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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라잉 디스크 게임은 1940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이며, 국내는 2007년  이후 등학교를 심으로 보 되어 

빠른 속도로 확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과학화가 진행되면서, 라잉디스크 한 기술  향상과 효율성

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9축 움직임 센서와 GPS 등을 이

용해 이용자의 라잉 디스크에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블루투스 5.0을 이용한 무선 달 방법을 제안한다. 세

부 으로는 실시간 데이터를 찰하거나 후처리 과정을 통해 회 속도, 비행 궤 , 회  등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펌웨어  소 트웨어 그리고 HW 랫폼을 설계 구 하 다. 

ABSTRACT

The flying-disc game has started since 1940. It has been spreading rapidly in Korea since 2007, mainly in elementary schools. Additionally, as sports 

science has been developed, research on flying discs has been continued to build a monitoring system for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efficiency. In this 

paper, we acquire information on the user's flying-disc using 9–axis motion sensor and GPS. Then we propose a method for wireless transmission using 

Bluetooth 5.0. Specifically, the HW platfor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not only to monitor a real-time data but also to compare and analyze rotational 

speed, flight trajectory, and a count of disc rotation through post-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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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잉 디스크(Flying-Disc)는 신 스포츠 종목의 

스포츠로 얼티메이트(ultimate), 라잉디스크 골

(Disc Golf) 등 다양한 경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얼

티미트(Ultimate), 거츠(Guts), 드라이버(Driver) 다양

한 라잉 디스크를 활용한다. 라잉 디스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국내에서도 다양한 경기로 발

·변화 이다. 국내도 , , 고등학교에서 동 윷

놀이와 목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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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되고 있다. 이런 확산에 힘입어 2012년 이후

부터는 교육부와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국

학교 스포츠클럽 배 라잉 디스크 회를 통해 로 

 청소년부, 학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1-2]. 이와 동시에 세계 으로 스포츠산업의 과학화 

추진과 첨단 IT 기술과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한 2013년도부터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활

용한 융합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라잉 디스크의 스포츠 경기

들 한 2014년부터 교육의 첨단화와 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해 동작 분석  코칭 용 등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이러한 분석과 코칭을 

해서는 사용자 동작 분석과 함께 사용자가 라잉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정보인 궤 , 속도, 회 수 등 

정보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

트 라잉 디스크를 통한 정보 추론은 Vicon[4]와 같

은 수억 원  고가의 장비와 비교에서는 미흡하지만, 

라잉 디스크 궤 , 회 수 등 정보를 통해 사용자 

동작 형태를 역추  함으로써 교육의 첨단화와 코칭

을 함께 증 시킬 수 있다. Vicon[4]와 같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지  한국 

체육에서 지속해서 지 되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와 

함께, 라잉 디스크의 주요 목  의 하나인 생활체

육으로써의 활성화에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공간  제약이다. Vicon[4]은 1인에 한 정

보를 획득 가능함으로써 라잉 디스크에서 다수 경

기에 한 데이터 분석이 어려우며, 70m이상의 실외

에서 측정 제약의  한계 갖는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생활 스포츠의 확 와 라잉 

디스크 정보 획득을 해 IoT 기술과 센서를 이용한 

라잉 디스크의 궤도 추  기술이 선행 연구되었다

[5,6]. 그러나 사업 용과 양산을 해서는 그 연구의 

깊이[7]가 낮아 센서의 Dynamic rage를 넘는 상황에

서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으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가 불가피하다.

국내외 다양한 요구사항과 선행 연구를 극복하는 

방안을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라잉 디스크 시스템’

으로 극복하 다. 3장은 라잉 디스크에 부착된 IoT 

모듈의 구성  동작 특징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하

고, 4장은 IoT 모듈이 부착된 스마트 라잉 디스크

를 사용한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라잉 디스크는 

움직임 감지 센서의 계측 보장 범  이상의 환경에서

도 라잉 디스크에 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기존 연구  문제

라잉 디스크에 9축 센서를 심으로 마이크로

로세서와 연동하여 라잉 디스크의 속도, 비행 궤도 

등 센서 정보를 통한 라잉 디스크의 특성[9]를 연구

하 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 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실제 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역동 인 환

경에서 16G 이상 힘의 값이 라잉 디스크에 가해진

다.  가의 움직임 센서들은 16G 이내의 센서 데이

터 값만 신뢰할 수 있어서 실제 경기에서는 라잉 

디스크에  혹은 가해지는 가속도를 측정하기 힘

들다[5]. 

