되는 Lower Back Rounding 자세로, 깔창의 앞부분에 압력이 

집중이 되고(힙이 앞쪽으로 끌려가는 자세), 골반각도가 무릎과 평행하지 않도록(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자세) 측정하였다. [25] 

 

 

 

그림 31. 비정상 data 측정자세 (Guide A)
20 

 

                                           
20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89621  [2018/12/2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8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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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측정 Guide B : 정상 자세 data 측정 

 

슬관절의 활용이 최소가 되는 Normal Lower Back Arch 자세로, 깔창의 뒷부분에 

압력이 집중이 되고 (힙이 평평함이 유지되는 자세), 골반각도가 무릎과 평행하도록 

(허리부분이 곧게 펴진 자세) 측정하였다. 

 

 

 

그림 32. 정상 data 측정자세 (Gui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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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1차 실험측정 : Insole Pressure Data Analysis 

 

1. Raw Data 특성 파악 

 

측정과정 간 압력센서와 시스템 간의 불규칙적인 data 변동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육안 구별이 가능한 수준의 압력패턴이 확인되었다. 실험측정 Guide A의 

앉는 동작 구간에서 Ch7 부분, 즉 왼쪽 발 뒤꿈치 부분의 압력이 평소보다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실험측정 Guide B의 경우에는 전구간에 지속적으로 1v 수준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3. 측정A의 Raw Data 패턴 

1.1 실험측정 Guide A (비정상자세, 전문가 set)의 Raw Data 특성 

- 총 측정시간 : 30.7 초              - 평균 : 0.71 

- 총 Data 수 : 15,106 개            - 분산 : 0.19 

- 초당 Data 수 : 492 개             - 표준편차 : 0.44 

- Data Rate : 500 Hz 

 

 
그림 34. 측정B의 Raw Data 패턴 

1.2 실험측정 Guide B (정상자세, 전문가 set)의 Raw Data 특성  

- 총 측정시간 : 34.4 초              - 평균 : 1.03 

- 총 Data 수 : 17,190 개            - 분산 : 0.09  

- 초당 Data 수 : 499 개             - 표준편차 : 0.31 

- Data Rate : 5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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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실험측정 Guide A의 1 Cycle (5th) Data 분석 

 

실험측정 Guide A의 10회 운동 dataset 중 5번째 cycle의 data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한 결과 그림35와 같은 형태를 갖는 Raw Data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균 

0.66, 1cycle당 data 수 1400여개), 이를 약 1/100으로 샘플링 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6. 실험측정 Guide A의 1 cycle da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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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ecision의 Threshold를 평균값의 150%로 선정할 경우, “일어남” 구간의 Vout 

값과 “앉음” 구간의 Vout 값이 확연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즉, 압력 data의 패턴을 

바탕으로 실험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앉고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정시간 실험자의 운동결과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압력 data만 보고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운동결과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data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5절 Machine Learning 트레이닝 및 분석결과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표 9. 측정A의 1 Set Data 기반 Training Effectiveness 분석 

 

같은 방법으로 총 1set(=10cycle)의 운동 data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하프 스쿼트 

트레이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표9와 같이 판단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합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자세에 대한 실시간 평가, 원격 교정 시스템의 초기 형태를 

구축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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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차 실험측정 : Machine Learning 시스템 설계  

  

3절에서는 1차적으로 측정된 실험자의 운동 data 분석을 통해, 압력기반의 IoT 

device에서 측정된 data의 패턴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환경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 1 cycle 운동 시간이 상이하여, 머신러닝을 실행시키기 위한 data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차 측정과정 에서는 1 cycle의 기준 

시간을 통제하는 “Time Control”을 실험측정 과정에 추가하여, 다수의 일반인 측정 

data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빠른 분석 정리 및 추후 전처리 과정이 용이하도록 

재설계하였다. 

 

 

1. 실험측정 Process 개선 

 

1) 실험자는 압력센서가 내장된 깔창을 밟고 총 10회의 하프 스쿼트를 진행한다 

(어깨넓이 보폭, 최저점에서 무릎과 허벅지가 90도가 되도록 함) 

2) 동일한 시간조건으로 Control 하기 위해 1초당 1bit 의 메트로놈을 

사용하였으며, 첫 2초는 앉는 동작 다음 2초는 일어서는 동작으로 Guide 하였다. 

