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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대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운동부족으로 인해 비만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

었다. 이런 운동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찾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내용 사이클에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내용 사이클은 굉장히 지

루한 운동이 되어 처음 열의를 가지고 운동하던 사람도 금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옷걸이, 

빨래 걸이로 전락하기 일수였다.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실내용 사이클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루함을 줄여, 보다 즐겁게 운동

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각의 사용자가 집에 소유하고 있는 실내용 사이클의 기종이 대부분 다르고 속도를 측정하

는 방식도 다르기에 사이클에 공통적으로 있는 계기판을 활용해 웹 캠을 이용하여 사이클 계

기판의 속도 영상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은 그 영상에서 사이클의 속도를 추출 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사이클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동안 자신이 보고 싶은 360도 영상의 카테고리를 선

택하여 You tube에서 가져와 선택하고 본인이 운동하는 동안 Oculus rift를착용하여 영상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간접 체험 할 수 있게 해 준다. 운동이 다 끝나면 사이클에서 추출한 속도

와 시간을 이용해서 소모된 칼로리를 계산하고 운동 시간과 평균 속도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용자의 운동 량을 측정, 분석하여 사용자의 운동 

상태에 대한 조언을 준다.  

1. Project description 

In modern society, people are vulnerable to exercising regularly. Due to lack of exercise, 

they could get diseases more easily. One of the solution is to place exercise equipment at home 

such as indoor cycle. However users who bought an indoor cycle lost interest in it shortly.  

    We suggest that users can enjoy their exercising by using our program with an indoor cycle 

and Oculus Rift. In order to make riders feel visually, we need a small camera. Small camera 

(Web camera) installed upon a dashboard captures video about the speed of cycle. The 

program extracts speed of cycle from a video of speed figures on the dashboard. Users can 

choose a 360 degree video they want to watch among some video clips from Youtube channel 

when they are exercising. We also provide some information based on their data. 

After they workout, the program counts calories users burned up and stores exercise hours 

and average speed in the database then we can do analysis of their data and advise users 

about their exercise condition based on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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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추진 배경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만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00

세 시대라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

나는 운동이지만 헬스장이나 밖에 나가 운동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실내용 운동 기

구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실내용 운동기구의 큰 단점은 운동을 혼자서 하기에는 지루

하여 오랜 시간 운동하지 못 하고 쉽게 운동을 포기하거나 가끔 사용하게 된다. 우스

갯소리로 실내용 사이클을 사면 몇일만에 비싼 빨래걸이나 옷걸이가 된다고 하는 이야

기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기

고   꾸준히 운동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1.2.2 VR 시장 규모 

 

현재 가상현실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고 주로 게임영역에서 활용되고있

으나 의료, 교육, 여행, 쇼핑등 다방면으로 시장이 확대될것이다. 우리는 이런 VR기기를 

사람들이 지루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실내 사이클 기기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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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현재 알려진 시중 스마트코치 어플리케이션 

1) fitbit 

 
활동한 시간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활동시간, 수면활동, 이동거리등 여러가지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비이다. 사용자의 활동량에 따른 많은 조언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2)스마트 엑스바이트 

 

  바이크와 스마트 폰의 연동이 되는 실내용 사이클이고 판매업체에서 제공하는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 재생 

속도가 달라지는 기능과 속도를 이용한 각종 게임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운동상태

를 보고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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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웹캠으로 들어오는 사이클의 계기판의 숫자를 읽어와 그 숫자를 사용자의 HUD(Head Up 

Display)에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2) Youtube에서 360 도 영상이 들어간 플레이 리스트를 카테고리화 시켜 사용자가 

운동시작과 동시에 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Oculus rift로 재생되는 360 도 영상 내부에 사용자의 현재 운동 상태를 볼수있는 HUD를 

구현한다. 

