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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대면 지도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동작을 하여 신체에 무리가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 예측 모델과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자세를 교정 해주는 “영상 데이터 기반 

동작 분류 및 자세 교정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세 예측 모델로 뼈대 정보를 예측한 후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어떤 

운동 동작인지를 분류한 뒤, 올바른 관절의 각도를 알려주며 교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동작 분류 모델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다층 퍼셉트론 기반 모델을 

자세 분류 모델로 사용했을 때 0.9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리고 투표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0.93으로 

향상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orking out at home. However, many of them do not have 
face-to-face guidance from experts, so they cannot effectively correct their wrong pose. This may lead to strain and injury 
to those doing home training. To tackl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video data-based pose classification and 
correction system for home training. The proposed system classifies poses using the multi-layer perceptron and pose 
estimation model, and corrects poses based on joint angels estimated. A voting algorithm that considers the results of 
successive frames is appl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ose classification model. Multi-layer perceptron model 
for post classification shows the highest accuracy with 0.9.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voting algorithm 
improves the accuracy to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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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활체육 참여 

율 및 피트니스 센터의 수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

인 공간에서 보냄에 따라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과 관

련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또한 COVID-19
로 인한 자가 격리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홈 

트레이닝이 권고되고 있다.
운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전문 트레이너

의 지도를 받았던 적이 없이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홈 트레이닝 관련 youtube나 앱을 통해 홈 

트레이닝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2]. 따라서 홈 트레이닝

은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시간 및 이동 시간 등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 트

레이너로부터 잘못된 동작을 교정 받을 수 없고 이에 따

라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용자의 운동 영상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 교정 시스템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hen, et al.[3]은 사용자의 자세를 추정하고 이를 운

동 영상과 비교해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피

트니스를 보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

적 시간 와핑(dynamic time warping)[4]을 이용하여 입

력 영상에서의 사용자의 프레임 흐름에 따른 관절 각도

의 변화 시퀀스를 추출하였다. 이 방법은 프론트 레이즈

(front raise) 동작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숄
더 프레스(shoulder press)동작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결과로만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작 

중간 과정 중 어떠한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

백과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Alatiah, et al.[5]은 사용자의 운동 동작을 분류한 뒤 

결과에 대한 교정과 동작이 행해진 횟수를 세는 방식으

로 피트니스를 보조하였다. 이는 자세의 특징 점

(keypoint)들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분류를 수행한다. 
분류한 동작의 각 관절들의 각도를 구한 뒤, 해당 동작

의 관절각도 조건을 적용하여 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하며 동시에 동작이 행해진 횟수를 센다. 그러나 제공

되는 교정 피드백은 사용자의 동작이 틀린 동작인지 맞

는 동작인지에 대한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

신의 자세를 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 번의 

동작이 끝난 뒤 동작의 교정을 위한 결과가 출력되기 때

문에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동작 중간에 교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스쿼트, 풀업, 푸쉬업 이렇게 3가지에 동작에 

대해서 교정이 되지만 스쿼트와 달리 풀업과 푸쉬업은 

사용자의 신체 중량을 두 팔로 전부 지탱해야 하므로 근

력이 없는 사람이 집에서 혼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동

작일 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할 때에는 중량을 단계적

으로 증가 시키는 게 중요한데 신체 중량은 사용자가 조

정할 수 없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자세 추정 모델을 이용해 관절각도 정

보를 이용한 실시간 운동 자세 교정 모델을 제안한다. 
영상을 각 프레임별로 자세 추정을 수행한다. 추정한 특

징 점들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통

해 자세 분류를 수행한다. 또한, 프레임 당 분류된 결과

들에 대해 투표 알고리즘[7]을 적용해 한 번의 동작 중

간에 생길 수 있는 outlier들을 제거하여 동작 분류 모델

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영상의 형

태로 운동 자세가 올바른 자세 유무와 주요 관절 정보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동작 중간 자세도 교정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교정이 지원되는 동작들

을 스쿼트, 런지, 덤벨컬로 바꾸어 신체에 무리가 덜 오

게 하였다.

Ⅱ. 방  법

그림 1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구성도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자세 추정, 자체 

분류, 그리고 자세 교정 단계로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

다. 하나의 영상이 주어졌을 때, 먼저 영상의 각 프레임

들의 뼈대(skeleton) 정보를 추출한다. 이 정보들을 통해 

자세 분류 단계에서 자세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

용자의 자세를 교정하도록 한다.

2.1. 자세 추정 단계

첫 단계에 해당하는 자세 추정 단계에서는 영상이 가

지고 있는 자세를 추정한다. 하나의 영상이 주어졌을 때 

먼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다. 그 후 프레임마다 

자세를 추정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 정보를 추출한다. 
우리는 자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OpenPose[8]를 사용

하였다. 이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OpenC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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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를 사용해서 C++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라이

브러리이다. 그림 2에서 이미지나 영상의 프레임이 입

력되면 Mobilenet_v2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

의 특징 F가 2개의 단계에 입력된다. 두 개의 단계들은 

여러 개의 CNN Layer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AFs(Part Affinity Fields)와 관

절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confidence maps를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PAFs와 confidence maps을 이

용하여 인물의 관절들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뼈대 정보

를 예측한다[9].