그림 1. 가속도 센서의 포화상태
Fig. 1 Saturation of acceleration sensor

두 번째는 마그네틱(Magnetometer), 가속도(Acce- 

lerometer), 자이로(Gyroscope)센서 모듈을 라잉 디

스크에 장착함으로 인한 라잉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무게  공기역학상 제약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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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언 한 Vicon MX T-Series 장비를 사용하여 

여러 의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하여 라잉 디스크

의 움직임을 촬 하는 라잉 디스크의 비행간 데이

터를 획득할 수 있지만 Vicon 장비는 일정수  이상 

공간이 필요한 라잉 디스크에는 공간 , 측정 인원

에 한 한계를 지닌다.

Ⅲ. Smart Flying-Disc

3.1 스마트 라잉 디스크 구성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라잉 디스크의 장착된 

IoT 모듈은 라잉 디스크를 던지기 직 의 디스크의 

자세나 비행 정보  치 정보를 획득하기 해 9축 

센서와 GPS 모듈을 포함하여 라잉 디스크 내부에 

부착하 으며, 센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SD card 모듈을 통해 장한다. 한, 실시간 센싱 

 GPS 데이터를 제공하고 추 하기 해 근거리 무

선 통신이 가능한 Bluetooth 5.0 모듈을 장착하 다.

그림 2. 제안된 IoT 모듈 구조
Fig. 2 The proposed structure of IoT module

제안된 IoT 모듈은 세부 으로 그림 2와 같이 동

작 감지기 센서로 활용되는 9축 센서인 MPU-9250와 

근거리 통신을 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인 

BGX-13P 그리고 센싱 데이터의 장을 한 SD 카

드, 센서 정보를 보정 제어하는 마이크로 로세서(이

하, MCU)인 Cortex M3로 구성된다. 이 게 구성된 

라잉 디스크에는 IoT 모듈로 인해 무게가 10∼20g 

사이에 증가가 된다. 기존 연구들은 라잉 디스크에 

한 무게 증가와 비행에 따른 공기 항의 형상이 고

려되지 않아 라잉 디스크가 특정하게 기우거나, 

라잉 디스크의 비행 거리가 하게 짧아지는 문제

를 지녔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일반인 라잉 디스크

는 종목과 형태에 따라 140∼169g를 지니며, 개발된 

IoT 모듈은 배터리를 포함하여 13g이다. 최종 으로 

라잉 디스크와 결합할 경우 7∼9.5%에 라잉 디스

크 체의 무게에 따른 심과 라잉 디스크 내부의 

공기 항 증가로 인해 성능 하가 된다.

그림 3. 제안한 스마트 라잉디스크
Fig. 3 Purposed smart flying-disc

제시된 스마트 라잉 디스크는 앞서 문제 을 극

복하기 해 IoT 모듈의 원형과 배치구조를 제시하

다. 그림 3과 같이 통해 라잉 디스크 장착할 때 공

기 항을 이는 방안으로 기구  개선을 하 다. 