4) 사용자의 운동정보를 DB(Data Base)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부족한 운동 량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5)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UI를 디자인하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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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영상처리  

 
웹캠을 통해 사이클의 계기판을 비춰주는 영상을 받아와 이진화를 시켜 정확한 숫자

를 얻어내고 얻어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운동시간을 이용하여 소모 칼로리까

지 계산 한 뒤 그 계산된 값을 동영상 내부의 HUD 에 표기시키기 위함. 하나의 사

이클뿐만 아니라 계기판의 모양이 조금 다른 사이클에도 이 기술을 적용시켜 범용성

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DB서버 구축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할 DB서버를 구축하여 운동이 끝난 뒤에 사용자의 

운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운동 방향을 잡아주고 사용자 스스로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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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0도 영상 플레이리스트 제작 모듈 

 
360도영상의 컨텐츠를 Youtube에서 받아오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

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으로 불러오게하여 사용자의 화면

에 띄워주게 된다. 

4) Unity3d를 활용한 HUD제작  

 
Unity3d를 활용하여 오큘러스로 재생시킬 컨텐츠 내부에 HUD를 만들어 사용자가 

현재 운동 상태를 볼수있게 하며 중간에 일시정지를 위해 빠져나올수 있는 객체를 

만들고 그걸 확인하기위해 크로스 헤어 기능을 추가한다.  

5) 사용자가 보기쉬운 UI 개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UI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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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사이클  

-웹캠 : 계기판의 속도 데이터를 읽어와 openCV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데이

터를 텍스트화 시키고 그 정보를 HUD에 넣어준다.  

   

2) 유저 

  -영상 리스트 : Youtube api를 활용하여 영상 리스트를 선택할수 있게 한다. 

  -오큘러스 : Unity3d의 movietexture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360도  

      동영상을 재생할수 있도록 한다.  

  -HUD : Unity3d를 활용해 사용자의 현재속도와 운동시간, 소모 칼로리  

    등을 띄워준다. 

  -데이터베이스 : 자신의 운동 기록을 MySQL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Data UI : 사용자에게 운동기록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조언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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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구조 

사용자는 사이클의 계기판에 설치한 웹캠을 통해서 PC에서 Unity 기반으로 되어있는 프로

그램에 속도를 보낸다. 프로그램은 받아온 속도를 Youtube api를 사용하여 받아온 영상에 HUD를 

덧씌워 출력시켜 오큘러스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해준다.  

 

2.3.3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웹캠을 통한 

영상처리 

여상처리를 통한 사용자의 사이클 

속도 추출 
OpenCV  

 Oculus rift 360eh 영상 재생 Unity3D  

 DB 
영상을 통해 얻은 속도, 시간, 

소모 칼로리 등을 저장 
MySQL  

 Youtube API 

Youtube api 를 통해 자신이 

시청할 360 도 동영상의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영상 재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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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운동의 질과 시간을 좀 더 늘릴수 있다. 

사람들의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운동이 너무 지루하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영상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다면 운동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므로 운동의 질과 시간을 더 늘릴수 

있다. 

 

2) 운동 후 좀 더 좋은 관리를 받을수있다. 

운동이 끝나고 난 후 사용자가 사이클을 했던 속도와 시간 그리고 소모된 칼로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됨으로서 본인의 운동 기록을 남김으로 그 운동기록을 

바탕으로 관리를 좀더 정확히 받을수있다. 

 

 3) 사이클의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의 운동 상황을 확인할수있다. 

속도를 사이클을 개조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닌 웹캠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해 측정하는 것이므로 웹캠의 계기판 촬영조건만 맞춰진다면 사이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는 구형 포함) 범용적으로 사용자의 

운동상황을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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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사이클 속도 측정 

1) 웹캠: 사이클 계기판에서 영상처리로 속도를 뽑아낼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할 장비 

2) openCV : 웹캠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특정 픽셀값을 뽑아내 처리를 할 

라이브러리 

3.1.2  영상 목록 작성 

1) youtube api : 360 도 영상을 오큘러스에서 재생할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역할 

