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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that 

can periodically monitor health status and maintain health by increasing the weight 

training population. However, injuries in the absence of trainer are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fitness training cente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periodically monitor the user’s exercise state and assist in 

systematic and safe exercise even when the trainer is absen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auto training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exerciser while 

supporting the strength movement. The auto training system consists of a cable mount 

module, a control module, and a training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In order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the assistant force tests are carried out.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ssistant force works well when the exerciser is 

out of power.

Keywords : Weight Training, Auto Training System, Cable Mount Module, Control 
Module, Training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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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생활체육활동 인구는 Fig. 1 (a)와 같이 꾸

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체육 중에서 

기초 체력 강화에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weight 

training)은 일반인에서부터 노년층, 전문 스포츠

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다

[1]. 그러나 일반적인 체력단련센터(fitness center)

의 경우 운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 운동 중 사고 

발생, 체계적인 운동 관리 문제, 개인 트레이너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헬스 트

레이너(health trainer)의 부족 문제이다. 트레이너

당 관리 회원이 급증함에 따라 2∼5명의 트레이

너가 많은 수(200∼50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적으로 운동관

리를 할 수 있는 헬스 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에 대

해서 Fig. 1 (b)와 같이 76%의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1]. 

건강 상태를 전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헬스 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운동기구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2,3]. 따라서 트레이너당 운동 회원의 증가에 

따른 회원 관리의 어려움과 트레이너 부재 상태에

서의 부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너 부재 

시에도 근력운동을 보조하면서 사용자의 운동 상

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하

게 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춘 시스

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보조하면서 운동자

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토 트레이닝 시

스템(auto training system)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오토 트레이닝 시스

템은 케이블 운동기구 장착 모듈(cable mount 

module), 시스템 제어 모듈(control module), 운

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training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착 모듈 설계 시에는 풀리 방식의 보조 기구를 

케이블에 추가함으로써 기구적 변경을 최소화 하

여 기존 운동 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2.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

일반적인 근력 운동 기구(Fig. 2)는 대부분 무

게 추에 케이블 또는 벨트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무게 추 사이에 핀을 꽂아 원하는 무게를 조절

한다. 중력에 의한 부하만 작용하게 되므로 운동

자 신체 상황에 맞춰 운동하기에는 제한적이며 단

순 운동 기구의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어

트, 근력강화, 재활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트레이너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운동자 신체 상황

에 맞춰 트레이너 없이도 근력 운동 보조가 가능하

도록 하고 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근력 운동 보조 방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운

동자가 추 무게를 초기에 설정하여 특정 하중으로 

운동을 하다가 운동자가 힘이 빠지면 추를 들어 

올리는 케이블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케이

블의 속도를 감지하여 보조력(assistant force)을 

제공함으로서 초기 설정 무게보다 감소된 무게 상

태에서 운동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헬스 트레이너들은 운동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자가 힘이 빠졌을 때 트레이너

가 기구를 들어 줌으로써 운동자가 계속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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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트레

이닝 시스템을 설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웨이트 머신은 현재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렉스코사의 랫풀다운 머신(lat pull 

down machine, Fig. 4)으로 하였다[4]. 

보조력 생성을 위해서는 Fig. 5와 같이 제일 상

단 위치의 무게 추를 보조력 발생 모터와 케이블

로 직접 연결 하여 보조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운동 시작 때에는 초기에 설

정된 무게 추의 하중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을 경우에는 보조력 발생 모

터에 의해 제일 상단 위치의 무게 추와 직결 된 

케이블을 잡아당겨서 추의 하중을 줄여 줌으로써 

운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보조력 생성 기구부의 

형상은 Fig. 6과 같고 AC 서보 모터를 사용하였

다. 운동자가 힘이 빠졌을 때 운동 초기에 설정한 

보조력을 부여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로드셀을 

이용하여 보조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3. 제어 모듈

근력운동 중 운동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의 정확한 운동 상태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 추의 제일 상단 위치와 모터에 직결된 케이

블에 의해 추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모터도 같이 

회전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추의 상하 운동에 

따라 Fig. 6의 보조력 생성 모터의 엔코더에 의해 

측정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SP 기반 고속제어기를 채택하

여 위치, 속도, 가속도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Fig. 7과 같이 오토 트

레이닝 시스템의 제어 모듈을 설계하였다[5]. 

