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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매트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형 운동게임 시스템 설계 및  구현하였다.  사용
자 상반신 운동자세인식을 위해 키넥트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고 사용자의 걷기 동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음 취해
야할 걷기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LED 표시가 가능한 스마트 매트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합하
고 기능성 게임의 재미요소를 결합하여 실제 운동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
현실 체험형 운동게임 통합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사용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가정 및 건강증
진 관련 기관에서 쉽게 운동하는데 기여하는 체험형 운동게임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developed the virtual reality Exergame using the smart mat and the camera sensor for 
exercises in indoor environments. For detecting the gestures of a upper body of users, the KINECT camera based the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 used angles between user's joint information system was adopted, and the smart mat 
system including a LED equipment and Bluetooth communication module was developed for user’s stepping data 
during the exercises that requires the gestures and stepping of users. Finally, the integrated virtual reality Exergame 
system was implement along with the Unity 3D engine and different kinds of user’ virtual avatar characters with 
entertainment game contents such as displaying gesture guideline and a scoring function. Therefore, the designed 
system will useful for elders who need to improve cognitive ability and sense of balance or general users want to 
improve exercise ability and the indoor circumstances such home or wellnes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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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의 만성질환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활동력 

감소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

자의 경우 치매 등 뇌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걷기운동은 뇌의 제어(motor), 인지

(cognition), 지각(perception)  과정 통합을 포함한 복합

적인 과정으로써 건강한 고령자의 기능적 능력의 하락

이 시작됨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예측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1,2]. 트레드밀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하체운동

을 하는 경우는 뇌신경의 세포생성 이외에 세포가 사멸

하는 것을 감소하였으며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이후에 

뇌의 전체 용적과 대뇌 피질의 가소성을 증가시켰을 뿐

만 아니라 인지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연구되었다

[3,4]. 따라서 운동부족에 따른 활동력 감소를 해소하고 

뇌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단계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하고 활동력을 증진시키

기 위한 다양한 가상현실 운동 프로그램 및 기능성 게

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8]. 

운동 전문가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재활 

치료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한 기능성 운동게임 시

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운동 동작 (즉, 자세 

및 균형 상태)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능

과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를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

콘텐츠 형태로 제공해주는 체험형 운동게임이 필요하

다. 또한, 체험형 운동 게임 시스템은 운동동작에서 걷

는 동작과 상반신 동작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상반신 인식과 

발동작(좌, 우)인식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 기반의 사용자 상반신 운동자세

인식을 구현하기 위해 키넥트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였

다. 사용자의 걷기 동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음 취

해야할 걷기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서 LED 표시가 가능한 스마트 매트를 개발하여 통합하

였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의 운동 동작 데이터를 습득

하여 운동 상태와 균형감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

고 기능성 게임의 재미요소를 결합하여 실제 운동 상황

에서 사용자에게 실시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체험형 

운동게임 통합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체험형 운동게임 시스템

체험형 엑서게임(Exergame)이란 운동(Exercise)와 

게임(Game)의 합성어로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재미와 건강을 주는 역할을 하는 체험형 운동게임을 의

미한다. 운동 전문가나 재활치료사의 주관에 의해 이루

어지던 재활 치료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내추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한 재활 운동 기능성 게

임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9,10]. 레이싱 트랙과 피드

백 시스템 연구 사례에서는 자전거를 개조한 전용 컨트

롤러를 이용해 유산소 운동을 유도하는  사용자에게 맞

춤형 운동 게임을 개발하였다[7]. 기존 상용화된 체험형 

게임 시스템 상용화 사례 중 Xbox 키넥트와 Nintento의 

Wii fit plus가 있다. 키넥트 체험형 운동게임은 사용자

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판단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Wii fit plus는 제자리에서만 시행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의 

정확한 위치 구분이 불가능한 한계점을 스마트 매트로 

보완하고 Wii의 제자리에서만 진행 할 수 있는 한계점

을 키넥트로 보완하도록 구성한다. 

2.2. 자세인식 

고령자를 위한 기능성 걷기 게임인 “팔도강산3” 연

구 에서는 키넥트(KINECT)를 이용한 동작인식을 통한 

시장보기 게임을 개발하였다[8]. 구현된 게임 시스템에

서는 사용자가 시장을 다니며 주어진 임무에 맞는 음식

을 기억하여 선택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형태로 사용자

의 기억력 향상과 선택적 반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제스처 인식 기반 3차원 기능성 

게임 개발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프라임센

스사의 3차원 깊이 카메라와 OpenNI SDK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절 정보를 획득하였고 이 관절 위치 및 방

향을 이용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전

신 제스처를 인식하여 하였다[5]. 

