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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Kinect 센서의 동작 인식 기능을 활용한 운동요법 앱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앱은 사용자의 상체, 하체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체조의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 앱의 특징은 Kinect Sensor로 인식한 관절 요소를 읽어 들이

고, 각 관절의 각도를 계산하여 원하는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의 동작과 기본 동작을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이면 새로운 동작이 진행되도록 한다. 출력되는 각 동작들은 Library를 이용하여 많은 포즈들을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

문에 새로운 포즈를 추가하기에 쉽다. 

키워드: Kinect Architecture, .NET Compact Framework, DirectX 라이브러리

I. 서 론

Kinect는 장착된 카메라 모듈을 통해 모션 캡처로 플레이어의 

동작을 인식하고, 마이크 모듈로 음성을 인식한다[1]. Kinect 개발

은 Window XP에서도 가능하지만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Kinect SDK를 사용하려면 Window 7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며, 
개발 플랫폼은 .NET Compact Framework 기반으로 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한다[2].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이

상 버전 및 .NET 프레임 워크4를 이용

하여  Kinect for Windows 기반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

한다. 

 

II. Kinect Architecture

Kinect Architecture는 그림 1과 같이 Hardware (Kinect 
sensor, USB Hub), Kinect Drivers(Video stream control, 
Audio stream control 등), Kinect Audio DirectX Media 
Object(DMO), NUI API 등으로 구성된다[3].

그림 1.  Kinect 아키텍처

Fig. 1. Kinect Architecture

III. Kinesitherapy 앱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Kinesitherapy 앱은 화면에 나오

는 동작에 따라 올바른 자세로 체조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상체와 하체의 관절 움직임을 통해 플레이어가 알맞은 자

세로 체조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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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esitherapy 앱 설계

Kinesitherapy 앱은 몸 동작이 불편한 노인층이 사용하기에 편

리하도록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불필

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넣어 처음 사용하는 사

용자도 쉽게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Kinesitherapy 앱 구현

Kinesitherapy 앱은 플레이어의 상체, 하체 관절을 인식하여 알

맞은 자세로 체조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각 동작마다 정해진 최소한의 동작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판

단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동작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구현한

다. 구현된 Kinesitherapy 앱은 그림 2와 같다. 

(a)

(b)

그림 2. Kinesitherapy 동작 I

Fig. 2. Kinesitherapy motion I

그림 2와 그림 3에서 체조의 맨 처음 동작과 마지막 동작이 그

림으로 나타나있다. 플레이어가 동작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수행했는가를 판단하여 다음 동작으로 진행된다. 

그림 3 Kinesitherapy 동작 II

Fig. 3. Kinesitherapy motion II

 

그림 3은 올바른 자세로 동작을 유지해야 하는 체조이다. 따라

서 그림에 나타난 동작을 정확하게 일정한 시간만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림 2,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여 진 동작들을 비롯한 프로그

램에 입력된 모든 체조들은 본 프로그램의 주요 연령층을 고려하

여 관절 움직임의 오차범위를 크게 설정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inect 기반의 Kinesitherapy 앱을 설계하고 구

현하였다. 이 앱은 Kinect Sensor로 인식한 관절 요소를 읽어 들

이고, 각 관절의 각도를 계산하여 원하는 동작을 표현한다. 사용자

의 동작과 기본 동작을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이면 새로운 동작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출력되는 각 동작들은 Library를 이용하여 많

은 포즈들을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즈를 추가

하기에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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