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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Big data)는 제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과학, 기술, 산업, 사회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인

공지능(AI), 클라우드(Cloud)와 더불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아우르는 곳에서 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교통, 기상, 의료, 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

에서는 병원이나 재활센터가 아닌 훈련이나 일상 생활에서 생체 신호(Vital sign)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의 등장으로 여러 형태의 생체 신호를 수집, 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포츠분야, 즉 야구선수의 훈련(training)과 재활(rehabilitation)을 한 웨어러블 장치에서 추출된 생체 신호

를 가지는 빅데이터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야구선수에 한 훈련, 특

히 내야와 외야 수비선수에 한 운동량 측정 생체신호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

템에 한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Big data is an important keyword in Worl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ublic and private division including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system in the fields of science, technology, industry and society. Big data based on services are available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nsportation, weather, medical care, and marketing.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ports, various types of bio-signals can be 

collected and managed by the appearance of a wearable device that can measure vital signs in training or rehabilitation for daily life rather than a 

hospital or a rehabilitation center. However, research on big data with vital signs from wearable devices for training and rehabilitation for baseball 

players have not yet been stimulat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baseball infield and outfield players, especially which can 

store and analyze the momentum measurement vital signals based on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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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 데이터란 종래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처리하

던 데이터에 비해 그 크기와 양이 거 하고 생명주기

도 짧고 종류와 형태에서도 문자, 숫자 데이터뿐 아니

라 상, 음성,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단지 데이터의 크기가 거 하다고 

빅 데이터라고 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양(Data 

volume), 데이터 속도(Data  velocity) 그리고 데이터 

다양성(Data variety)의 3차원  특징이 모두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1-2]. 스포츠 경기에서 빅데이터 활용

은 필수이다. 빅 데이터는 최근  세계 스포츠업계의 

주요 심사로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3]. 머니볼 이론

(Moneyball theory)이란 화 ‘머니볼(Money ball)’을 

통하여 리 알려지게 된 미국 로야구단 오클랜드 

애슬 틱스(Oakland Athletics)에서 구단주 빌리 빈

(William Lamar Beane)이 경기 데이터를 세 하게 

분석하여 오직 데이터만으로 선수들을 배치하여 승률

을 높 다는 게임 이론이다[4]. 리그에서도 최하  

을 4년 연속 포스트시즌(Post season)에 진출시키었

고, 메이  리그(Major league) 최 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 다.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과 

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 하고 방 한 야구 경

기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여졌으며, 트랙맨(Track 

man)과 같은 군사기술과 스탯개스트(Statcast)와 같은 

수리통계학을 이용하여 투수의 투구 궤 , 타구 방향

과 속도, 수비수의 움직임 그리고 주루 이 등 야구

의 모든 경기를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문자, 숫자 형태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센서 신호

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획득, 

장, 분석 그리고 활용을 하여, 최근 야구경기의 흥행

을 가져다 주는 빅 데이터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5].

2017년 재 한야구 회(Korea Baseball 

Association)에 등록된 고교야구는 75개 이 있으며 

고교야구 주말리그, 평가 , 지역 회 등 많은 경기 

수와 과도한 훈련으로 부상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고교야구 주말리그제는 문화체육 부, 한야

구 회가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부하는 학원 

스포츠’라는 취지를 가지고, 국을 8개 권역으로 나

눠 7-8개 을 배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고 있

다1). 주 에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훈련과 시합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재 고교야구 선수들의 진로에 있어서 제한된 

로야구 입단과 학 진학을 한 훈련시간이 

히 어듦에 따라 고강도 훈련과 경기로 인하여 항상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6]. 고교야구선수들은 

학선수, 로선수들과의 격차를 이기 해 과거에 

비해 체격, 체력  기술 인 모든 측면에서 비약 인 

발 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야구선수의 기 자료가 

되는 순발력, 지구력, 운동신경능력 등의 경기력 평가

와 평가기 에 한 연구들이 로야구 선수를 상

으로 국한되어 왔으며, 고교야구나 학야구 선수들에 

한 기본 인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야구 운동

평가에 있어 근력, 지구력, 순발력 평가는 선수와 지

도자  트 이 에게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결

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생체 신호란 인간의 신체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순

간 값을 의미하며, 각 개인의 질병과 건강에 해서 

의료기 이나 국가지정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 목 을 

가지고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7]. 그 에서 주

로 리되는 생체 신호는 압(Blood pressure), 맥박

(Pulse), 심 도(Electrocardiogram) 등이 있고, 병원이

나 재활원, 요양원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더

불어 스포츠와  분야에서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기기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생체 신호 

데이터는 크게 2가지의 데이터 종류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체온(Body temperature), 압, 맥박 등과 같

이 단순한 값을 가지는 비연속, 비정형 인 데이터 형

태이다. 두 번째, 심 도, 가속도(Accelerometer), 호흡

(Respiration) 등과 같이 연속 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이다. 연속 인 데이터의 경우 그 데이터 양이 방 하

기 때문에 종래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에 합하

지 않다. 불연속 인 자료인 경우에도 단순 값을 가지

지만 주기가 매우 짧아 질수록, 이를 측정하는 경우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존의 DBMS(:Database 

1) 한야구소 트볼 회, https://www.korea-baseb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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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에 장하기에 합하지 않다. 

