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RUN
탐구자들

팀장: 오윤태 팀원: 김희태, 박두진, 박지윤, 박진아, 파이살



직접 원하는 장소나 활동 등의 VR영상을
시청하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프로젝트 목표



자신의 운동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데이타베이스를
만든다.

프로젝트 목표



웹캠을
설치해
사이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받아온다.

오큘러스에 360도
영상 삽입 및

재생.

운동후
속도, 칼로리, 
시간, 날짜 등
운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날짜 속도 거리 칼로리

2016.04.01 20km/h 45km 1300kcal

2016.04.02 21km/h 30km 1000kcal

2016.04.04 18km/h 25km 980kcal

… … … …

실현 기술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웹캠을
설치해
사이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받아온다.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오큘러스에 360도
영상 삽입.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운동후
속도, 칼로리, 시간, 

날짜 등
운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날짜 속도 거리 칼로리

2016.04.01 20km/h 45km 1300kcal

2016.04.02 21km/h 30km 1000kcal

2016.04.04 18km/h 25km 980kcal

… … … …



시스템 다이어그램





개발 배경

사이클에서 직접 속도를 받아오는 API가 없다.

사이클에서 속도를 받아오기 위해 계기판에 웹캠을
설치해서 속도를 찍게 한다.

그 웹캠영상으로부터 속도를 구하기 위한 영상처리를 한다.

API



Process

1. 웹캠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이진화해서 화면에 출력

2. ESC키를 누르기 전까지 동영상 재생 후 이미지파일 저장

3. 저장된 사진에서 특정영역을 추출한다.

4. 결과물에 XOR마스크를 대입해서 어떤 숫자인지 판별한다.

5. 찾아낸 숫자를 int형 변수로 반환한다.



원본 동영상파일을

그레이칼라로 영상변환시킨 후

임계값을 줘서 이진화한다.

이진화된 영상은 재생되다가

Esc버튼이 눌리면 캡쳐한 걸

이미지 파일로 저장후 종료된다.

이진화 및 영상추출



특정영역 추출

이진화 처리가 된 이미지에서

픽셀값을 직접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부분만 추출해냈다.





XOR마스크 대입결과
0 6 91 2 3 4 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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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출력되는 0~9사이의 숫자에
미리 만들어놓은 0~9까지의 XOR마스크
로 연산한다.

연산은 픽셀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부여해서 그 합을 구한다.

연산 후에 값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한다.

선택한 결과는 빨간색과 같다.



향후 계획

 t초에 한 번씩 비디오 영상을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 예: t = 3초 )

 결과물을 하나의 폴더에 캡쳐한 순서대로 파일 명: img_0000, 0001…으로 출
력

 영상의 특정부분 추출 시, 직접 픽셀을 지정하지 않고, setMouseCallBack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픽셀로 추출해내기

 추출한 영상을 평면화 하기

 준비된 실내 싸이클에서 디지털 숫자 영상이미지로 템플릿을 만든다.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오큘러스에 360도
영상 삽입.





Youtube 영상 다운로드 및 파일 변환

.Ogg 파일





프로그램 진행 목표

1. Youtube에서 영상을 바로 받아와 Oculus로 출력.

2. Oculus로 출력되는 영상 내부에 HUD(Head Up Display)
를 출력하여 유저의 운동시간 및 소모 칼로리 속도 를 띄
워줌 .

3. 운동이 끝난 후 운동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냄.



Blender 를 이용.

구형 오브젝트를 생성





발생된 문제점들

1. 구의 각진 형태가 눈에 보임.

2. 내부에서 보이는 화면이 매우 흐릿함.

3. 내부에서 보는 화면의 좌우가 바뀜.

4. 영상의 소리 재생이 되지 않음.



향후 계획

1.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

2. HUD제작

3. Unity3D 내에서 속도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코드 제작

4. 영상 재생 종료 시 운동과 관련된 데이터(ex.운동시간)를 데이터 베이
스로 보내는 코드 제작

5. 프로그램 전체 UI 제작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중 특정 영역 추출

및 이진화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운동후
속도, 칼로리, 시간, 

날짜 등
운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날짜 속도 거리 칼로리

2016.04.01 20km/h 45km 1300kcal

2016.04.02 21km/h 30km 1000kcal

2016.04.04 18km/h 25km 980kcal

… … …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 데이터베이스

날짜 운동 시간 평균속도 소모칼로리

2016.04.05 30min 20km/h 1300kcal

2016.04.01 45min 23km/h 1500kcal

2016.03.27 80min 21km/h 2150kcal

2016.03.25 42min 18km/h 1450kcal

2016.03.21 57min 17km/h 1650kcal

• 최근의 한 운동을 위로 위치하게 만든다.

• Attribute는 날짜, 운동시간, 평균속도, 소모칼로리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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