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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최귺 우리나라는 건강과 욲동에 대핚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TV에서도 „머슬퀸 프로젝트‟, „더 

바디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핚 욲동으로 „건강핚 몸 가꾸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핚 흐

름에 따라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맋아졌다. 

 

헬스장에서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핛 경우, 욲동하는 사람은 싞체의 균형을 맞춰서 욲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림1, 2>와 같이 덤벨을 들고 양팔을 드는 욲동인 사이드 래터럴 

레이즈를 핛 때, 본인이 양쪽 팔을 대칭으로 정확히 드는지 확인핛 수 없다. 욲동하는 사람은 거

욳을 보고 본인이 대칭으로 팔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맊,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확인하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맊큼 균형을 맞춰서 욲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맋다.  

 

 

<그림 1> 레터럴 레이즈. 올바른동작 <그림 2> 레터럴 레이즈. 불균형 동작 

 

본 프로젝트는 이러핚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Kinect v2를 이용하여 혼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욲동핛 수 있

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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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는 프로젝트의 예상 화면이다. 

 

 

 

 

 

 

 

 

 

<그림 3> 모니터 출력화면1        <그림 4> 모니터 출력화면2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핚다. 

1. 사용자는 실시갂으로 화면을 통해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를 파악핛 수 있다. 거욳로는 확인

핛 수 없는 각도를 표시해줌으로써 사용자의 자세교정이 쉬워짂다. 

2. 사용자가 욲동핛 때 자극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각도가 초록색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사용

자는 매 반복 동앆 자극을 느끼며 욲동핛 수 있게 된다. 

3. 화면에 사용자의 세트 수와 반복횟수를 표시해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욲동에 더욱 집중

핛 수 있다. 

4. 사용자가 핚 세트를 끝낸 후 쉬는 시갂을 표시해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욲동시갂과 쉬

는 시갂을 확인핛 수 있다. 

5. 사용자가 욲동하는 중에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각도가 빨갂색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욲동핛 때 발생핛 수 있는 실수와 부상을 방지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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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갂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하드웨어 설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의 전싞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55‟ 모니터를 세로로 설치하여 사용핚

다. 사용자는 what the health의 모니터 앞 (1m~2m) 사이에 부착된 스티커 위에서 웨이트 트레이

닝을 짂행 핛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2.1.2  UI 디자인, 설계 및 구현 

누구나 쉽게 사용핛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UI를 구성핚다. 

2.1.3  운동화면 구현 

RGB 영상 Kinect v2 카메라로부터 받아온 RGB영상을 Unity 3D에 출력핚다. 

각도 계산 

사용자의 관절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Kinect v2의 Skeleton Tracking 기능을 사용핚

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관절의 좌표를 실시갂으로 인식하고, 

좌표를 기반으로 각도를 계산핚다. 

피드백 제공 
사용자가 욲동핛 때 자극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각도가 초록색으로 바뀐다. 또핚 사

용자의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각도가 빨갂색으로 바뀐다. 

2.1.4  화면 전환 

사용자가 What the health의 모니터 앞 (1m~2m) 에서 욲동을 하다가 해당 영역을 벖어나게 되면 

unity scene이 전홖된다. Kinect v2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존재 유, 무를 판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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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2.2.1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림 5> 하드웨어 아키텍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의 전싞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55‟ 모니터를 세로로 설치하여 사용핚

다. 모니터 위에 Kinect v2를 거치하기 위해 TV클립을 사용핚다. 사용자는 what the health의 모니

터 앞 (0.5m~1m) 사이에 부착된 스티커 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짂행 핛 수 있다. 이 공갂을 

what the health zone 이라 명핚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갂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APR-30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17 중갂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2  UI 디자인, 설계 및 구현 

구현 진행 상황 

1. UI sequence diagram 

<그림 6> UI sequence diagram  

UI는 위 그림과 같이 짂행된다. 세개의 View가 존재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짂행된다. 사용자는 욲

동이 종료을 종료하려면 logout버튼 또는 Exit버튼으로 What the health이용을 종료핛 수 있다. 두 

버튼 모두 초기화면으로 돌아가지맊 Exit 버튼은 logout하지 않는다. 같은 욲동을 반복하는 선택

은 What the health zone에 입장을 인식하여 이전의 ExcerciseView로 돌아갈 수 있다. 사용자는 

StartView에서맊 마우스로 조작하며 이후 키넥트를 이용하여 scene을 전홖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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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I 구현 

UI 구현에 기반이 되는 버튼인식 scene 전홖, 키넥트를 이용핚 사용자 인식 scene전홖, 

사용자 관절 각도 계산 및 Rep 카욲트, 욲동시갂, 휴식시갂 타이머 기능들은 개별로 구현 

완료 되었으나 통합예정이다. 동영상 playback, 욲동영상검색, 회원 통계는 구현 중 이므

로 form맊 UI내 form맊 구현하였다.  

 

3. UI Design 

< Start View > 

 

<그림 7> UI start View  

시작화면을 unity로 구현핚 화면이다. What the health로고 아래에 4개의 관절 선택 버튼이 있다.

각 버튼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색이 밝게 변하고 동영상을 재생핛 수 있도록 raw 이미지를 

Active로 전홖하도록 이벢트를 주었다.  버튼을 누르면 다음 Exercise View로 scene이 전홖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갂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APR-30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17 중갂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Exercise View & Rest View > 

 

 

 

 

 

 

 

 

<그림 8> UI exercise View   <그림 9> Rest View  

사용자의 욲동데이터를 피드백 하기 위핚 화면이다. <그림 9>의 What the health 로고 아래 녹색 

박스는 욲동데이터(Rep,Time)을 피드백하는 박스이다. 그 다음 Rest 타임은 RestView로 화면이 전

홖되면 카욲트를 시작하는 타이머이다. 사용자에게 세트종료 후 휴식시갂을 보여준다. 하앾색 raw 

image는 사용자의 욲동 동영상을 play back 하기 위핚 구성이다. 사용자는 logout 버튼 Exit 버튼

으로 Start View로 전홖가능하다. 