3.1.3  오큘러스 영상 재생 및 HUD제작  

1) Unity3d : 오큘러스에서 재생할 영상에 사이클에서 추출한 속도와 

시간등을 표기할수 있도록 HUD를 제작 할 툴 

2) Window 64bit :  Oculus rift CV1 을 호환할 수 있는 운영체제 

3.1.4  Database 를 위한 mysql연동 

 

1) Mysql connector: mysql을 연동하기위한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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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적 측면 

 1)사이클의 속도 측정 

사이클에서 측정된 속도를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해서 사이클 내부에 자석

을 달고 센서를 사이클에 부착하는 것과 같이 사이클에 대한 개조가 필요 

할 수도 있다. 

- 해결방안 : 사이클 계기판에 웹 캠을 달아서 속도를 영상 처리로 속도를 

몇 초 간격으로 추출해서 프로그램에 전송해준다.  

 2)Oculus rift CV1 port 개수 

Oculus rift CV1 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port 개수는 4개이므로 비교적 적은

수의 port를 가지고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port 개수에 따라 운영

이 불가능 할수도있다. 

- 해결방안 : USB hub를 이용하여 port개수를 늘려 이용할수 있도록 한

다.  

3.2.2 소프트웨어적 측면 

1) DataBase에 자료 입력 

Database에 data를 집어 넣기 위해 운동이 끝나고 사용자가 집접 속도와 

본인의 운동시간과 같은 data를 집접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수

있다 

-해결방안 : 속도를 싸이클에서 영상처리를 이용해 추출하므로써 data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이 추출해 낼수 있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오윤태 
 - 웹캠에서 촬영된 영상을 opencv 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속도를 

추출 

박지윤 
 - 웹캠에서 촬영된 영상을 opencv 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속도를 

추출 

박두진  -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코드 작성 

박진아  -프로그램 전체 UI 설계 및 구현 

김희태  - youtube api 분석 및 playlist 와 streaming 을 위한 코드 작성 

파이살  -DB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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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MD) 

프로젝트 배경 지식 습득 및 자료 수집 80 

웹 캠을 이용한 영상 처리 및 속도 추출 40 

유튜브 api를 이용한 영상 재생 30 

Oculus에서 360도 동영상 재생 및 UI구현 35 

통합 및 관리 20 

DB구축 및 연동 및 관리 알고리즘 구현 25 

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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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배경 지식 습득      
 

자료 수집      
 

시스템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 및 구현 

웹캠을 이용한 영상처리      
 

Oculus 재생목록 연동 

모듈 구현 
     

 

Oculus를 이용한 360도 

영상재생 모듈 구현 
     

 

측정된 데이터들을 위한 

DB구축 
     

 

DB관리 알고리즘 구현      
 

모듈 통합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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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1. 주제선정 

2. 자료수집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6-03-17 

1 차 중간 보고 

1. 웹캠을 이용한 싸이클 속도 추출 

2.  youtube api 연동 모듈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3-17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1.oculus 360 도 영상 재생 모듈 

2.측정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db 구축 및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4-07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2016-04-07 2016-05-26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6-04-07 2016-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2016-04-07 2016-05-26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ome run 

팀 명 탐구자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MAR-16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20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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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오윤태 OpenCV 를 이용한 웹캠 영상처리 2016-03-17 
2016-04-

07 
20 

박지윤 OpenCV 를 이용한 웹캠 영상처리 
2016-03-

17 

2016-04-
07 

20 

박두진  360 도 영상재생을 위한 모듈 구현 
2016-04-

07 

2016-05-

19 
35 

박진아 프로그램 전체 UI 설계 및 구현 
2016-04-

07 

2016-05-

19 
20 

김희태 Youtube API 연동 모듈 구현 
2016-03-

17 

2016-04-

07 
30 

파이잘 DB 설계 및 구현 
2016-04-

07 

2016-05-

1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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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6 대  Samsung, Apple 2016-02-25 2016-05-26  

Oculus Rift Oculus Rift 2016-04-01 2016–05-26  

싸이클  2016-03-25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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