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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TV에서도 ‘머슬 퀸 프로젝

트’, ‘The Body Show’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 가꾸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몸을 가꾸기 위해 헬스장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운동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헬스케어 산업 성장 추이 <그림 2> 헬스케어 시장 규모 

 

 

 

 

본 프로젝트 “What The Health”는 헬스장에 온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 할 수 있

도록 기획하였다. What The Health 스크린 앞에 선 후 운동을 시작하면, What The Health

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운동하는 자세를 트래킹하고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수치화 하

여 화면에 표시해 준다. 또한 이 수치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사용자

가 효율적인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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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헬스장에서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경우, 운동하는 사람은 신체의 균형을 맞춰서 운

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덤벨을 들고 양팔을 드는 운동인 사이드 래터럴 레이

즈를 할 때, 본인이 양쪽 팔을 대칭으로 정확히 드는지 확인할 수 없다. 운동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본인이 대칭으로 팔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확인하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균형을 맞춰서 운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프로

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Kinect v2 와 Unity를 이용하여 ‘What the health’를 

개발하도록 한다. 

 

 

 

 

<그림 3> 올바른 동작 <그림 4> 불균형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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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반복

횟수, 세트수, 운동 소요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자신이 했던 운동 기록을 저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그림4> 프로젝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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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하드웨어 설계 

 

<그림 5> 하드웨어 외관 

 

 

사용자는 What The Health 스크린 앞에 선 후 운동을 시작하면, What The Health는 실시

간으로 이용자의 운동하는 자세를 트래킹하고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수치화 하여 화면

에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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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디자인, 설계 및 구현 

 

<그림 6> UI sequence diagram 

 

UI는 위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세개의 View가 존재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사용

자는 운동을 종료하려면 logout버튼 또는 Exit버튼으로 What the health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두 버튼 모두 초기화면으로 돌아가지만 Exit 버튼은 logout하지 않는다. 같은 운동

을 반복하는 선택은 What the health zone에 입장을 인식하여 이전의 Exercise View로 돌

아갈 수 있다. 사용자는 Start View에서만 마우스로 조작하며 이후 Kincet를 이용하여 

scene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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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종류 구별 

사용자가 운동 종류를 선택하는 별도의 조작없이, What the health는 패턴인식 기술을 사용

하여 사용자가 하고 있는 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 구별해 낸다. 

  

특징 추출 알고리즘 

사용자가 운동할 때 근육이 가장 수축되는 지점에서의 관절 각도를 추출한다. 우리 팀은 

근육이 가장 수축되는 지점을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였다. 

온 몸의 각도를 기반으로, 각도의 변화량이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었다. 

 

<그림 7>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 그래프 

 

 

위의 그래프는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변하는 어깨의 각도를 보여준다. 

X축은 운동의 횟수, Y축은 어깨의 각도이다. 파란색 선은 어깨 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어깨

의 각도를 보여주고, 주황색 선은 이두 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어깨의 각도를 나타낸다. 

어깨 운동을 할 때 평균 어깨의 각도는 80도이며, 이두 운동을 할 때 평균 어깨의 각도는 

20도 이다. 위의 사진은 우리 팀이 특징을 뽑아내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직접 운동을 

100번 이상 수행하여 얻은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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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위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서 Training Set을 추출한다. 이 Training Set을 기반으로 

분류기를 학습시킨다. 

 

의사결정트리 

패턴인식을 하기 위해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한다. 이 트리의 결과값으로는 총 3개의 클래

스로 분류가 된다. 클래스의 결과는 어깨 운동, 이두 운동, 허리 운동으로 분류가 가능하

다. 

 

<그림 8> Decision Tree 

 

라벨에 따른 피드백 제공 

패턴인식의 결과로 운동 종류가 구별 되어진다면 각각 라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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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화면 구현 

 

RGB 영상 

Kinect v2 카메라로부터 받아온 RGB영상을 Unity 3D에 출력하고, 이 RGB영상 위에 관절 

각도를 보여주는 텍스트를 출력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Kinect 카메라의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그리고 스크린 좌표계가 각각 달라 각 좌표계를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

하였다.  

 

 

 

<그림 9> 좌표계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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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계산 

사용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관절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Kinect v2의 skeleton API를 이용하여 각 관절에 필요한 x, y, z 값을 추출한다. 그 후 세 

점을 기반으로 2개의 벡터를 만들고, 2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를 <그림 11>식에 의해 계산

하였다. What the health는 10가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그림 12>의 각도는 <그림 13>의 20번, 1번 점을 이은 벡터와, 4번 5번 점

을 이은 벡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후 모든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하였다. 

 

 

 

 

 

 

 

 

 

 

 

 

 

 

  

<그림 12> 레터럴 레이즈 <그림 13> 관절 번호 

 

 

 

<그림 10> 두 벡터 <그림 11>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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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 

회원관리를 하면서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 DB를 구축하였다. 유니티 3D 에서 php로 저장

할 값들을 전송하면 server에서 post로 값을 받아 연결된 DB에 쿼리를 날려 저장한다. 서

버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php에 올려놓는다. 유니티 3D에서 php에 있는 값을 얻어

오는 쿼리를 날려 화면에 출력한다. 