라잉 디스크의 IoT 모듈을 원형으로 개발하고, IoT 

모듈 장착 역에 홈을 만듦으로써 IoT 랫폼을 튀

어나오는 부 를 최소화하 다. 이를 통해 비행 안정

성의 향을 최소화하고 그림 2와 같이 라잉 디스

크 모듈의 부품 배치를 통해 IoT 모듈의 무게 심을 

맞춤으로써 라잉 디스크에 비행 특정성을 최소화하

다. 제안된 IoT 모듈의 동작 추정  라잉 디스

크의 궤도추 을 해 사용되는 동작 센서는 

MPU-9250과 GPS인 NEO-M8N으로 상세한 특성은 

표1에 나타나 있다. 제안된 IoT 모듈은 표1의 센서 

 GPS의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가 던지는 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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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 라잉 디스크에 용된 제안된 로토콜 포맷
Fig. 4 Proposed protocol applied to the smart flying-disc

디스크의 비행에 생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코칭과 동작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성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계성을 해 자동 데이터 장  블루

투스를 이용한 자동 무선 연결 등 독립 인 스마트 

라잉 디스크의 동작을 하도록 설계하 다.

Division Model Characteristic

Motion 

Sensor

MPU-9250 Gyro range : ± 2000deg/s

Acc range : ± 16g

Mag range : ±4800μT

Size(mm) : 3 × 3 × 1

GPS 

Receiver

NEO-M8N
velocity accuracy: 0.05m/s

GPS update rate : 10Hz

Size(mm) : 16 × 12 × 2.5

표 1. 움직임 센서  GPS 수신기의 특성
Table 1. Specification of motion sensor and GPS 

receiver

3.2 제안된 IoT 모듈의 SW 기법 

스마트 라잉 디스크 내부에 탑재된 IoT모듈 

MCU는 GPS 데이터와 9축 센서 데이터를 100Hz 표

본을 (sampling) 뽑아 그림 4와 같이 정해진 로토

콜에 따라 데이터 정보를 수신한다. 그림 4의 제안된 

로토콜은 무선 통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에 강하도록 제안하 다. 정보의 습득 범 가 다

른 10Hz의 GPS 데이터와 100Hz의 9축 데이터 움직

임 센서 정보와 결합한다. 이러한 로토콜 구조의 장

은 데이터 패킷 10개  하나의 패킷을 분실하여도 

다음 패킷의 GPS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스마트 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개별 게임은 최소 

4∼12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시간을 확 하고 

배터리 소모를 최 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배터리를 최 한 활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력 

기법이 필요하며, 하드웨어보다는 IoT 모듈에 용되

는 펌웨어의  력 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5. 운  흐름도
Fig. 5 Operation flowchart

이에 따라, 그림 5와 같은  력 소 트웨어의 

운  흐름이 필요하다. 배터리 기반으로 동작하는 스

마트 라잉 디스크는  력으로 동작을 해 3가

지의 상태인 Standby, Run, Interrupt 상태를 두고, 동

작하지 않는 모듈은 Standby 상태로 환하다가 

Interrupt가 발생하면 Run 상태로 변경하여 동작한다. 

이를 통해서, IoT 모듈에서 사용하는 평균 10.14 

mW/h, 순간 최  20.28 mW/h인 력량을 각각 50%

인 평균 5.09 mW/h와 25%인 15.27 mW로 감소시켰

으며, 300 mA/h일 때 실제 IoT 모듈에 사용시간을 

16시간에서 38시간으로 확 하여, 한 번의 충 으로도 

2∼3일의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 등학교 



IoT 기술이 용된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95

교육용에서도 일주일간 충  없이 매시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 다. 

코칭에 한 방법으로 그림 6과 같은 센서 데이터

의 특성을 이용, 라잉 디스크이 손에서 떠나 떨어질 

때까지의 비행 구간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장하는 

기능을 구 하 다. 이 기능은 움직임 센서 데이터  

가속도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라잉디

스크의 던지는 시 과 지면에 충돌된 시 을 악하

여 장함으로서 비행 구간에 발생한 데이터들을 분

류할 수 있다. 