Fig. 2 Structure of OpenPose

2.2. 자세 분류 단계

현재 프레임( )과 현재 프레임에서 개전

까지의 프레임()을 포함한 개의 프레임들의 뼈

대 정보를 이용하여, 공식 (1), (2), (3)로 joint vector 
( )와 body vector( )를 구한다.  과 

 를 구하는 것으로, 프레임 간의 관절 변화를 특징

으로 사용해 영상이 가지는 시계열성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의 평균 뼈대의 높이로 각 프레임의 관절 

위치들을 정규화 한다.

     

     

(1)

 

   (2)

      (3)

  : n개 프레임의 관절 위치의 집합

: n개 프레임의 평균 skeleton 높이

t: 현재 프레임의 시간

이 과정을 통해 ,  ,   정보를 얻는다. 얻

어진 정보를 계산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를 적용해 80 차원으로 줄인 

뒤 feature로 사용하여 기계학습 모델로 현재 프레임의 

동작을 분류한다[10]. 영상의 동작을 분류하기 위하여 

전체 프레임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초반 20프레임의 자세들만을 분류하여 영상 전

체 동작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 분류 모델로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

하고 모델 성능 비교를 위하여 kNN(k-Nearest Neighbor), 
SVM(Support Vector Machine), 의사결정트리, 랜덤 포

Fig. 1 Overall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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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를 사용한다. kNN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중에 하나이며 분류를 위한 머신 러닝 방법이다.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웃하는 K개의 데이터들을 살펴본 

후 K개 중에 다수의 데이터가 속해 있는 범주로 분류하

는 방식이다. SVM는 지도 학습이며 이진 분류에 특화

된 머신 러닝 방법이다. 주요 목표는 두 클래스 사이의 

margin을 최대화하는 분리 경계인 hyper-plane을 찾는 

것이다. 의사결정트리는 지도 학습이며 분류와 회귀 둘 

다 가능한 머신 러닝 방법이다. 여러 개의 feature들을 

가진 데이터들을 각 feature들에 대한 조건으로 분류해 

나가면서 클래스들을 분류한다.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feature를 몇 개씩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각각에 대한 의

사결정트리를 생성 후 여러 개의 의사결정트리들을 통

합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분류 과정에서 프레임마다 자세를 분류할 때 outlier

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쿼트 동작 중간에 분류 결과

가 런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outlier들을 제거

해 자세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투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7]. 

Table. 1 Angular ranges of exercise pose

exercise pose major joint angular range

squat
waist 45-70

knees 60-100

lunge
front knee 75-90

back knee 85-130

dumbbell curl elbow 50-70

1개의 영상을 window size만큼 단위 프레임 당 자세

를 예측한다. 만약 window size가 5라고 하면 5개의 연

속된 프레임들의 자세 정보를 확인한 뒤 가장 많은 자세

로 분류를 하게 된다. 만약 20프레임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면 총 4번에 걸쳐 동작을 분류한다.

2.3. 자세 교정 단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

자세 교정 시스템에서는 자세 추정 시스템에서 얻은 

사용자의 뼈대 정보와 동작 분류 시스템에서 얻은 자세 

이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자세의 올바름을 판단

하여 교정에 도움을 준다.
우선, 뼈대와 자세 이름을 이용하여 해당 운동 동작의 

주요 관절들의 각도를 구한다. 각 동작에 따른 주요 관

절들의 각도 범위는 표 1과 같고 각도 범위는 학습과 시

험 데이터 전체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얻었다.
영상의 자세 정보와 각 프레임의 skeleton 정보로 자

세에 따른 주요 관절들의 각도를 구한다. 주요 관절들의 

각 각도들이 모두 각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very good” 
문구를 출력한다. 그리고 각도 범위의 최솟값과 최솟값

보다 10도 아래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stretch your 
(major joint) a little”라는 문구를 출력하고, 각도 범위의 

최댓값과 최댓값보다 10도 위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bend your (major joint) a little”라는 문구를 출력한다. 
각 문구는 주요 관절 옆에 출력한다.

예를 들어, 덤벨컬 자세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세를 취했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50도와 70도 안

에 속하면 “very good”을 출력한다. 팔꿈치의 각도가 교

정범위의 최솟값 보다 10도 아래까지의 범위에 들어가

게 되면 “bend your elbow a little”이라는 문구를 출력하

고 최댓값 보다 10도 위까지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stretch your elbow a little”이라는 문구를 주요 관절 옆

에 출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올바른 각도로 

덤벨컬 자세를 할 수 있도록 교정을 도와준다.