 

 

그림 37. 1 cycle 동작의 구분 

3) 한 사이클은 총 4초 이며 1세트, 즉 10cycle (총 40초)동안 왼쪽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4) 첫 번째 세트(10회, 총 40초)는 무릎이 앞꿈치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정상자세가 되도록 측정하였고, 두 번째 세트는 무릎이 앞꿈치 라인을 넘어가는 

비정상자세가 되도록 Guide 하였다. (제 4장 2절의 실험측정 Guide A,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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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러닝을 위한 dataset 구성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data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VM 모델 훈련을 위한 전문가 dataset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반인 dataset를 각각 1:9의 비율로 분류하여 실험 측정을 진행하였다.  

 

1) 총 측정 dataset 

 : 670 cycles (총 134만개의 raw data) 

  

2) 전문가 dataset 

- SVM 모델 학습을 위한 전문가의 운동 data  

- 14만개의 raw data (전체 data의 10%) 

- 비정상 20 cycles + 정상 50 cycles 

 

3) 일반인 dataset  

- SVM 모델 검증을 위한 일반인의 운동 data  

- 120만개의 raw data (전체 data의 90%) 

- 비정상 200 cycles + 정상 400 cycles  

 

실험 과정 중 표본 data의 추출에 오류가 없도록 동일한 실험환경을 유지하였으며, 

4장 2절의 실험측정 Guide A, B에 따라 정확한 자세에 기반하여 data가 추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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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VM 기반 Supervised Learning 및 분석결과   

  

본 연구의 실험 시스템을 구현하며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충분한 data를 

획득하고, 이를 적절히 전처리 하여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의 SVM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 모듈을 활용하여 트레이닝을 진행 하였는데, 우선 전문가 dataset의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 dataset을 

통해 학습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38.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그림 39. Two Class SVM Algorith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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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결과 및 분석 : 전문가 Dataset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운동 data 측정결과로, 전체의 10%에 

해당 하는 약 14만개의 data가 측정되었다. 측정된 data(정상자세 20cycle, 비정상 

자세 50cycle)는 그림41과 같이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정상, 비정상 형태를 

띠었으며 Azure Machine Learning SVM을 수행한 결과 (그림40) 100%의 머신러닝 

정확도(Accuracy)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0. 전문가 dataset의 SVM 결과 

 

 

그림 41. 전문가 dataset의 sign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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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결과 및 분석 : 일반인 Dataset (전체) 

 

학습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의 운동 data 측정결과로, 전체의 

90%에 해당 하는 약 120만개의 data가 측정되었다. 측정된 data(정상자세 200cycle, 

비정상자세 400cycle)는 그림43과 같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노이즈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zure Machine Learning SVM을 수행한 

결과(그림42) 77.8%의 머신러닝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 일반인 dataset(전체)의 SVM 결과 

 

 

그림 43. 일반인 dataset(전체)의 sign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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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결과 및 분석 : 일반인 Dataset (초기측정 10명) 

 

그림45는 측정된 일반인 dataset (전체)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따로 뽑아낸 초기측정 

10명의 dataset 이다. 정상 100cycle, 비정상 100cycle 총 40만개의 data를 SVM으로 

실행한 결과 약 67.5%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그림44)   

 

그림 44. 일반인 dataset(초기측정 10명)의 SVM 결과 

 

 

그림 45. 일반인 dataset(초기측정 10명)의 sign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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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결과 및 분석 : 일반인(1/3/5번째) Dataset 

 

측정된 일반인 dataset (전체)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그림47과 같이 3명의 dataset 

일부(1/3/5번째)를 따로 뽑아내 분석하였다. 정상 30cycle, 비정상 30cycle 총 

12만개의 data를 SVM으로 실행한 결과 약 76.7%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그림46)   

 

 

그림 46. 일반인 dataset(1/3/5번째)의 SVM 결과 

 

 

그림 47. 일반인 dataset(1/3/5번째)의 sign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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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결과 및 분석 : 일반인(2/4/6번째) Dataset  

 

측정된 일반인 dataset (전체)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그림49와 같이 3명의 dataset 