그림 6. 스마트 라잉 디스크 가속 센서의 분석
Fig. 6 Analysis of acceleration sensor on the smart 

flying-disc

데이터의 분류는 그림 6에 표기된 힘 용 구간과 

비행 구간, 비행 끝 구간 총 3가지 구간에 의해 분류

된다. 힘 용 구간은 라잉 디스크를 던졌을 때 

16G 이상의 력 값으로 인해 가속도 센서 값이 측

정범 를 넘어선다. 두 번째는 비행 구간으로 라잉 

디스크가 손을 떠난 이후 구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면 충돌 구간은 라잉 디스크가 땅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가속도 센서 값이 발생한다. 이러

한, 힘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 값을 활용하여 라잉 

디스크의 시작 구간은 힘을 주는 시 으로 끝 구간은 

지면 충돌 시 으로 정의하 다. 그림 6과 같은 데이

터 정보를 통해 스마트 라잉 디스크의 자동 장 

기능 추가하 다.

Ⅳ. Smart Flying-Disc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IoT 모

듈이 부착된 라잉 디스크를 통해 장된 데이터나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개인 으로는 사용자의 비행 정보를 비교  분

석을 할 수 있고, 그룹 으로는 캐처 게임, 얼티메이

트 등 여러 명의 게임을 서버를 통해 체 으로 

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7.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Fig. 7 The structure of monitoring system

4.1 동작 분석

스마트 라잉 디스크는 3.2장에 설명된 로토콜

을 이용해 장되거나 실시간 수신된 데이터를 피치, 

롤, 요의 라잉 디스크 모멘트에 따른 삼차원 동작 

화면과 GPS 궤 , NED 등의 UI(User Interface) 뷰

어인 종합 모니터 뷰어(Total Monitoring View)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한다. 그림 8과 같은 각각의 UI 

뷰어들은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로그를 장

되며 장된 로그는 차후 비교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8. 개발된 동작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
Fig. 8 Development of motion analysis UI tool 



JKIECS, vol. 14, no. 05, 991-1000, 2019

996

GPS 데이터 보기(GPS Data View)는 GPS 데이터

를 통해 라잉 디스크의 비행 궤 , 속도, 2차 평면

상의 궤 (North East Down, NED)을 계산하여 표시

한다. 회 횟수 뷰어(A Count of Rotation View)는 

앞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직 으로 라잉 디

스크의 회 수를 표시하고, 요약 보기(Summary 

View)는 라잉 디스크를 던지기 직  라잉 디스크

의 자세 정보와 라잉 디스크 회 속도 등 사용자 

비행 정보들을 직 으로 분석이 가능한 도구이다.

그림 9. 회 속도를 한 FFT 연산 결과
Fig. 9 The result of FFT calculation for 

rotational speed

그림 9는 요약 보기(Summary View) 내 동작 분

석된 정보 의 하나인, 회 속도를 구하기 해 기존 

시간 정보를 기 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주 수 정

보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연산을 활용해 

변화된 결과이다. 회 속도는 라잉 디스크의 비행이 

종료된 직후, 자동 검출된 비행 구간 동안 발생한 마

그네틱 센서 값들을 FFT 연산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FFT 연산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주 수 

데이터로 변화하여 정량화함으로써 비행 구간 동안 

회 속도 외에 라잉 디스크의 비행 정보인 피치와 

롤 모멘트를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3.1장에서 움직

임 센서인 MPU-9250는 16G 이상에서 자이로 센서의 

Z축 값은 포화상태가 되어 비행 구간 내 자이로 센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이로 센서 정보

를 라미터로 사용하는 모멘트 계산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제시된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

스템은 수평축 모멘트 감쇠 미계수를 추정 알고리즘

을 제안함으로써 그림 10의 추정한 라잉 디스크 각

도 결과와 같이 비행 구간 내 피치와 롤의 각도를 추

정할 수 있다[8, 9].

그림 10. 추정 라잉디스크 각도 결과
Fig. 10 The result of estimated disc angle

4.2 비거리 검증

라잉 디스크는 유선을 연결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에서 데이터 송과 IoT 모듈을 제어해야 하므로 무

선통신을 사용해야 한다[10, 11]. 라잉 디스크 드라

이버 경기는 약 100m 이상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어  

데이터 수신을 해선 최소 반경 50m 이상의 통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 11. 통신 거리 테스트
Fig. 11 The communication d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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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Bluetooth 5.0 Long Range 모드를 이용

한 통신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거리는 약 200

∼350미터 거리이며 통신 페이로드 크기는 최  

500K bps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스마트 라잉 

디스크는 200m 이상의 통신 거리와 그룹 모드에서 

Wi-Fi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그룹별 게임의 정보를 

수신하여 처리한다. 

