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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현 트렌드에 발맞추어 손상예방, 트레이닝 수업에 보다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하가 증가될수록 우측 외측광근, 대퇴이두

근과 좌측 내측광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이 활성도과 증가하였으며, 발의압력은 앞쪽이 증가하였으며 COG 

좌/우 안정성이 감소하였다. 초보자들은 자신의 동작이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하는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와 숙련자들은 강력한 근육을 바탕으로 보상작용을 수행해서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 결국 근육의 불균형

으로 인한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동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스쿼트(squat), 

스마트 슈즈(Smart Shoes), 근전도(Electromy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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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매년 세계 피트니스 트레드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스포츠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의하면 

‘2017~2019년 피트니스 트레드 20’에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Wearable Technology, WT)가 3년 1위로 선정되어 웨어러블 기기

는 자신의 신체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신체활동 및 운동과 관련된 사업 

시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WT는 모바일과 연동이 가능하고 어디에나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작고 

가볍고 착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스포츠 및 레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스마트 탭의 휴대기기 사용이 늘어나면

서 피트니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인체의 전반적이 근피로와 더불어 특정 근육의 국소적인 근피로로 

인하여 균형 조절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다[1]. 인체 중 발은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써 인체의 체중을 받쳐주고 충격 

흡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운동 중 인체의 발과 지면 사이에는 

반복적인 충격력이 유발되며 이는 피로와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2-3].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스쿼트 동작은 장점이 많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운동할 때의 자세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체의 불균형으

로 근력의 차이가 있을시 낮은 무게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나 

무거운 무게 조건에서는 활성화된 근육군으로 이용하여 밸런스가 

무너진다. 특히 무게를 들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 초반의 관성과 중력에 

영향으로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데, 잘못된 자세와 동작이 불안정하면 

하체와 무릎 등에 손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운동 지도자를 통한 체계화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며, 엘리트선수를 관리하는 트레이너의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 

트렌드에 발맞추어 손상예방, 트레이닝 수업에 보다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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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thods

1. Subjects

연구의 피험자는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항운동 경험이 

1년 이상이고, 스쿼트 운동에 대해 교육을 받은 D대학교 재학생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Measurement

2.1 Squat 

맨몸 스쿼트(normal squat)는 중량 없이 맨몸으로 내려갈때 양팔을 

앞으로 뻗으며 하프 스쿼트(half squat)하는 동작으로 실시하였다. 

운동부하가 50%와 75%는 10초 동안 5회를 실시하였으며, 90%는 

10초 동안 2회를 실시하였다.

2.2 Electromyogram or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하체의 각 근육별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개 채널의 

근전도(Telemyo DTS, Noraxon)를 사용하였으며, 적확한 측정을 

위해 실험에 앞서 MVIC 측정을 하였다. 대상자 간의 비교나 근육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얻은 근전도 신호 데이터는 

근전도 분석 프로그램(MyoResearch v4.0, Noraxon Co, USA)을 

이용하여 필터링하고, 데이터 값을 정류한 다음, Low-pass filter로 

평활화 (smoothing)하여 각각의 대상자들에 대한 EMG신호의 평균

값을 최대등척성 수축(%MVIC)의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Fig. 1. EMG or MVIC

2.3 Smart Shoes

대상자의 스퀴트 동작시 밸런스 측정을 위해 Salted Fitness 어플과 

스마트 슈즈(솔티드 슈즈, 한국)를 사용하였다. 정적 밸런스와 스쿼트 

밸런스 측정을 위해 제자리 서기, 외발 서기와 스쿼트 운동에서 밸런스

를 측정하기 위해 왼발과 오른발의 밸런스, 앞과 뒤의 밸런스를 분석하

였다.

Fig. 2. Smart Shoes

Fig. 3. Smart Shoes analysis

3. Statistical analysis

점증부하 스쿼트 운동시 하체근육들들의 근전도의 변화와 스마트 

슈즈 밸런스 분석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 할 것이다. 사후검정은 Bonferroni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III. Results

부하가 증가할수록 각 근육군에서 근육이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우측 외측광근(P<.01), 좌측 내측광근(P<.001), 

우측 대퇴이두근(P<.05), 좌측 대퇴이두근(P<.001), 좌측 비복근

(P<.001)이 부하가 증가할수록 큰 활성도가 나타났다.

스쿼트 부하가 증가될수록 앞쪽으로 발의 압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스쿼트 부하가 증가될수록 뒤쪽으로 

발의 압력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스쿼트 부하가 증가될수록 COG 좌/우 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IV. Conclusions

McKean 등[4]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쿼트 운동시 시상면에서 

움직임은 숙련자는 5cm 움직임을, 비숙련자는 11cm의 움직임으로 

숙련도에 따라서 움직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숙련자의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인지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341

또한 초보자들은 자신의 동작이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하는지 어려

움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와 숙련자들은 강력한 근육을 바탕으로 

보상작용을 수행해서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 결국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동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체운동재활, 하체운동재활, 기능평가와 처방, 보디빌딩 및 체력육

성, 운동역학 등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에 보고 인지하면서 새로운 티칭방법까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 피트니스 트레드와 접목하여 체형과 운동 밸런스 등을 

분석해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러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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