팔도강산3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운동보다 암기를 요

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운동을 위한 

체험형 게임으로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중점으로 체험형 게임을 구성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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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상현실

3차원 가상공간을 제작한 뒤 3D Object를 가상공간 

위에 가시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저작도구를 이용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실행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거나[6] 사용자에게 전

통악기의 연주동작이나 유사행위를 요청하고 센서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한 후 사용

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벤트를 실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제로 전통악기 연주를 체험하게 하는 체험형 가상현

실 게임 시스템을 구현하는 연구 사례가 있다[11].

또한, 시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해 스마트 장치와 자

체 개발한 입력 컨트롤러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두 디바이스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구축하여 신체 중 손을 움직여 긍정적인 외부자

극을 통해 치매나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가상현실 게임 시스템이 연구되

었다[12].

Ⅲ. 본 론

3.1. 시스템 구성

Fig. 1 The system configuration of virtual reality Exergame 
using smart mat and camera sensor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상현실 체험형 운동게임 시

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스마트 매트 시스템, 운동 자세인

식 시스템, 통합 운동게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스마

트 매트 시스템은  사용자의 스텝 정보를 인식한다. 운

동 자세인식 시스템은 운동프로그램 콘텐츠를 수행하

는 사용자의 상반신 자세 및 동작 인식이 가능하다. 통

합운동게임 시스템은  스마트 매트 시스템으로부터 스

텝 모니터링 정보와 운동 자세인식 정보를 수신 받아 

사용자에게 운동 자세를 표현해주는 사용자의 가상 아

바타와 전문가의 올바른 운동 자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판별한다.

스마트 매트는 사용자가 발로 밟는 동작을 인식하는 

24개의 센싱부, 매트 센싱부의 LED(Light Emitting 

Diode) 반응과 전원을 제어하는 제어부, 통합운동게임

시스템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부로 구

성된다. 운동 자세인식 시스템은 운동자세 인식 알고리

즘이 구현되어 있으며 키넥트 2.0 SDK를 이용한 

Unity3D Script로 사용자의 상반신 운동 자세를 인식한

다. 통합 운동게임 시스템은 Unity3D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가상 아바타 3D Object를 렌더링 하며 운동 자세

인식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세를 판별한다. 또한, 스마

트 매트와 연동하여 블루투스 통신으로 사용자의 스텝 

정보를 수신 받아 점수화한다. 크로마키 장면기법으로 

획득된 전문가의 운동자세 가이드 콘텐츠를 통합 운동

게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3.2. 스마트 매트 시스템

스마트 매트 시스템은 그림 2과 같이 가로 31cm 세

로 35cm 높이 3mm의 크기를 가진 독립적인 셀을 컨트

롤러와 조립하여 총 24개의 셀로 동작된다.  24개의 셀

은 사용자의 스텝을 인식한다. 

Fig. 2 The prototype of smart mat system

통신부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제어부에 명령을 내

리는 것을 담당하며 모듈은 SPP(Serial Port Profile)와 

HID(Human Interface Device)를 지원하는 모델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적용한 회로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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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위한 설정을 위해 블루투스 PC인터페이스 

보드를 이용한 하이퍼터미널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하

였다. 설정한 값은 슬레이브 모드의 통신속도 9600bps

로 설정하고 데이터와 Stop비트를 각각 1바이트로 설

정하여 스마트 매트 제어부인 RS-485와 일대일로 통

신 할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SPP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밟은 스텝에 대한 데이터와 사용자가 밟아야 할 스

텝의 데이터를 통합운동게임시스템과 스마트 매트의 

제어부 사이에서 전이중방식 양방향통신으로 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3 The circuit diagram of bluetooth module

Fig. 4 The designed data protocol for bluetooth commu- 
nication

스마트 매트는 그림 4와 같이 4개의 셀의 모든 데이

터를 표현하기 위해 6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송수신 한

다. 1바이트는 8개 비트를 이용하여 1~8번 셀 까지의 데

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 1바이트는 1부터 8번 

셀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구분자를 나타내고 있다. 센

싱부는 10kg을 인지할 수 있는 FSR(Force Sensitive 

Resistor)센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센서를 누르는 

하중에 대한 무게에 따라 수용량 한도 내에서의 저항값

의 변화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제어부는 24개의 셀에 FSR센서와 LED를 제어하기 

위해 중앙제어 MCU와 3개의 서브제어 MCU(Micro 

Controller Unit)로 구성하였다. 서브제어 MCU는 각 8

개의 셀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중앙 제어 

MCU는 헤더 3바이트 데이터 3바이트를 수신 받아 데

이터를 각 바이트별로 서브 제어 MCU로 전달하며 이 

서브제어 MCU는 비트 단위의 값을 이용하여 셀의 정

보를 송수신하게 된다. 