종래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에 합하지 않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분류하여 리하여야 

한다. 생체신호는 원 데이터(Raw-Data)를 가지고 다

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값을 추출하고, 분석

이 가능한 정보로 장/ 리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야구선수의 훈련과 

재활에서 만들어지는 생체신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장하고 분석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야구선수의 빅데이터는 선수들이 경기 훈련 

에 몸에 센서(Sensor)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훈련 도  발생하는 선수들의 심 도와 맥박, 압 등

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와 자이로 센서(gyro sensor)로 만들어지는 움

직임과 거리를 환산하여 유도되는 순발력 지수를 이

용하여 각 선수를 한 수비 분석 랫폼을 통해 선

수들의 기량을 분석하고 략을 짜는데 활용한다.

그림 1. 야구 수비 동작
Fig. 1 Baseball defensive motion

다음 그림 1.은 야구 수비동작에 한 를 보여

다.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투수와 

훌륭한 타격 선수가 있는 이 강한 이고, 이오

나 한국시리즈에서 높은 성 을 낼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작은 실수는 량 실 으로 이어져 

패배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 않다. 야구 선수의 수비 

범 와 능력은 승패의 결정  요인이다. 아직까지 수

비에 한 야구 선수에 한 운동량 분석이나 평가를 

한 측정 기 이 거의 없는 편이다. 야구선수 포지션 

에 투수의 투구 동작(직구, 커 )이나 로야구 선

수의 타격 동작에 한 운동학  분석에 한 연구는 

있다[8]. 그러나 야구선수의 수비 동작에 한 운동학

, 생체학  분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선수들

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와 생체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심박수 센서 착용을 허

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 이유는 운동량 측정과 경

기력 향상을 한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선수들을 부

상이나 사고로 인한 경기력 부재를 탈피하려는 시도

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야구선수의 훈련과 재활을 하여 

웨어러블 장치에서 추출된 생체 신호를 가지고 이를  

빅데이터로 리하며 야구 수비선수에 한 운동량 

측정 생체신호를 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아래 그림 2.는 야구 수비선

수 포지션 이동에 한 를 보여 다.

그림 2. 야구 수비선수 포지션 이동
Fig. 2 Position shift of baseball defensive player

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생체신호 획득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와 스마트 기기(Smart 

device)는 인터넷과 자통신기술의 유래없는 발 으

로 말미암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을 이끌고 있으

며, 신체에 부착 가능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Wearable device)는 기존의 디바이스로 불가능하

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시키고 있다. MIT 

미디어랩(Media Lab)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

체에 부착하여 컴퓨  행 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한다2). 웨어러블 기기

는 인간 신체의 생리학  신호를 감지하기 한 다수

의 센서들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없이 부착되고,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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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간 신호 측정이 되도록 한다. 이 게 측정된 

신호는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와 같은 

무선 통신기술을 통하여 서버로 송되며, 획득된 

부분 신호는 심박수, 체온, 압, 맥박 등의 생체 데이

터이다.

재 웨어러블 기기를 각종 스포츠 선수 인체에 부

착하여 웨어러블 기기의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신체 

안의 생체 데이터를 획득, 장, 분석하여 새로운 서

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의 운동량과 신체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확장한 후 유/무선 네트워

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장하고 이를 방 한 양의 빅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지원한다. 이후 분석된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치, 심 도, 근 도, 운

동량, 스트 스 정도와 선수의 체온, 체  등의 변화 

등에 맞추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까지 측해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9].

그림 3. 웨어러블 기기의 종류
Fig. 3 Types of wearable devices

Ⅲ. 야구선수의 생체신호 분석

야구선수의 개인 인 수비 능력은 주로 운동 신경

(Nerve ability), 체격(Physical status), 체력(Physical 

strength), 집 력(Concentration)이 이를 결정한다. 특

히 수비 움직임(Defensive movements)의 보폭은 걸

을 때나 달릴 때의 크기와 신체의 길이에 따라 다르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야구선수의 수비 능력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 속도  운동량을 측정한다. 