제어기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TI사의 DSP 

28 계열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으며, 모터 제어를 

위한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와 근접 및 적외선 센

서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입출력 단자들로 구성하

였다. 또한 제어기는 2축 서보 드라이브 구동이 

(a) Participation rate of living sports 
activities

(b) The need for scientific fitness 
management

Fig. 1 Survey o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ig. 2 Muscle 

strength 

device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auto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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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였다.

4. 운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

제어 모듈에서 측정되고 제어된 위치, 속도, 가

속도 등의 정보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Fig. 8과 같이 운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을 개발하

였다. 운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운동 하중, 

보조력 크기, 운동 횟수, 운동 속도, 소모 칼로리 

Processor TI DSP 28 series

Communication ethenet / RS232

Digital input/output 8 channel

Analog input/output 2 channel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developed control 
module

Fig. 7 Assistant force part and control 

module

Fig. 4 Lexco LS-102 Fig. 5 Schematic diagram of 

cable mount module
Fig. 6 Assistant force part

Fig. 8 Training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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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

니터링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운동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다. 

Fig. 8에서 ‘Weight’는 현재 사용자가 설정한 

하중을 나타내고 ‘Force’는 보조해주는 힘의 크기

를 나타낸다. 그리고 운동 횟수(Count No.), 운동 

셋트 횟수(Set No.), 운동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화면을 구성하였다.

5.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성능 평가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운동자가 추 무게를 40 kg으로 설정하

여 운동을 하다가 운동자가 힘이 빠지면 추를 들

어 올리는 케이블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케

이블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10 kg의 보조

력을 제공하게 한다. 즉 사용자가 30 kg의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보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트레

이너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동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9 (a)는 40 kg의 하중으로 1회 운동한 모

습을 나타낸다.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하중은 40 

kg, 보조력은 0 kg, 운동 횟수는 1회로 나타나고 

있다. Fig. 9 (b)는 운동자가 40 kg으로 운동하다

가 힘이 많이 빠져 더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진이다.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하중은 

40 kg 이고 보조력은 0 kg, 운동 횟수는 4회로 

나타나고 있다. Fig. 9 (c)는 10 kg의 보조력이 

작동해서 실제로 운동자는 30 kg의 하중에서 운

동하게 되는 사진이다.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운

동 횟수 4회에서 운동자가 운동을 멈추고 있으므

로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이 작동하여 하중은 40 

  

(a) Start exercise
(weight 40 kg, assistant force 0 kg, No. 1)

(b) During exercise
(weight 40 kg, assistant force 0 kg, No. 4)

  

(c) Assistant force action
(weight 40 kg, assistant force 10 kg, No. 4)

(d) Continue exercise
(weight 40 kg, assistant force 10 kg, No. 5)

Fig. 9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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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이고 보조력은 10 kg 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9 (d)는 보조력 작동 후 운동을 계속하는 모

습으로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하중은 40 kg, 보

조력은 10 kg, 운동 횟수는 5회로 나타내고 있다. 

실제 헬스 트레이너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운동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자가 힘이 빠졌을 때 트

레이너가 직접 들어 줌으로써 운동자가 계속 운동

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오토 트레이너 시스템에 의해서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은 사용자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고, 운동 보조를 수행하여 운동자의 근력 

운동 효과를 상승시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웨

이트 머신은 제조사마다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웨이트 머신에 부착이 가능한 구조와 구동 

메커니즘의 적용이 용이한 설계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 운동 기구인 LS-102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였고, 제

어 모듈과 운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을 설계 제작

하였다. 그리고 성능 평가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오토 트레이너 시스템에 의해서 헬스 트레이

너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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