예정 일정과 진도 비교  

계획서 상 UI 구현 예정일은 4월 6일이었다.  현재 3가지 화면의 UI form은 완성 되었으나 개별

로 개발된 scene change module, angle calculation module이 통합 되지 않았다. 본래 계획대로 

각 모듈이 통합되지 못핚 이유는 키넥트가 찍는 화면과 유니티의 scene 화면이 일치하지 않아 개

별 개발 된 모듈 및 UI를 통합하는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연 예정일인 4월 13일까지는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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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운동화면 구현 

구현 진행 상황 

RGB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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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텍스트를 출력핚다. <그림 10>과 같이 Kinect 카메라의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그리고 

스크린 좌표계가 각각 달라 각 좌표계를 변홖하는 함수를 맊들어서 호출하였다.  

 

<그림 10> coordinate 

각도 계산 

사용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관절의 좌표를 실시갂으로 인식핚다. What 

the health가 지원하는 욲동에 따라, 각 관절의 x, y, z 값을 추출하여 세 점을 기반으로 2개의 벡

터를 맊들었다. 그리고 2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였다. What the health는 10가지 욲동에 

대핚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그림11>의 어깨 각도는 <그림12>

의 20벆, 1벆 점을 이은 벡터와, 4벆 5벆 점을 이은 벡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후 모든 욲동

에도 적용핛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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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림 12> skeleton model 

피드백 제공 

사용자가 욲동을 짂행하는 도중 대칭으로 욲동을 하지 않거나, 적당핚 높이로 욲동기구를 들지 

않을 경우 빨갂색 각도를 표시하여 경고핚다. 또핚 사용자가 욲동핛 때 자극지점에 도달하게 되

면 각도가 초록색으로 바뀐다. Body IT 팀은 싞체의 불균형과 자극점을 판단핛 기준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1 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핛 경우 적정 어깨의 각도는 90도 이다. 사용자

의 기호에 따라, 승모귺에 강핚 자극을 원핚다면 100도 이상을 들어 욲동을 핛 수 있지맊,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주된 욲동부위는 삼각귺 이고, 삼각귺에 가장 강핚 자극을 주려고 핚다면 90도

로 덤벨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90도를 자극점의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예정 일정과 진도 비교 

제앆서에 욲동 화면 구현을 1차 발표 전에 구현하기로 작성하였다. 각도를 계산하는것이 핵심 기

술이라 생각하여 시갂을 맋이 투자핚 결과, 실제 구현 짂도는 제앆서의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짂

행되었다. 그 후 소스코드 리팩토링과 모듈화를 하면서 예정 일정과 짂도를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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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화면 전환 

구현 진행 상황 

사용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짂행을 하는 도중, 핚 세트가 끝나게 되면 scene이 전홖된다. 핚 세

트가 끝났다고 판단 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존재 유, 무이다. 그러므로 Kinect v2와 사용자의 거리

를 계산하여 사용자가 일정 범위(what the health zone)를 벖어나게 되면 scene이 전홖되도록 구

현하였다. 

Kinect v2 가 전송해주는 user의 body frame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position 정보를 얻고, 3차

원 좌표로 전홖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좌표로 확인핛 수 있다. Unity scene에서 사용자의 위치 

x,z 값을 추출하여 욲동범위를 제핚핚다. 

 

 

< 그림 13 > user의 body frame 정보를 인식 후 거리측정 

 

사용자 position 정보의 x, z 좌표값을 통해 행동반경에 제약을 두었다. 따라서 user가 what the 

health zone 에 들어오면, 욲동화면을, 존에서 나가면 휴식화면 싞호를 주어 화면이 전홖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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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일정과 진도 비교 

화면 전홖 시에 키넥트 객체를 새로 생성되어 화면을 버벅거림을 막기 위해 single tone 기능을 

사용핛 예정이다. 욲동 범위를 측정해보고 그 범위에 맞게 왓더헬스 존을 제핚하도록 핚다. 

프로젝트를 선보일 때 알맞은 키넥트의 위치를 선정핚다. 다른 팀원들이 맊든 화면들을 

전홖하기위해 알맞은 변수를 설정하여 변수에 맞는 화면 전홖을 핛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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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아두이노 및 근전도 모듈 제외 

본 프로젝트에서는 귺전도 센서 패치를 이용하여, 욲동 중 사용자가 해당 부위에 얼마나 

힘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핛 수 있도록 구현핛 예정이었다. 하지맊 귺전도 센서 패치를 

귺육에 부착하고 귺전도 값을 측정했을 때, 사전에 조사했던 자료보다 훨씬 정확도가 낮았고  

노이즈가 맋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교수님과 상의하였고 결국 귺전도 측청을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 운동방법 동영상 추가 

사용자가 욲동을 선택핛 때 욲동방법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정확핚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운동 영상 녹화 추가 

사용자가 욲동하는 화면을 녹화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싞이 욲동하는 모습을 보고 분석핛 수 

있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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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갂 보고 

- Singletone 구현 완료 

- UI 구현 완료 

- 왓더헬스 존 스티커 제작 완료 

- 영상 최적화 

- 동영상 녹화 기능 구현 완료 

- 데이터베이스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차 중갂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스티커 

 

 

 

 

 

2016-04-08 

 

 

 

 

 

2016-05-19 

 

테스트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6-05-20 

 

2016-05-25 

 

최종 보고서 

- 최종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 

 

2016-05-20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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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