3.1 실험 방법

본 실험 참여자는 K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내야와 외야선수 8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동량 

측정을 한 실험을 하 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7.9

세이고, 평균 키는 178.3cm 그리고 평균 몸무게는 

73.4kg이었다. 측정된 운동량분석은 감독으로 하여  

학생들의 수비 치와 운동능력을 한 포지션 결정

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 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아래 그림 4.는 야구 선수의 수비능력 측정에 한 분

포 를 보여 다.

3.2 실험 장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운동, 게임시

장에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보행수과 주행 형태

를 측정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10-11].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센서

를 동시에 사용하면 사람이 이동하거나 달리는 경로

를 추 할 수 있다. 한 이동거리도 함께 계산이 가

능하다. 

그림 4. 수비능력 측정
Fig. 4 Defensive ability measurement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웨어러블 기기는 16bit 

MCU(Micro Controller Unit)와 가속도 센서(자이로 

센서 포함)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듈을 야구 선수의 신체에 부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게 되면, 움직인 경로와 거리를 

환산하여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즉, 가속도 센서

는 각 방향별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자이로 센서는 이

동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2) The Wearable Computing Market:A Global Analysis, GigaOm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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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CU(Micro Controller Unit)
Fig. 5 MCU(Micro Controller Unit)

 

3.3 측정 방법

선수들은 심장근처의 몸 표면과 오른쪽 팔 상박에 

가속도 센서 모듈을 부착하고, 력 가속도의 신호를 

X, Y, Z축 방향으로 각각의 아날로그 신호를 획득하

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획득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에 따

른 근육의 사용도와 힘에 미치는 향을 운동별로 데

이터 측정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

를 이용하여 운동별 센서 데이터의 차이 과 활동량

에 해서 측정을 하여 분석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 

신체 움직임의 강도와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

다. 운동부하 검사(Exercise stress test)는 야구 선수

에게 수비 연습을 시켜 운동량을 늘린 상태에서 심

도와 압, 맥박을 측정하여 생체 신호 데이터를 얻는

다. 먼  운동  휴식 상태에서 심 도, 맥박, 압을 

측정한다. 운동을 시작하여 운동 강도 단계를 조 하

면서 검사 동안 지속 으로 심박동수와 심 도가 모

니터에 기록되고, 약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압을 측

정한다.

그림 6. 가속도 센서의 측정 값
Fig. 6 Measured value of acceleration sensor

3.4 데이터 분석

가속도 센서는 력 가속도를 포함하고 타임스탬

와 x, y, z 축에 작용하는 모든 가속도를 출력하기 때

문에 이 정보를 그 로 용하면 큰 오차를 가진 값

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를 추가시켜 출력데

이터를 보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 수와 거리를 산

출한다. 야구 선수는 생체 신호 획득을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후 각각의 내야와 외야 수비 동작

에 하여 50분의 1  단 로 250개씩 데이터를 샘

링한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보폭측정에는 력가속

도 성분 출력으로 인한 분 오차 때문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하여 가속도 센서의 타임

스탬 와 x, y, z축 출력을 하나의 표 값으로 처리

하는 벡터합산(Vector Sum)를 사용한다.

Ⅳ.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본 장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신호  

심 도와 가속도, 맥박, 압 신호에 하여 빅데이터 

송과 장을 설명한다. 생체신호는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장되며 비정형의 생체

신호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맵 리듀스

(Map/Reduce)를 이용한다.

4.1 생체신호 특정값 추출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이 가능한 생체신호의 종류는 

심 도, 가속도, 압, 맥박 등의 신호가 있다. 심 도

(ECG)는 심장근처의 몸의 표면에 부착하여 기록한 

것으로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요한 수단으로 활

용된다. 심장 주 에서 측정된 ~mV 범 의 심 도는 

LPF(Low pass filter)를 통하여 필터링되고,  

IA(Instrumentation Amplifier)의 입력된 후 증폭되어 

심 도 형이 1Hz~35Hz 범 의 심 도 신호로 출력

된다. 아날로그 형태의 심 도 형은 MCU의 

ADC(Analog_to_Digital Conveter)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심 도 신호는 블루

투스 통신 모듈을 거쳐서 데이터로 장된다. 본 연구

에서 1 에 보통 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심

도신호는 1시간 측정했을 때 720,000개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따라서 측정되는 심 도 신호의 데이터는 

소수  이하의 큰 길이를 가지므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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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심 도(ECG) 신호
Fig. 7 Electrocardiogram(ECG) signal

가속도(ACC)는 야구 선수의 수비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신호로 X축, Y축, Z축으로 출력된다. 웨어러

블 기기로부터 추출되는 가속도 신호는 1 당 60개의 

신호를 장하는데 1시간 측정 시에 216,000개의 데이

터가 만들어 진다.

