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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Kinect Sensor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뒤틀린 자세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

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자세 교정 부위 별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체계

적인 교정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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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자에 오래 앉아 일하는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골반이 틀어지기도 한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엉덩이 등 골반 주위가 

뻐근하고 어깨나 목까지 영향을 미친다[1]. 비틀린 자세로 인한 다양한 

목과 척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치료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inect 센서를 활용하여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

션은 목과 척추 그리고 다리 등의 핵심 부위의 자세 교정을 도와준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제시하는 특정 교정 자세를 보고 

따라하면, Kinect Sensor는 사용자의 교정 자세를 센싱하여 올바른 

자세인지 파악하고 횟수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는 자세 교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동작에 대한 정확성을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받게 된다.

II. 자세 교정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의 자세 교정 어플리케이션은 Kinect Sensor를 활용하여 

사용자 자세를 센싱하고 교정하도록 설계한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

션에서 교정하고 싶은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교정 

자세의 이미지, 자세의 핵심 부분, 동작의 정확성 등을 화면에 보여주고, 

Kinect 센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자세를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Kinect 센서에서 사용자를 인식하여 화면에 조인트(Joint)

와 스켈레톤(Skeleton)을 그대로 표현한다[2]. 예를 들어, 특정 자세의 

팔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깨 부분과 팔꿈치 그리고 

손목의 Skeleton 위치를 Kinect Sensor가 파악하여 90도가 맞는지 

판단한 후에 옳다면 바른 자세임을 화면에 출력,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III. 자세 교정 어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자세 교정 어플리케이션은 자세 교정 부의를 

그림 1과 같이 목, 척추, 다리로 분류한다.

Fig. 1. 자세 교정 부위

그림 1의 각 교정 부위는 난이도에 따라 각각 2~3개 정도의 세부 

교정 운동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난이도에 따라 그림 2의 세부 교정 

운동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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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교정 운동 선택

그림 2의 난이도별 자세를 선택했을 경우좌측에는 자세의 이름과 

부위별 잘못된 자세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측에는 조인트와 스켈레톤

으로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자세를 제시한다. START 버튼을 클릭하

면 그림 3과 같이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Fig. 3. 자세 교정 운동

그림 3에서 좌측에는 사용자가 따라 해야하는 자세와 반복한 횟수를 

표시한다. 우측에는 Kinect 센서가 센싱한 사용자의 현재 자세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바른 자세를 취했을 경우 스켈레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지만,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틀린 부위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Kinect Sensor의 특성을 이용한 자세 교정 어플리케

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목, 

척추, 다리 부위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제시하고, Kinect Sensor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센싱하여 스켈레톤으로 표현한다. 이때 

사용자가 바른 자세를 취했을 경우 스켈레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지

만,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틀린 부위를 시각적으

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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