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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용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운동자세의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 자세와 자신의 자세를 비
교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자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가능하게 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자신의 운동자세를 능
동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운동자세 트레이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운동자세를 촬영하여 사용자 운동
자세 동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카메라부 사용자 운동자세 동영상 데이터 및 사용자 운동자세 동영상과 비교하기 위
한 비교 대상 자세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며, 사용자 입력에 따라 사용자 운동자세 동영상 데이터 및 비교 대상 자
세 동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비교 화면을 제공하는 운동자세 트레이닝 서버; 및 운동자세 트레이닝 서
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사용자 입력을 상기 운동자세 트레이닝 서버로 전달하고, 운동자세 트레이닝 서버에
서 제공하는 비교 화면을 제공받아 디스플레이하는 사용자 단말을 포함한다.

주제어 : 운동자세, 자기주도 학습식, 트레이닝, 시스템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set-up own posture standard and enables to compare the set-up and own 
posture; therefore, this posture training system leads the user’s active learning through the method of 
self-directed learning. This system includes the camera part that shoots user’s posture and save the movie clip 
for comparison about the user and target, the training server that provides a comparison screen playing clips 
simultaneously by user’s input, and the terminal equipment that connects the training server and a network, 
transmits the user’s input to the server, and displays them from the comparison scree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This space is for the abstract of your study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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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골 의 동작에서 요구하는 기 인 자세의 습득이 

매우 요[1], [2]하므로 김선아의 연구에서는 센서를 이

용하여 골  보자의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클럽에 

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스윙 동작  임팩트 순간을 감지

해 내고, 머리에도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임팩트 순  

후의 머리의 움직임을 읽어 내는 방법으로 머리의 움직



자기주도 학습식 골프의 운동자세 트레이닝 시스템 연구

152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n; 11(6): 151-157

임이 클수록 자세가 흐트러졌음을 알려 주는 결과를 얻

었다[3]. 운동 자세를 몸에 익히는 것[3], [4], [5]은 연습

장에서 코치나 로의 강습  지시 등에 의해 자신의 자

세를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운동을 배우

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

과 코치나 로의 주 에 의해 자세가 고착화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강인애[6] 연구자도 자기주도[7] 학습이란 학습자라면 

구든지 자신의 학습에 한 주도권, 책임성을 지니고

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계획, 수행하고 나아가 평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규태

[8]는 자주 인 학습의지를 형성시키고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능동 이고 창의 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학습방법[9]이라고 정의하 다[10].

자기 주도 학습식[11], [12], [13], [14], [15], [16], [17] 

운동자세 트 이닝 시스템에 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사용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운동자세의 기 을 

설정하고[18] 설정된 기  자세와 자신의 자세를 비교

[19] 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자세에 한 평가를 스스로 

가능하게 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자신의 운동 자세

를 능동 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골 의 운동자세[8], 

[20] 트 이닝 시스템[5], [21], [22], [23], [24], [25]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자기 주도 학습식 운동자세 트 이

닝 시스템에 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 스스

로 자신이 원하는 운동자세의 기 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  자세와 자신의 자세를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자세에 한 평가를 스스로 가능하게 하여 자기 주도 학

습을 통해 자신의 운동자세를 능동 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운동자세 트 이닝 시스템 연구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 , 공간  제약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동작을 캡쳐하여 카메라

에 PC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장함으로서 자신의 동작 

자세를 수시로 확인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함

이다. 이를 해 카메라, PC, USB, 블루투스 등을 활용하

여 출력 입력하여 컴퓨터 소 트웨어를 통해 모델링을 

불러 확인  비교를 하도록 하 다. 자기 주도식 동작 

 자세의 변화 추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모델을 골퍼의 동작을 불러와서 

자신의 동작과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2.1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의 기기는 카메라, 사용자 단말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 디지털 캠코더 PC용 카메라, PC용 카메라, 유

무선의 데이터 송 방식( 를 들어, USB, HDMI, 블루

투스 등), 네트워크 등 이다. 구성은 자기 주도 학습식 운

동자세 트 이닝 시스템은 카메라부, 사용자 단말  운

동자세 트 이닝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는 기  자

세 상 장부, 사용자 자세 상 장부, 평가 문항/

수 장부, 스트리  서비스 제공 모듈, 에디터 제공 모듈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기  자세 상 장부는 사용자가 익히고자 하는 기