 

 

 

 

<그림 14> 데이터 베이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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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구현 내용 구현 여부 

 

운동 중 화면 

각도 계산 예 

반복 횟수 예 

운동 시간 예 

휴식 화면 휴식 시간 예 

 

 

 

<그림 15>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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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분류 내용 달성 여부 

 

성능 

사용자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사용자의 모

습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된다. 
예 

사용자가 What the health Zone(0.7m~1.8m)안에 있을 때 사용자를 

인식한다. 
예 

정확성 
사용자의 운동 중 데이터(Count, Time, Rep, angle)는 오차가 없어야 

한다 
80%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그림 16> 시스템 구조도 

 

사용자 PC를 기반으로 window에 설치된 unity 3D를 통해 55” 모니터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 Kinect v2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관절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raw data를 수집하고, Unity 

3D의 C#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여 관절의 각도를 계산한다. 또한, 어떠한 운동인지 구

별하기 위해 관절의 각도를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한다. 이 추출한 특징을 가지고 의사결

정트리를 이용하여 운동 종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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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활용/개발된 기술 

Skeleton Tracking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계산하기위해 Kinect v2의 Skeleton기능을 사용하였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관절의 좌표를 추출해 냈고, 이 값을 바탕으로 벡터를 만들어서 각도를 계산하

였다. 

  

<그림 18> Kinect v2의 Skeleton 골격 기준 <그림 19> RGB + Skeleton Tracking 

 

Decision Tree 

이용자가 운동을 할 때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특징을 추출해서 

Decision Tree를 이용해서 총 3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림 20>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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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2.7  결과물 목록 

 

What The Health 기능 구현 여부 

운동 종류 구별 특징 추출 알고리즘 예 

의사결정 트리 예 

운동 중 화면 구현 각도 계산 예 

반복 횟수 예 

운동 시간 예 

운동 후 화면 구현 휴식 시간 예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값비싼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서

비스이다. What The Health는 헬스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헬스장의 한

쪽 벽면에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진행해도 매 순간마다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은 불가

능 하다. 하지만 What The Health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21>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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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우리 팀은 프로젝트 “What The Health”를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았다.   

프로젝트 처음부터 올바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해 본 결과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였다. 그 근거는 다은과 같다. 

 

기획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개발한다는 

취지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각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기술 

Kinect V2 Skeleton 기능과 Decision Tree를 사용한 패턴인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패턴인식의 정확도가 중요한데, Decision Tree를 통한 상체의 인식률은 상당히 높

은 것으로 판별되었다. 하지만 하체의 인식률이 기대보다 비교적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UI/UX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를 보기 쉽게 제작하였다. 조금 단조로울 수 있지만, 깔끔한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패턴 인식 교보문고 2008 오일석  

2 서적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에이콘 2013 이안 위튼  

 

 

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는 What The Health 스크린 앞에 위치한다. 

-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 What The Health가 사용자를 인식함과 동시에 운동이 시작한다. 

- 사용자는 자신이 하고싶은 운동을 적당히 한 후 What The Health 스크린 앞을 빠져 

나온다. 

- 스크린 앞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휴식화면으로 전환한다. 

- 다시 스크린 앞으로 진입하면 운동 재 시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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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운동 전 

운동을 시작한다. 
스크린 안으로 사용자가 

들어온다 

키넥트가 사용자를 

인식하고 화면에 

운동시작을 

성공 

사용자 인식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서있는다. 

키넥트가 사용자의 관절을 

인식하고 각도를 측정한다 

성공 

로그인 아이디 입력 및 운동 진입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아이디(핸드폰번호) 를 

입력한다 

DB 에 운동기록이 차례로 

저장되고, 화면에는 과거에 

운동했던 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성공 

운동 중 

각도, 세트 수, 횟수, 

소요시간이 출력된다. 

사용자가 특정 운동을 

반복하며 모니터를 

주시한다. 

키넥트가 신체를 인식하여 

운동횟수를 세고, 시간을 

출력한다 

성공 

Curls 운동을 인식한다 
사용자가 덤벨을 들고 

양손을 올렸다 내린다. 

키넥트가 어깨와 팔뚝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덤벨이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개수를 카운트하여 화면에 

출력하여 준다. 

성공 

Side lateral raise 운동을 

인식한다 

사용자가 덤벨을 들고 

팔을 좌우로 벌린 뒤 

내린다 

허리와 팔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화면에 

출력한다.팔을 내릴 때마다 

개수를 카운트하여 화면에 

출력하여 준다. 

성공 

Front lateral raise 운동을 

인식한다 

사용자가 덤벨을 들고 

팔을 앞으로 뻗는다. 팔을 

내리고 반복한다. 

팔을 내릴 때마다 개수를 

카운트하여 화면에 

출력하여 준다. 양팔의 

각도가 다를 경우 알림을 

보낸다 

성공 

Squat 운동을 인식한다. 
사용자가 무릎을 굽히며 

하체 운동을 한다. 

무릎을 굽힐 때마다 개수를 

카운트하여 출력한다. 

정확도 

낮음 

세트 

종료 
1set 가 종료한다 

스크린 밖으로 사용자가 

나간다 

운동화면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성공 

운동 

종료 
운동 을 종료한다 Exit 버튼을 누른다 

Set 가 초기화되고 

운동이 종료된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