3.3. 운동 자세인식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2.0은 색상카메라, 깊이

센서와 멀티배열 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 카메라

를 통해 2차원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물을 인식하고 깊

이 센서를 통해 3차원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키넥트 

SDK는 OpenNI SDK보다 전신 트래킹 인식이 용이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신 운동 동작 인식 

모델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사용자의 

자세에 따른 각도를 획득하는 알고리즘을 키넥트2.0 

SDK 기반의 자세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2.0에서 제공하는 신체 

주요 관절 25개 중에서 사용자의 운동 자세 측정을 위

하여 팔은 양쪽 손, 양쪽 팔꿈치, 양쪽 어깨 정보를 이용

하였고, 다리는 양쪽 발목, 양쪽 무릎, 양쪽 엉덩이 정보, 

즉 14개의 관절을 사용하였다. 신체의 골격에 공간적인 

위치 정보(즉, X, Y, Z 값)는 이동이나 회전 변화에 민감

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로부터 벡터를 생성하여 각도를 

계산하여 자세 판별에 사용하였다.

각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왼쪽 어깨-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오른쪽 손, 

오른쪽 어깨-왼쪽 어깨, 왼쪽 어깨-왼쪽 팔꿈치, 왼쪽 팔

꿈치-왼쪽 손, 오른쪽 골반-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 왼쪽 골반-왼쪽 무릎, 왼쪽 무릎-왼쪽 발의 

벡터를 생성하고, 어깨, 팔꿈치, 무릎 등의 각도를 계산

하여, 팔, 다리의 굽힘 정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오른쪽 손, 왼쪽 어깨-왼쪽 손, 오른쪽 골반-오른

쪽 발, 왼쪽 골반-왼쪽 발, 오른쪽 무릎-오른쪽 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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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왼쪽 발의 경우 정면, 위, 아래, 또는 45도 각도 벡

터와의 각도를 계산하여, 팔, 다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

고 있는지 계산한다. 각도 계산을 위하여 식 (1)을 적용

하였다.

  cos ∥∥

∙∥∥

               (1)

위 식에서, θ는 3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 u, v 간의 각

(Angle)이며, u와 v는 인접한 관절 벡터(예를 들어, 어

깨와 팔꿈치 간과 팔꿈치와 손 간)를 의미하거나 또는 

관절 벡터와 정면/위아래 벡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

식으로 운동 자세에 대한 몸통 및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세를 표현하는 각도와 양 손, 

발, 무릎의 거리에 관한 특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인식 할 수 있는 자세 중 하나인 양팔을 드는 자세를 

예로 들면 인식된 사용자의 전체 관절 중 양쪽 어깨-양

쪽 팔꿈치, 양쪽 팔꿈치-양손의 각도를 계산하여 굽힘

의 정도를 계산하여 모두 90도에 근접한 경우 시스템에

서 올바른 동작이라고  판단한다[13].

3.4. 통합운동게임 시스템

Unity3D를 이용하여 구현한 체험형 운동 게임에 필

요로 하는 기능(게임선택, 사용자 현재 모션 정보 획득, 

현재 매트 스텝정보 획득, 점수계산 등)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analysis for Unity3D 
NUI based excercise game 

Functions Contents

Selection a game
User can select a mode, level and 
character

Loading a game
Selected game's required data(gesture 
and step information document(XML) 
and guide media(MP4)) file load

Getting user's 
gesture

Getting joint using kinect 2.0

Getting mat status
Getting the status of smart mat user 
stepped on

Checking gesture
Checking user's motion and 
Calculating score

통합운동게임 시스템에서 구현된 사용자 동작정보 

획득, 사용자 스텝정보획득, 모션정보 계산 등의 각 과

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표현하면 각각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같다.

Fig. 5 Sequence diagram of gesture input

동작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통합운동게임시스템에

서 키넥트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작을 입력하는 함수는 

생명주기 함수 중 Scene이 생성 될 때 실행되는 함수에

서 그림 5의 ①과 같이  키넥트 카메라를 초기화 한다. 

초기화 과정은 Unity3D에서 키넥트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를 정의 하는 것을 뜻한다. ②

단계에서는 키넥트 카메라가 사용자의 제스처 입력을 

기다리게 되며 ➂유저가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④키넥

트 카메라 SDK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조인트(Joint) 정

보를 추적하여 정보를 획득한다.