이 되는 운동자세의 상 데이터들을 장하고 상 

장부는 사용자가 카메라부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동자

세를 촬 한 동 상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평가 문항

/ 수 장부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운동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데이터와 이 평가 문항에 해 

사용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스트리  서비스 제공 모듈은 사용자 단말을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기  자세 상 장부 

는 사용자 자세 상 장부에 장된 상 데이터들

을 스트리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스트리  서비스 

제공 모듈에서 출력되는 상 데이터는 입출력 통신 포

트를 통해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출력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단말은 스트리  

방식으로 출력되는 상 데이터를 입력 받아 디스 이 

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은 웹 라우  상에서 스트리

되는 상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에디터 제공 모듈은 

사용자 단말의 웹 라우  상에 화상 데이터를 수정하

거나 화상 데이터 상에 , 선, 문자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공할 수 있고 에디터 제공 모듈에 의해 사용

자 단말의 웹 라우  상에 실행되는 에디터는,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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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모듈에 의해 재생되는 상 데이터 는 

사용자가 카메라부를 이용하여 촬 한 동 상 데이터  

사용자가 선택한 상 임을 캡쳐한 화상 데이터를 

표시하고, 이 화상 데이터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직  여

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화상 데이터 상에 사용자가 

선, 문자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한다. 상기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은 사용자 단말의 웹 라우  상에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문항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평가 문항들은 사용자가 평가하여 

수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한, 상기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은 

평가 문항에 한 사용자 입력을 제공받아 사용자를 평

가하기 한 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수화된 결과를 

사용자 단말의 웹 라우  상에 표시할수 있다. 끝으로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에서 생성된 수는 평가 문항/

수 장부에 장될 수 있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Fig. 1]은 자기 주도 학습식 운동자세 트 이닝 시스

템의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가 제공하는 상 비교 화

면의 일례로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는 웹 라우 를 

이용하 여 카메라부로 촬 한 사용자 운동자세 동 상과 

선택한 비교 상 자세 상을 나란히 배치하여 재생할 

수 있다.

[Fig. 1] Self-directed learning exercise posture
training system.

카메라부로 촬 한 사용자 운동자세 동 상 데이터가 

사 용자 서버에 장된 경우에는 직  재생할 수 있다. 

한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사용자 자세 상 장

부에 장된 경우에는 스트리  서비스 제공 모듈을 통해 

재생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은 

재생되는 사용자 운동자세 동 상 는 비교 상 자세 

상을 캡쳐할 수 있으며, 캡쳐를 한 사용자 입력에 따

라 재생 이던 상 임을 캡쳐할 수 있다. 웹 페이지 

역의 하부에 캡쳐 버튼이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포인터를 캡쳐 버튼를 클릭하면 클릭된 시 의 상 

임이 캡쳐될 수 있다. 자기 주도 학습식 운동자세 트 이

닝 시스템의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에디터 제공 모듈

은 캡쳐를 하게 되면 사용자 단말로 캡쳐된 상 임

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공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선택 으로, 단계 이 에 캡쳐된 상 임을 가공하여 

흐리게 만드는 워터마크화 과정이 수행될 수도 있고 워터

마크화 된 상 임을 에디터에 표시할 수 있다.

[Fig. 2]는 자기 주도 학습식 운동자세 트 이닝 시스

템의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가 제공하는 에디터 화면으

로 캡쳐된 상 임은 별도의 사용자 입력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에디터 제공모듈

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상에 즉시 표시되어,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상태

로 표시될 수 있다. 워터마크화 과정이 수행되는 경우, 에

디터에는 워터마크화 된 상 임이 수정 가능한 상

태로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에디터에 표시된 상에 

포인터를 이용하여 그리기 기능이나 문자 입력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운동자세와 비교 상 

상이 제공하는 운동자세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 를 들

어, 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연결함

으로써 특정 신체 부분의 높이, 다른 신체 부분과 이루는 

각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 상 상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높이, 각도 등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러

한 비교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해, 에디터의 배경에는 

격자형식의 선이 미리 마련될 수도 있다. 한, 스스

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등을 문자로 기록 할 

수도 있다. 한, 별도의 사용자 입력을 통해 사용자가 에

디터 상에서 수정한 상 임은 사용자 단말 는 운

동자세 트 이닝 서버에 장될 수도 있다. 결과 으로 

자기 평가를 한 사용자의 입력을 수신하고 이를 운동

자세 트 이닝 서버 달할 수 있고 평가를 한 사용자 

입력이 발생하면,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은 평가 문항/ 수 장부에 장된 자기 

평가 문항 화면을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여 디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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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할 수 있다.