4.3 치 추

GSP 모듈은 GPS 좌표 정보로 ECEF (Earth 

Fixed Earth Centered)로 표 한다. ECEF는 지도 애

리 이션에 좌표를 표기하기 해선 LLH 좌표계

(Latitude, Longitude, Height)로 변환해야 한다. LLH

로 변환된 3차원 좌표는 라잉 디스크의 궤 으로 

표 이 되거나 2차원 좌표인 NED로 나타내어 라잉 

디스크의 비행 구간 내 움직임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ECEF(왼쪽), LLH(오른쪽) 좌표계
Fig. 12 ECEF(Left), LLH(Right) coordinate

 

그림 12의 왼쪽 그림은 지구를 심을 (0,0,0) 좌표

로 일 때, 한 지  좌표를 나타내는 지구 고정 직교 

좌표계(ECEF)이고 그림 12의 오른쪽 그림은 그리니

치 면과 도면을 기 면으로 좌표를 표 하는 도-

경도-높이 좌표계(LLH)이다. GPS는 ECEF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 리 이션에서는 LLH 좌표계로 

변환해야 한다. 그림 13은 ECEF 좌표계로 수신된 

라잉디스크 라잉 디스크의 비행 정보를 LLH 좌표

계로 변환하여 지도 뷰어에 라잉 디스크의 궤 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은 NED 좌표로 2차원으로 라

잉 디스크의 궤도를 표시하 고, 오른쪽은 라잉 디

스크의 비행 궤 을 지도 애 리 이션에 나타낸 것

이다.

그림 13. NED 뷰어와 지도 뷰어
Fig. 13 NED and Map View

4.4 필드 테스트를 통한 검증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인 , 

그룹의 성능과 활용도를 검증을 해 그림 14와 같이 

장안 , 고성 회, 진천 선수  등에서 필드 테스트

를 진행하 다. 

그림 14. 필드 테스트를 통한 제안 랫폼의 검증
Fig. 14 Validation of the proposed platform through 

field testing

그림 15는 스마트 라잉 디스크를 실제 던진 데이

터와 수평축 모멘트 감쇠 미계수를 추정 알고리즘[9]

을 용한 시뮬 이터의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참여

기 인 건국 학교의 업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와 

같이 실제 데이터궤도와 라잉 디스크의 회 감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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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 계수 (CN+CR+CM)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6은 스마트 라잉 디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을 활용한 그룹 경기를 통해 얻은 결과다. 고성 얼티

미터 경기  선수들이 패스 패턴을 기록한 것으로써 

선수들의 패스 패턴과 선수들의 포지션을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가 으로 통해 사용자 요

구사항 반   시스템 외 처리 등 경기에서 활용

한다.

그림 15. 수평 비행 궤  결과 
Fig. 15 The result of horizontal flight trajectory

그림 16. 고성 회 결과
Fig. 16 The result of Gosung competition

Ⅴ. 결  론

본 논문은 라잉 디스크에 IoT 기술이 목된 

IoT 모듈로 센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라

잉 디스크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장된 데이터의 

2차 가공을 통해, 사용자의 경기 때의 행동분석과 연

습에서의 코칭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 밖에

도 4.4에서 설명했듯이, 이를 확 에서 다른 사용자와

의 비교나 실력향상을 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

스의 기능성을 여러 번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

다. 본 스마트 라잉 디스크를 통해 다양한 선수들

의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하

거나 경기 인 선수들 패스 패턴이나 패스 기술에 

한 분석으로  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추가 개선되고 응용서비스로 확 한다면, 스마트 라

잉 디스크를 이용한 선수 치 추  서비스, 스마트 

캣쳐 골  게임 개발 그리고 , , 고등학교의 체육 

로그램을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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