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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COVID-19로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면서 비대면 ‧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산업 시장도 IT산

업의 발달로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홈 트레이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헬스케

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요가 트레이너 기기”를 개발하였고, 고가의 GPU 대신 저렴한 99달러의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

를 이용하여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요가 기초 자세인 태양예배자세의 6가지 자세를 인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2.4%로 실생활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이용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의 딥러닝 연산 속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IoT 기술과 딥러닝 기반의 홈 트레이닝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e non-face-to-face and online markets are growing as social distancing has been intensified due to the recent COVID-19 impact. In 

particular, sports industry markets are also showing products that can be exercised alone at hom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T 

industry. In this study, in order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home training, we developed an “AI yoga trainer device” that 

can help healthcare.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using an inexpensive $99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 instead of an 

expensive GPU. By implementing the algorithm,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recognize six poses of the sun worship posture, 

which is a basic yoga postur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al analysis, the accuracy of the algorithm was 92.4%, which was measured 

to be a level that can be introduced in real lif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ed of deep learning calculation of visible and specific 

numerical values   using the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 was improved. Through this, we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implemen-

ting IoT technology and deep learning-based home trai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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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비대면 홈 트레이닝 시장의 발전

홈 트레이닝이란, 오늘날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을 정의하는 한국의 콩글리시 표현이다. 영어로는 ‘At-home workout’, 

‘Home workout’이라고 쓰며, 자신의 건강 유지와 몸매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하는 운동을 뜻한다[1]. 최근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새로 발생한 감염성증후군으로서 제1군감염병 내지 제 4군감염병 또는 지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

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급속한 전파 또는 확산이 우려되어 환자 격리 및 역학조사와 방역 대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질환인 

COVID-19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접촉의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전학적 감

염병 통제 전략으로 백신을 사용한 중재 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인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나타났고(질병관리본부, 2020), 이로 인해 비대면 ‧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활발해졌다. 특히 IT산업의 발

달로 스포츠 산업 시장도 자연스럽게 비대면 ‧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졌으며 융 ‧ 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

장했다. 다양한 제품들과 스마트폰을 연동한 앱(App) 등을 개발해 이제는 혼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던 

소비자들이 홈 트레이닝에 관련한 수요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2].

1.2 모닝홀 시스템의 개요

최근 급격히 증가한 홈 트레이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헬스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ig. 1과 같은 “AI 요가 트레이

너 기기 모닝홀(Morninghol)”을 라즈베리파이와 실시간처리가 가능한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 카메라, 홀로그램 반

사판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개발하였다. AI 요가 트레이너 기기 모닝홀은 사용자가 사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설정한 알람이 지정된 시간이 되어 울리면 제품에 부착된 유사 홀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요

가 포즈를 보여주며 제품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용자를 촬영한 데이터를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을 통해 포

즈를 사용자가 취해야 할 요가 포즈와 유사한지 판별하여 유사하다면 알람을 종료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Fig. 1. AI yoga trainer Morninghol

본 연구에서는 모닝홀의 핵심 기술인 AI가 사용자의 포즈를 감지하고 판별하는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

을 개발하고, 실험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딥러닝 연산 속도는 기기의 성능에 좌우되며 기기의 성능만으로는 즉각적인 

연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기와는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나 기기를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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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미지 

처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라즈베리파이를 핵심 장비로 채택하였으며 그 중 가장 성능이 개선된 최신 버전의 라즈베리파이 

4B+ 모델을 선택했다.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은 Tensorflow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 tf-pose-estimation을 응용하여 개발했다. 

그러나 딥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파이의 CPU 연산속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실시간 

처리에 가까운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 제 2의 방안을 찾아본 결과 Fig. 2에서 보여지는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발견할 수 있었다[3].

