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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에는 청소년과 어른 대상으로한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운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기를 얻고 있다. 하

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점차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신체활동 능력의 높이는 동시에 운동자세교정을 해주

고 사고방지를 하고자 스포츠, 교육, 3D 가상현실 일부 사용되는 몰입형 프로그램으로 설계 했다. 본 프로그

램에서는 사용자 동작을 효과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키넥트(Kinect)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고 

향후 연구를 통해 운동자세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운동 그리고 재활치료등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Kinect correction sensor(키넥트 보정센서), Exercise(운동), Posture(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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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운동을 하는 이유에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물리치료, 

운동선수, 다이어트 등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1]에 따르면 생활 

운동참여율이 2014년 54.8% 2016년 59.5%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16년 56%와 대비해 3% 상승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헬스가 

전체운동의 20% 참여를 하고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실천이 되고있지않

는 경우가 30% 되고있습니다. 운동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2]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 13,397명 

대상중 절반 이상 (57.3%)이 부상 경험 하였으며, 종목은 축구

(71.3%), 격투기(66.7%), 검도(66.7%), 스노보드(64.6%), 농구

(64.5) 순이었다. 또한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순이었으며, 부상 종류는 염좌(51.7%), 통증(51.0%), 

찰과상(21.6%) 순이었다. 따라서 운동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자세로 

이어진 운동의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쉽

고 운동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읽어서 상호작용을 하여 도움을주는 시각적인 요소로 도움을 

전달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시스템의 관리자는 각각의 다른 운동방법

에따라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바꿔야할 문제가있으면 누구나 프로그

램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키넥트 앞에서 운동자

세를 취한후 움직임 센서를 처리를 통해 사용자의 자세분석과 패턴을 

파악하여 프로그램내에서 미리 자세의 패턴좌표를 설정해놓은 값과 

비교하여 정확한 자세를 취했는지 아니면 부정확한 자세를 취했는지 

색으로 알려주는식으로 도식화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관련 제품인 Motion 

Deterctor2 , ETRI의 재활운동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키넥트 

구성방식과 사용방법 시스템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본 논문에서 연구 하고자하는 바에 관련된 연구에는 ETRI 재활운동

기구, Motion Detector2 가있다. 기존의 Motion Detector 2 시스템의 

경우는 거리센서와 진동센서를 기반으로 원뿔 크기로 초음파를 보내어 

다시 물체에 맞고 다시 되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현재움직이는 상태를 그래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용자

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그래프로만 알 수 있지 제대로된 자세인지와 

현재 사용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있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사용자앞에 조그만한 물체가있으면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

는 단점도있다.

ETRI 재활운동기구는 현재 ETRI의 기업에서 개발하고있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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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으로 만든 목적 시스템이다. 이는 사용자가 현재 자기가 

취하고있는 자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미리 입력되있는 

움직임에 맞춰서 잘 움직이고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몸에 10가지의 센서를 붙여야하는 불필요함이 있는 단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시스템 개념도

그림 1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넥트를 이용하여 운동중 잘못된 

자세나 운동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고자하는 운동 교정 센서 시스템 

개념도이다. 사용자가 키넥트 앞에서 자세를 잡으면 키넥트로부터의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 받은 데이터를 미리 지정해놓은 좌표 

자세와 일치하면 초록색으로 좌표와 틀린자세로 운동을 하였을때는 

빨간색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Fig.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Kinect와 C#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Kinect 앞에 있으면 Kinect의 Detph Camera 사용하여 

사용자의 전신을 인식하도록하고 동시에 RGB camera를 통해 주위에 

사물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움직임만을 분석 데이터를 전송하도록해준

다. 이를 사용자가 화면에 나오게끔 X, Y – projection 좌표를 픽셀로 

분석하여 UI에 나오게끔 MainWindow 함수에서 구성하여 데이터를 

입력받고 마지막으로 출력을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보여주는 구성방식이다. 기본적으로 키넥트를 사용하기전 

Kinect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대로 데이터값을 받고 

출력하는지를 확인하고난뒤 C#에서의 Installed에서 WPF 

application 정의한뒤 참조값에서 Add Reference → Microsoft 

Kinect 설정해준다.

IV. Conclusions

생활체육을하다 매년 잘못된자세나 무리한운동으로 사고가나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비해 운동사고방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있다.

이 논문에서는 키넥트를 사용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를 C#으로주어 

다시 출력하는방식으로 사용자가 Kinect 앞에 있으면 Kinect의 Detph 

Camera 사용하여 사용자의 전신을 인식하도록하고 동시에 RGB 

camera를 통해 주위에 사물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움직임만을 분석 

데이터를 전송하도록하여 입력받은뒤 다시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현재 제대로된 자세로 운동을하고있는지 알수있도록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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