그림 8. 가속도, 속도, 변 의 미 분
Fig. 8 Calculus of acceleration, velocity and 

displacement

가속도센서로 측정된 가속도 시간신호(time signal)

는 수학 으로는 한번 분하면 속도신호로, 두 번 

분하면 변 신호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속도 시간신호를  분해서 속도 시간신호, 변  시

간신호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며, 그 이유는 가속도신

호 측정과정에서 측정 노이즈(noise)가 발생하여 시간

분과정에서 변환된 신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가

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특징 값으로는 

보행수, 칼로리, 이동거리 등이 있으며 걷기, 달리기를 

분석할 수 있다.

압과 맥박은 운동선수의 요한 생체신호로서 운

동을 할시, 심장의 활동으로 압도 오르고 맥박도 빨

라진다. 그러나 에 문제가 있을 시 맥박과 압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의 맥박수는 분당 60~80회이다. 

나이가 을수록 많아져서 고등학교 학생 나이에 해

당하는 맥박수는 평균 80~100회이다. 본 실험에서 측

정된 신호는 1 에 보통 300개 정도의 생체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방 한 데이터와 짧은 주기를 갖는 선형

구조의 형태이므로 빅 데이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심 도, 가속도, 압, 맥박 등의 신호로부터 추출

된 특정 값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종래의 데이터베이

스로 리하기에는 부 합하다. 따라서 추출된 신호는 

양과 가치에 의해 빅데이터로서의 장과 분석이 필

요하다.

4.2 생체신호의 빅데이터 장

아 치 하이 (Apache Hive)는 하둡(Hadoop)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하부 

구조로서 데이터의 생성, 질의 그리고 분석 기능을 제

공한다[12]. 이는 Apache HDFS이나 Apache HBase

와 같은 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량 데이터 집합

들을 분석한다. HiveQL은 DBMS의 SQL(Structue 

Query Language)과 같이 데이터 생성  질의, 제어 

언어를 제공하며 Map/Reduce의 기능도 지원한다. 그

림 9.에서는 학생 야구선수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HiveQL 쿼리문을 작성하 다. 참고로 HiveQL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hive> CREATE TABLE students(ID INT, name STRING, Height FLOAT, 

Weight FLOAT)

    > PARTITIONED BY (ver timestamp)

    >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 LINES TERMINATED BY ‘\n’

OK

Time taken: 0.461 seconds

그림 9.  HiveQL 데이터 정의어(DDL)
Fig. 9 HiveQL Data Dafinition Language(DDL)

다음 그림 10.은 Hive는 local file system에 있는 데

이터와 HDFS에 장된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한다. 

Hive CLI에서 다음과 같이 LOAD DATA를 입력한다.

OVERWRITE INTO 은 복된 데이터가 있어

도 무시하고 입력한다. PARTITION 은 티션 키

인 ver 값을 ‘2017-10-12’로 설정해 데이터를 입력하

는 설정이다. 생체신호 Raw-data로부터 여과와 정제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일을 Table 형식에 맞게 

장한 후, HiveQL을 이용하여 Hive에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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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 LOAD DATA LOCAL INPATH

 '/home/user/hadoop/study/baseball/K20171012.csv'

    > OVERWRITE INTO TABLE students

    > PARTITION (ver=’2017-10-12’);

#결과#

Loading data to table default.students partition (ver=20171012)

OK

Time taken: 1.345 seconds

그림 10. HiveQL 데이터 장
Fig. 10 HiveQL data store

4.3 생체신호의 빅데이터 추출

하둡의 HDFS 장소에는 학생 야구선수의 가속도 

센서 값이 timestamp, x축, y축, z축을 가지고 웨이블 

형태로 장된다. 이는 의미가 없는 비정형의 수치값

으로 원데이터 형태이며 분석이 가능한 정보로 변환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Map/Reduce 처리를 통하여 

분석가능한 특정 값 데이터로 추출한다. 다음 그림 

11.은 Map/Reduce로 변환된 가속도 신호의 샘 을 

보여 다.

그림 11. Map/Reduce로 변환된 가속도 신호
Fig. 11 Converted acceleration signal to map/reduce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논문에서는 고교야구 선수에 한 훈련과 평가, 

특히 내야와 외야 수비선수에 한 운동량 측정 생체

신호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야구 선수들은 공격과 수비에서 

타격, 타율, OPS, 어시스트 등의 정량  데이터 측정

에 의존하여 평가되어 왔다. 향후 빅 데이터 스포츠 

분석과 략 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구 선수의 운동 신

경 능력과 순발력, 근력을 포함하는 인지  생체 데이

터까지 변환하여 수집, 장, 리 그리고 분석하는 

기술로 발 할 여지가 많다. 이는 야구감독과 트 이

, 코치진이 생체신호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을 이용

하여 야구 선수들의 체계 인 훈련량을 조 할 수 있

고, 재활에 해서도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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