Fig. 2.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즉 Movidius NCS는 Intel의 Movidius™ Myriad™ X Vision Processing Unit 4GB 프로세

서를 사용해 연산을 한다. OpenVINO toolkit이 설치된 개발 환경이 준비된다면 USB와 같이 장착 또는 탈착만으로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시리즈 중 라즈베리파이와 호환이 가능하며 개선된 

버전의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2를 기반으로 한, 보다 빨라진 속도의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을 제안한다.

2. 선행 연구 분석과 개발 환경 구축

2.1 선행 연구 분석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객체의 위치와 방향을 탐지하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 관절인 키 포인트(Keypoin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치를 측정하고 추정해야 하며, Pose Estimation 알고리즘

의 성능평가는 Percentage of Correct Keypoint(PCK) 지표를 이용한다[4]. 

OpenVINO™ 툴킷은 고성능 컴퓨터 비전 개발과 비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딥 러닝을 빨리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드

웨어 가속기에 대한 딥 러닝과 CPU, GPU, FPGA 및 VPU를 비롯한 Intel® 플랫폼 전반에 대한 쉬운 여러 종류의 실행을 가능하

게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 Fig.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 옵티마이저 및 추론 엔진인 Intel® Deep Learning Deployment 

Toolkit, OpenCV 및 OpenVX에 대해 최적화된 기능, 그리고 쉬운 배포를 위해 15개 이상의 샘플 코드와 사전 훈련된 모델 등을 

제공한다[5].

라즈베리파이 환경(armv7l)에서 4GB RAM의 Ubuntu 개발 환경을 설정한 결과 Windows PC 개발 환경과 같은 0.3 fps의 연

산 속도가 측정되었다.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서술한 Movidius NCS2를 사용한다. Movidius NCS2는 기존의 tf-pose- 

estimation 개발환경에서 더 나아가 Intel NCS2 API와 도구들을 제공하며 Movidius 기기에 연산할 그래프를 올려주는 Ope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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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VPU 플러그인 OpenVINO toolkit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OpenVINO를 지원하면서 사람의 관절을 감지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인 Katsuya Hyodo의 MobileNetV2-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이를 사용한 결과 0.3 fps에서 3 fps까지 연산 

속도가 약 10배 상승했다.

Fig. 3. OpenVINO™ Toolkit

이것은 사람의 뼈대를 감지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며 감지된 뼈대가 어떤 자세에 가장 가까운지 판별하기 위해서 human- 

action-classification의 그래프 연산 또한 필요하다. 이 때 사용될 그래프를 훈련시키기 위해 앞에서 모은 요가 데이터 셋을 라벨

링을 통해 4000번의 지도학습을 mobilenet_1.0_224에 수행했으며 learning_rate 0.01의 옵션을 주었다. 그리고 hhuman-action-

classification의 연산 속도 또한 단축시키기 위해 Movidius NCS2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기기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연산하였다. 그 결과 MobileNetV2-PoseEstimation과 human-action-classification 알고리즘 2개를 모두 연산해 사용자의 요가 

자세를 판별하는 시간은 약 2 fps로, PC 환경의 CPU 연산 속도보다 약 7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개발 환경 구축

라즈베리파이에서 구현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 가

지 PC 개발 환경을 설정하여 구현을 먼저 시도했다. 두 가지 구현 환경 모두 GPU가 없는 64비트의 amd64 CPU 기반 환경이며 

구현 환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 of pose estimation based on tensorflow by pc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환경 CPU OS RAM Library

일반 환경 Intel i5-5200U amd64 Windows 8.1 8GB OpenCV 4.2.0

가상 환경 Intel i5-5200U amd64 Ubuntu 18.04 4GB OpenCV 4.2.0

사람의 관절을 감지하여 그 결과를 이미지에 시각화하는 자세 추정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ensorflow 

기반의 tf-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6]. tf-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각각 개발 환경에서 실행한 결과 일반 환경

에서 0.3 fps, 가상 환경에서 0.1 fps의 연산 속도가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PC의 성능에 따라 연산 속도가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개발 환경의 경우 이전의 PC 환경과는 이미지 처리 연산이 가능한 GPU가 내장되어 있으며 32비트의 armv8 