[Fig. 2] Self-directed learning exercise posture
training system

[Fig. 3]은 본 연구의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가 제공

하는 자기 평가 문항 화면이다. 이것에서는 사용자 단말

의 웹 라우 에 표시되는 웹 페이지의 일부로서 사용자

가 스스로의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평가 문항들은 사용자가 비교하고자 하는 운동

의 종류 는 운동자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

어 사 에 평가 문항/ 수 장부에 장될 수 있다. 사

용자는 포인터를 이용하여 각 평가 문항들에 해 스스

로 단한 평가 수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 문항들에 

한 응답을 종료하기 한 입력을 수신하고, 사용자 평

가 결과를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로 송하고,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평가 문항/ 수 장부에 장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평가 문항에 한 응답을 완료하고 사

용자 단말에 디스 이 되는 웹 페이지 상에 제공되는 

장 버튼을 클릭할 수 있으며, 장 버튼 이 클릭되면 사

용자 단말은 사용자 평가 결과를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

로 송할 수 있다. 이를 입력 받은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은 사용자 응답에 따른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응

답 결과  수 데이터를 평가 문항/ 수 장부로 장

되게 할 수 있다. 한편, 단계에서,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

의 평가 문항/ 수 제공 모듈은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장하는 것에 더하여 평가 결과  이  평가 결과와의 비

교 화면을 작성하여 사용자 단말로 제공할 수 있다.

[Fig. 3] Self-assessment questions

[Fig. 4]는 본 연구의 서버가 제공하는 자기 평가 결과 

화면이다. 운동자세 트 이닝 서버의 평가 문항/ 수 제

공 모듈은 사용자의 자기 평가 응답 송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표시하는 화면을 작성하여 사용자 단말로 제공할 

수 있다.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0년 체 

인구의 11.3%로, 2005년 9.3% 비 24.3% 증가하 으며, 

모든 시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으로 노인들의 삶에 

한 질  향상과 건강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

인의 경우 가장 큰 심은 자신에 한 건강이며, 자신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자기 평가 

결과는 표나 그래  등과 같이 사용자가 시각 으로 용

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이 에 사용자 평가 결과를 함께 표시하고 그 변화 추

이를 표시되게 할 수 도 있다.

[Fig. 4] Self-assessment questions results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주)조이엔텍에서 연구 출원한 

동 상 골  연습기는 연습자의 스윙동작 촬 하는 상 

촬 장치로 연습자의 상을 장하고 자료화면을 재생

하는 상녹화, 재생장치로는 연습자의 스윙동작을 디스

이하는 주 화면과 특정선수의 비교화면을 디스

이하는 보조 분할 화면을 갖는 상출력장치이다[26], 

[27]. 본 연구는 사용자의 자세 동 상과 기  동 상(강

사 는 문가 동 상)을 화면상에서 비교하며, 비교결

과를 사용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

성을 구비해서 사용자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하나의 모델

에 의한 한정  상만 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연습

자의 자세 동 상과 기  동 상을 함께 재생하는 구성

은 동일하나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개시하지 않

았다. 이러한 은 본 연구의 차이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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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쓰리에스휴먼에서는 강사의 표 상과 사용자 

상의 크기를 조정하여 일차화한 후 화면에 표시하고 

상호 비교한 것이다[28]. 선행연구의 (주)조이엔텍은 연

습자의 자세 동 상과 기  동 상을 함께 재생하는 구

성은 유사하나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개시하지 

않아서 동작비교를 통한 자세교정 운동 장치  동작비

교 방법이다. 이 동작비교 방법을 장한 기록매체 연구

한 (주)쓰리에스휴먼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동작화면과 

강사의 표 화면을 이용하여 두 상의 비교를 한 

상처리 알고리즘에 한 것으로, 두 화면을 동시에 디스

이한다는 에서 유사 이 있으나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갖추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자세 동

상과 기  동 상(강사 는 문가 동 상)을 화면상

에서 비교한 결과를 사용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구비하여 동작의 비교 결과를 장

하여 데이터 디비(DB)로도 가능하다. 두 가지의 상을 

보고 자신의 상을 그림 으로 그려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다.