Ⅲ. 실  험

3.1. 실험 세팅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들은 

youtube에서 해당하는 자세를 취하는 영상들을 1번의 

동작을 완료하는 길이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

에서 추출된 하나의 영상 길이는 평균 5.5초이다. 추출

된 총 영상 수는 각각 덤벨컬 38개, 스쿼트 42개, 런지 46
개이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비율

을 7:3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자세 분류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성

능을 측정하였고 평가 단위는 하나의 영상을 단위로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를 사용하였다. 
Accuracy는 정확도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능 지

표로 기계학습 모델이 얼마나 동작을 잘 분류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데이터 셋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구성

이 되어있다면 이 지표는 성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recision, recall, 
F1-score를 사용한다. Precision은 모델이 분류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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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 얼마나 맞게 분류가 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

이고 recall은 실제 동작들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F1-score는 이 두 지표들의 조화 평균

이다.
동작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모델들은 Scikit-learn으

로 구현하였다. 특히, 다층 퍼셉트론은 각각 50개의 노

드들로 구성된 3개의 은닉 층을 가진 구조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Cross-Entropy 손실 함수, Stochastic Gradient 
Descent optimizer, 0.2의 학습률로 50 epoch 학습하였

다. 우리는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Intel(R) Core(TM) 
i7-10700f CPU를 사용하였고 자세 추정 단계에서는 추

가적으로 NVIDIA GeForce RTX 3070 GPU를 사용하

였다.

3.2. 동작 분류 시스템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투표 알고리즘 없이 스쿼트, 런
지, 덤벨컬 동작들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각 동작의 정확도는 해당 

동작과 해당 동작이 아닌 동작들 이렇게 2개의 집합으

로 나누어 이진 분류 모델에서 정확도를 구하는 방법으

로 구하였다. 정확도가 스쿼트가 1이 나온 반면 덤벨컬

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0.9로 낮은 걸 볼 수 있다. 실제

로 분류 결과들을 보았을 때 덤벨컬은 서있는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전체 동작을 진행

하는 중간 과정이 스쿼트와 런지로 잘못 분류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자세 분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기초적

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 비교하였다. 비교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로는 kNN, SVM, 의사결정트리[11], 랜
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다. kNN의 경우 K=5로 지정하

였고, SVM은 선형 커널과 RBF 커널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depth 30, trees 10으로 지정

하였다. 각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은 표 3에 

나타내었다. 심층 신경망 방식은 다른 방법들과 3%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odel Accuracy

K_Nearest Neighbor 0.8438

Support Vector Machine
(Linear Kernel) 0.8125

Support Vector Machine
(RBF Kernel) 0.8750

Multi-Layer Perceptron 0.9063

Decision Tree 0.8125

Random Forest 0.8750

Table. 3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the models

Fig. 3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voting 
for different window size. (x -axis: window size, y-axis: 
accuracy) 

그림 3은 윈도우 크기에 따른 투표 알고리즘의 성능

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윈도우 크기가 1인 경우

는 투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지 않은 원래 분류 모델이

다. 정확도가 0.93 정도로 성능이 최대로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분류 모델은 DNN과 윈도우 크기가 4인 

투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3. 자세 교정 시스템 구현 결과

우리는 이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그림 4~6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사용자가 자신의 운동 동작

을 측면으로 촬영한 영상을 입력하게 되면 동작 분류 결

과는 사용자 위쪽 부분에 초록색으로 주요 관절 각도는 

관절 왼쪽에 주황색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교정 문구는 

교정이 필요한 관절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출력한다.
동작 분류 시스템의 출력 결과는 그림 5같이 사용자

의 위쪽 부분에 초록색으로 동작의 이름이 출력된다. 그
리고 주요 관절의 각도와 교정 문구는 주요 관절 양쪽에 

출력이 된다.

Exercise Precision Recall F1-score Accuracy

Dumbbell curl 1.0 0.8 0.89 0.8

Lunge 1.0 0.9 0.95 0.9

Squat 0.8 1.0 1.0 1.0

Table. 2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ulti-layer perceptr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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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face of overall system

(a)                               (b)                               (c)
Fig. 5 Examples of the system output for pose classification

(a)                           (b)                               (c)
Fig. 6 Example output of the pose correction for dumbbell 
curl

각도를 이용한 자세 교정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관절 왼쪽에 출력된 각도를 보고 사용자가 덤벨컬 동작

을 함에 있어 자신의 현재 팔각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팔을 얼마나 굽혀야 되는지도 주요 관절 옆

에 출력되는 문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영상데이터 기반 동작 분류 및 자세교정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자세 예측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의 각 프레임

들의 뼈대를 구한 뒤 다층 퍼셉트론 기반의 분류 모델과 

투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 속 동작을 분류한다. 그
리고 분류된 자세 이름과 뼈대들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동

작에 알맞은 각도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추후 연구로는 자세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자세 추정 기술을 적용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 기계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예정이다. 또
한, 스쿼트, 런지, 덤벨컬 이외의 다른 운동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일 예

정이다. 다양한 동작들을 인식하여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연구는 홈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대

면 지도가 필요한 재활치료나 방범 CCTV 같은 사람의 

동작 인지가 중요한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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