CPU 기반 환경이라는 차이가 있다. PC 일반 개발 환경과 유사한 0.3 fps의 연산 속도가 측정되었으며 앞서 소개한 Movi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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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Compute Stick 2를 사용하여 연산 속도를 개선한다.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사용한 결과 3 fps의 개선된 

연산 속도가 측정되었으며 각 개발 환경에서의 측정값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 of pose estimation based on tensorflow by different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환경 CPU GPU OS RAM Library 연산 속도*

PC 일반 환경
Intel i5-5200U 

2.2GHz amd64
- Windows 8.1 8GB OpenCV 4.2.0 0.3 fps

PC 가상 환경
Intel i5-5200U 

2.2GHz amd64
- Ubuntu 18.04 4GB OpenCV 4.2.0 0.1 fps

라즈베리파이 

일반

Cortex-A72

1.5GHz armv8

VideoCore VI 

0.5GHz
Ubuntu 18.04 4GB OpenCV 4.2.0 0.3 fps

라즈베리파이 

NCS

Cortex-A72

1.5GHz armv8

VideoCore VI

0.5GHz
Ubuntu 18.04 4GB OpenVINO 4.0.0 3.0 fps

* : 1분 동안 측정한 값들의 평균값. 소숫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는 Intel NCS2 API와 도구들을 제공하며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기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penCV 기반의 VPU 플러그인 OpenVINO Toolkit 개발 환경을 설정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7]. 기존의 

tf-pose-estimation 알고리즘은 OpenVINO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이

용해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을 구현하기 위하여 OpenVINO를 지원하는 tf-pose-estimation 알고리즘 기반의 

Katsuya Hyodo의 MobilenetV2-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알고리즘의 감지 결과 이미지 상의 관절 데이터가 

사전 학습된 특정 자세들의 관절 데이터들 중 어떤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지 판별하기 위해 human-action-classification 알고리

즘 또한 채택하였다[8,9]. 이 알고리즘들에 기반한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을 구동하기 위해 설치한 개발환경

은 다음과 같다.

∙ Python3.7.9

∙ OpenVINO 4.0.0

∙ OpenVINO Toolkit 2019_R2

∙ tensorflow 1.15

∙ tensorpack(https://github.com/ppwwyyxx/tensorpack)

∙ numpy, slim, slidingwindow

∙ argparse, dill, fire, matplotlib, numba, psutil, pycocotools, requests, scikit-image, scipy, tqdm

Table 2의 연산 속도는 사람의 관절을 감지하는 MobilenetV2-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만 걸리는 속도이며, 

감지된 데이터를 토대로 자세를 판별하는 human-action-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함께 수행 시 3 fps에서 시작하여 그 속도가 

점점 감소하여 시작 직후 1분은 평균 2 fps의 속도를 보이며 알고리즘이 2분 이상 동작하면 1.5 fps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HW 환경으로는 실시간 요가 자세 촬영을 위하여 라즈베리파이에 1080p30, 720p60, 640×480p60/90 비디오 촬영을 지원하

는 카메라 모듈(RPI 8MP Camera Board)을 추가적으로 장착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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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방법과 구현 결과 분석

3.1 구현 방법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라즈베리파이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를 촬영하여 이미지 데이터로 전환하며, 동시에 사전에 학습된 그래프들을 모두 불러온다. 그 뒤 전환된 이미지 데이터를 그래프

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MobilenetV2-PoseEstim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입력된 이

미지 상의 관절을 감지한다. 그렇게 감지된 관절 출력 데이터를 다시 human-action-classification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사용

하여 이미지 데이터가 사전에 학습된 요가 자세 중 어떤 자세에 가장 가까운 지 판별하여 판별 출력값을 출력한다. 종료 명령이 

입력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러한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의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아래 Fig. 4

와 같다.