Fig. 6 Sequence diagram of step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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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스텝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그림 6의 ①과 

같이 매트 초기화와 블루투스 통신이 정의된다. 이 때 

Unity3D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net Framework의 문제 때문에 기존 C# 블루투스 

라이브러리 또한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윈속(WinSocket)기반의 블루투스 C언어 함수들 즉 

Bind, Accept, Listen, Send, Receive와 같은 함수들을 

정적 라이브러리로 생성한 한 후 C# 동적 라이브러리로 

다시 생성하여 프로토콜에 따라서 송수신을 정의한 후  

Import하여 사용한다. 블루투스 연결이 끝나면 ② 연결 

결과 값을 받은 후 Unity3D 내부적으로 프로토콜에 의

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③ Callback함수를 선언하

고 등록해야 하며 이 함수는 Main Thread에서 동작하도

록 하여 생명주기 함수를 내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 그 후 유저의 입력이 있거나 Scene이 종료 될 

때 까지 대기하며 입력이 있을 경우 ⑥과 같이 스마트 

매트와 미리 지정해 놓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전송하도록 한다.

Fig. 7 Sequence diagram of user's motion evaluation

통합 운동게임 시스템에서 유저 동작이 올바른지 판

별하는 기능은 모든 연결이 진행되었고 유저의 입력을 

기다린 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사용자가 동작을 취

하면  그림 7의 ②와 같이 사용자의 Joint 데이터를 받아 

본론  유저의 동작과 통합운동시스템이 요구하는 동작

과 일치를 확인한다. 일치 할 경우 스마트 매트의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밟은 셀 번호를 ⑤기

능처럼 수신하여 비교한 뒤 일치하면 ⑥기능과 같이 다

음 스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구현하였다.

Ⅳ. 결  과

4.1. 가상현실 체험형 운동게임 통합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걷기 운동 동작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과 다음 취해야할 걷

기 운동 동작에 대한 가이드를 수신하는 기능을 그림 8

과 같이  LED 점등과 소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스마

트 매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운동자세인식을 

위해 키넥트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동

작 데이터를 습득한다. 부수적으로 운동 상태와 균형감

각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기능성 게임

의 재미요소를 결합하여 실제 운동 상황에서 사용자에

게 실시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체험형 운동

게임 통합 시스템을 설계 하였고 CPU 쿼드코어 i5-6600 

3.3GHz, 8 GB RAM, nvidia GTX750Ti VGA, Windows 

10 운영체제를 가진 PC에서 구현 및 운용 하였다. 

Fig. 8 The integrated Virtual Reality Exergame

Fig. 9 Gesture detection using Kinect Gesture Recogni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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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동 게임 시스템 메인화면은 그림 9와 같다. 통

합운동시스템의 Scene이 시작될 때 선택된 단계의 가

이드영상과 동작 자세 데이터, 스텝 데이터를 불러 온

다. 그 다음 메인화면의 이미지의 왼쪽 부분처럼 전문

가의 운동 자세를  크로마키 처리된 가이드 영상으로 1

초간 재생하여 사용자가 가이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도

록 유도하였다. 자세 판단 결과에 대한 가이드로 시스

템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할 시 사용자의 아바타를 주변

으로 구 모양의 Progress Component가 동작하게 되고 

관절의 각도와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점수별로 Good, 

Excellent, Not Bad, Bad 4단계로 나뉘어 출력되도록 구

성되었다. 이어서 메인화면 이미지의 가운데를 보면 스

마트 매트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인터랙티브하게 출력

하도록 구현하여 운동 단계에 따라 어느 셀을 밟아야 

하는 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마지

막으로 메인화면 이미지의 오른쪽을 보면 사용자가 스

크린 안에 가상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동작과 전문가 

동작을 비교하여 요구되는 자세를 올바르게 취하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움직

임을 따라하도록 구현되어 사용자가 올바른 자세로 수

행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4.2. 운동프로그램 콘텐츠

본 연구에서는 전문 트레이너 없이 다양한 난이도(초

급, 중급, 고급)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

램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초급의 경우 총 10번의 스텝

을 이동하는 동시에 만세, 양팔 벌리기, 차렷 자세의 팔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중급의 경우 

총 10 스텝을 이동하는 동시에 양팔 벌리기, 무릎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등의  좀 더 복잡한 운동 자세를 반복 

수행하는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고급 운동 동작 프로그

램은 차렷, 양팔 벌리기, 만세, 런지, 스쿼트와 같은 다

양한 운동 자세를 반복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구현된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운동 게임 

시스템은  사용자의 운동참여 인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 용품의 개발과 운동의 

효과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활용

가능하며 고령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가정 및 건강증진 관련 기관에서 쉽게 운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운동의 실천력을 향상에 기

여하는 체험형 운동게임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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