아임스이십일(주)의 골퍼 자세교정 시스템에서는 골퍼

의 스윙자세를 촬 하는 카메라부는 촬 된 골퍼의 스윙

자세를 시각 으로 표시하는 표시부이고 골퍼의 스윙을 

촬 하여 디스 이한다[29]는 본 연구와 유사하나 비교

화면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갖추지는 않는다. 

한 기  상과의 비교화면과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

성이 결여되어 본 연구와 차이 이 있다. 본 연구는 사용

자의 자세 동 상과 기  동 상(강사 는 문가 동

상)을 화면상에서 비교하며, 비교결과를 사용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주도 평가를 한 구성을 구비하 다.

4. 결론 및 제언

본 기술  연구 후의 효과 측 가능  하는 면들을 

결론 으로 말하면 운동자세를 확인하고 재확인도 가능

하다. 한 데이터를 장하여 운동자세의 변화 추이를 

한 에 볼 수 있어 자신의 운동자세에 한 체 인 흐

름  변화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과는 다르게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는 기능

이 있어 배우게 되는 지도자나 로 등올 제한  요인과 

배우는 과정에 개인 , 심리 , 달  과정에서 오는 불

필요한 일로 생길 수 있는 일에 최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측하여 보완  개념까지 내용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스포츠는 지도자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된다. 이는 지도자는 시

간  공간  제한  요인이 있어 지속 으로 지도를 받

기는 경제 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한 제약  

요인이 수반하게 된다. 더불어 스포츠를 배우는 보자

나 스스로 아는 경우라도 늘 연습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자는 더 많은 시간을 갖어야 능숙한 단계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마음만 하게 조바심

을 생겨 더 심리  안정보다는 조 한 마음으로 연습하

는 과정이 지속 으로 되기보다는 도 그만두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 실 으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자가 배우는 입장에서 인지하는 단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인지  요인은 지도자가  수 있는 시

간  공간  경제  요인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자나 능숙자나 연습을 지속 으

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식이 용

되어야 한다.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것은 배우는 자와의 

신체 , 인격 , 경제 , 모든 요인들이 만족스럽게 되어

야 배우는 동작이나 기능이 표 되거나 표출되어진다. 

간혹 이러한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배우는 사람은 늘 지

도자의 모든 사항을 주의하는 것과 동시에 불필요한 요

인들까지 신경  심미 인 것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래된다.

운동자세 시스템의 연구비가 필요하다. 연구비가 부족

하여 시스템 개발 연구만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기술개발

로 되어 실제 운동자세의 선도 인 면으로 이끌어 내어

야 한다. 이 개발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이 개발을 그 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목한다면 이는 

언어상의 어려움으로 제한  이용만 가능  될 것이며 

이는 모든 이를 한 교육  의미가 부족한 실에 될 것

이다. 실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용도 고가임에 

분명하고 가격 비에 비해 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 으로 맞는 것이다.

개발을 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다. 연구비로 시스템 

연구만 되었지만 더 개발연구가 되어야 하며 연구의 가

치가 있다.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로 되어 있어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형태에 맞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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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스템은 pc+software 이다. 장치 청구의 

문제는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소 트웨어도 만들어서 배

포하면 더 효율 으로 사용이 용이하다. 캡처된 상을 

불러와서 자기의 상과 비교해서 그 시 에서 동작을 

분석으로 나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요소 비교

로도 가능  한다. 를 들어, 골  동작을 분석동작으로 

나눠 동작마다 비교할 수 있도록 근하 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 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쉬우면 그

림을 그리는 것도 좋다. 서버구축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이므로 더 한층 만족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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