Fig. 4.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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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에 의한 분류이며 딥러닝에 의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첫째, 문제 중 객체의 특징 벡터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추출한다. 둘째, 순전파 연산을 통해 신경망 구조, 신경망 입력으로부

터 출력을 얻는 방법을 정의한다. 셋째, 훈련 데이터를 통해 신경망의 매개변수 값을 조정하는 신경학습과정을 거친다. 넷째, 학

습된 신경망으로 데이터를 예측한다[11].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특징 벡터 추출을 위해서 데이터 셋 수집이 필요하다.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은 요

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태양예배자세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Fig. 5에서 볼 수 있는 태양예배자세 이

미지 데이터를 수집했다[12].

Fig. 5. Sun salutation

각 요가 자세별로 30초 영상을 촬영해 준비하였으며 일본의 Osaka University와 캐나다의 IIT Gandhinager의 공동연구기관 

Yoga-82에 태양예배자세 데이터 셋을 요청하였다[13]. 준비한 30초 분량의 영상들을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1프레임 

단위로 분할한 뒤 저장해 이미지 데이터를 얻었으며 Yoga-82에서 보내준 url 목록을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셋을 수집한 결과 

총 7.1GB, 10725장의 훈련 이미지 데이터 셋을 수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출력을 얻는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로 임베디드 장치에 특화된 경량 심층신경망인 Mobilenet 신경망을 채택하였으며[14], 

신경망의 매개변수 값 조정을 위하여 mobilenet_1.0_224 모델에 앞서 모은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4000번의 지도학습을 수행하

였다. 이 때 learning_rate는 0.01의 옵션을 주었으며 데이터 셋의 라벨링은 각 데이터 셋이 위치한 폴더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학습 결과, 데이터 셋의 10%를 학습 그래프의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92.4%의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된 그래프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요가 자세에 가까운지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입력된 이미지는 학습된 그래프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224×224×3의 배열값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3.2 구현 결과 분석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 태양예배자세 중 준비 자세인 mountain 자세와 chaturanga 자세를 

제외한 6가지의 자세를 다음 Table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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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Full sun Forward fold Plank

Accuracy Range : 0.5 ~ 0.7 Accuracy Range : 0.8 ~ 1.0 Accuracy Range : 0.4 ~ 0.6

Lunge Downward facing dog Cobra

Accuracy Range : 0.7 ~ 1.0 Accuracy Range : 0.9 ~ 1.0 Accuracy Range : 0.9 ~ 1.0

※ Accuracy Range : 30초 동안 측정한 값들의 평균 범위. 소숫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현 결과 제시된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별로 정확도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자세의 정확도가 

높게 출력되는 반면 특정 자세의 정확도는 낮게 출력되는데 그 이유는 훈련 데이터 셋의 개수에 있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인 Cobra 자세의 경우 10725장의 데이터 셋 중 3117장의 데이터가 Cobra로 라벨링되었으며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Plank 자

세로 라벨링 된 데이터는 Cobra 자세의 9분의 1 수준인 331장이었다. 또한 Full sun 558장, Forward fold 3032장, Lunge 1800

장, Downward facing dog 1887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라벨링 되었으며 라벨링 된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Accuracy Range가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GPU 대신 저렴한 99달러의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이용하여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요가 기초 자세인 태양예배자세의 6가지 자세(Full sun, Forward fold, Plank, Lunge, Down-

ward facing dog, Cobra)를 각각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2.4%로 

실생활 도입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이용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의 딥러닝 연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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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 셋의 양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세를 취했음에도 특정 자세의 정확도가 높게 출력되는 반면 특정 

자세의 정확도가 낮게 출력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특정 자세의 데이터 셋이 다른 자세의 데이터 셋의 개수에 비해 너무 적거

나 많지 않도록 균등하게 데이터 셋을 수집하여 훈련시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rninghol yoga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은 고가의 GPU를 대체한 Movidius Neural Compute Stick 2를 사용하여 실시간

에 가까운 사용자가 취한 요가 자세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IoT 기술의 발전 가능성 및 딥러닝 기반

의 홈 트레이닝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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