일부(2/4/6번째)를 따로 뽑아내 분석하였다. 정상 30cycle, 비정상 30cycle 총 

12만개의 data를 SVM으로 실행한 결과 약 83.3%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그림48) 

 

 

그림 48. 일반인 dataset(2/4/6번째)의 SVM 결과 

 

 

그림 49. 일반인 dataset(2/4/6번째)의 sign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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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처리 Process : Moving Average Filter 

 

 정상/비정상 자세의 구분이 명확한 전문가 dataset과 달리, 일부 일반인 dataset의 

경우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림48) 

 구분이 모호한 data의 경우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와 같은 판단 오류를 

유발하여 SVM 모델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data 전처리 

기법 중 하나인 Moving Average Filter를 적용하여 SVM 모델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50. 모호한 dataset에 적용한 Moving Average Filter   

 

Moving Average Filter는 연속된 입력값 들을 평균하여 가며 출력을 내는 필터로 data 

변화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 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일반인 

dataset(전체)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data에서 중요하지 않은 노이즈 부분을 제거하여 

값의 변화를 매끄럽게 하고 실험자의 운동 data 추세를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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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전처리 Dataset의 SVM 수행 결과 

 

Moving Average Filter를 통한 전처리가 진행된 dataset에 기반하여 SVM을 수행한 

결과, 약 90%의 False Negative의 감소 효과가 확인 되었고 (기존 40개  개선 4개), 

약 39%의 False Positive 감소 효과가 확인 되었다. (기존 93개  개선 57개) 

즉, SVM 모델의 정확도가 기존 77.8% 수준에서 89.8%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51) 

 
그림 51. 일반인 dataset(전체)의 SVM 결과 : Moving Average 전처리 적용 

 

그림 52. 일반인 dataset(전체)의 signal pattern : Moving Average 전처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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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고찰 및 추후계획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IoT센서값을 기반으로 시계열 data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들

을 활용해 볼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실험 군의 Data 측정값을 바탕으로 특정상황(ex. 정

상자세, 비정상자세)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정

의된 Data 패턴을 학습,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Alarm을 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 인

지기반 개선유도(부상방지)가 가능한 초기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었다. 

 

정상자세와 비정상자세를 사전에 인지시키고 실험을 진행하는 Guided Test를 통해, 

스쿼트 운동자세의 올바름을 Data만 보고도 실시간 머신러닝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

는데, 압력기반의 dataset에 근육의 활성도 (EMG, Electromyography)나 영상기반 분

석 data가 추가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

된다. 

 

 본 연구모델을 Unguided Test에도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의 운동자세 올바름 여부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용자 별 학습된 행동패

턴을 기반으로 anomaly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스포츠 트레이닝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스마트깔창의 da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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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hine Learning (SVM) based Real-time Training 

Posture Measurement System using IoT Sensor 
 

 

Jake Jaewook Shin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IoT technology, various sensor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network to collect data in real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lgorithm that can prevent 

"Injury" which is a difficult problem in sports field. Certain sports train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nd measured data were analyzed to apply machine learning algorithm, especially 

SVM (Support Vector Machine).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a machine learning system which can recognize the data pattern 

from appropriate repetitive pressure raw data obtained from the IoT sensor built in the insole, 

it is possible to find a particular pressure pattern in a specific posture and we expect this to 

be meaningful commercial system in the future. 

During half squat training we measured total 134 million raw data of insole pressure from 

different posture training groups. SVM model was learned correctness pattern based on the 

10% data of the experts and 90% of the surveyed data were used to verify the learned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initial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program were somewhat lacking of accuracy. In order to improve this, proper data 

pretreatment methods such as Moving Average, Differentiation, and Squaring have been used 

in system to improve the posture correctness decision performance. Finally, the machine 

learning system’s overall decision accuracy has been improved from initial 77.8% to 89.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VM system which recognizes normal and 

abnormal postures from data allows us to judge the correctness of the half squat movement 

posture of guided test based on the real time machine learning.  

We will further improve the process of learning various human behavior patterns and suggest 

efficient ways to utilize real time IoT sensor data in proper fields such as sports training, 

industrial, healthcare, and etc. 

 

Keywords : IoT sensor,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Moving Average 

Student Number : 2017-2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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