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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ogy, Great Britain)는 환자의 가슴 중앙에 장착하
인간의 생애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 여 감지기 안의 작은 구슬이 환자의 수면자세에 따라 회
로 매우 크며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주의집중력 및 업무 전하여, 총 9가지 수면 자세의 회전 각도를 반영한다.
수행도를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수면 그러나 이 같은 수면 자세 측정 기기들은 사용자의 몸에
자세 또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라 직접 착용하기 때문에 수면 중 행동의 제약을 받을 뿐만
고 할 수 있으며 수면 장애 및 무호흡증과 같은 각종 질 아니라, 장시간 착용해야하기 때문에 정상 수면을 방해
환과도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카메라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이용하여 인간이 취하
이에 따라 무구속적인 수면 자세 분석을 위한 이전 연
는 대표적인 6가지 수면 자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 구[11]에서는 CCD카메라의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현해 보았다.
획득하여 수면 자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명
문제로 어두운 밤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
다. 또 다른 수면자세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카
1. 서 론
메라를 사용[12]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하
수면은 몸과 정신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수적 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지의 불균일성과 잡음의 문제
가 있으며, 사용자가 촬영된 영상의 개인 정보 보호 문
인 요소로 인간은 일생에 약 3분의 1정도를 잠자는 데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소비한다.[1] 이 시간 동안의 질 좋은 수면활동은 나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 카메
지 3분의 2인 깨어 있는 동안의 뇌 작용 및 신체를 좋
라를 이용한 수면 자세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넥트
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건강하고 충
를 이용한 수면 자세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가 별도의 센
실한 인생을 살도록 돕는다. 때문에 잠자는 자세도 우리
서 및 기기의 착용이 없어 자유도가 높고, 적외선 카메
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면 자세만 바르게 해
라가 내장되어 있어 low light intensity의 환경에서도
도 여러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수면자세가 올바르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면 모니터링에 키넥
지 못해 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면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도 한 트 기기를 접목한 이전 연구[13]에서는 수면 중인 인체
의 관절 좌표를 추적하여 6가지 수면 자세를 판단하였
다.
으나 엎드린 자세와 똑바로 누운 자세를 같은 자세로 판
실제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50~60%에서 코
단하는 오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와 객체 간
골이와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 hypopnea index,
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이전 연구
AHI)가 수면 자세와 연관이 있음이 알려졌으며[2], 체
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경우에는 수면자세의 변화만으 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팔과 다리의 모양 정보를 수치화
하여 보다 정확하게 자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로도 수면호흡장애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3,4] 또
한 불량한 수면 자세는 인체에서 쓰임이 빈번한 관절 중
2. 본
론
하나인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원인이 된다[5]는 보고도
있어 수면 자세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뒷
받침해주고 있다.
2.1 수면 자세
따라서 최근 수면자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수면 자세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있다.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경과에 따른 수면자세
그림 1은 영국의 수면평가 자문 연구소(Sleep
를 제안함으로서 모자의 건강과 산후 조리에 긍정적인
Assessment and Advisory Service, SAAS)에서 인
영향을 미친 결과가 있으며[6], 아기들에게도 수면 자세 간이 취하는 대표적 수면자세 6가지에 대해 조사한 결
는 영아돌연사증후근 및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과이다.
문에 중요하다고 밝혀졌다.[7] 외국에서는 영아의 수면
자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수
면자세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면자세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8]
수면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는 이동식 수면기기
인 Embletta(Embla Co., Colorado, USA), 교류 자
세 센서((DC body position sensor, 1566-kit, slee
pmate technology, Great Britain)) 등이 있다[9,1
0]. Embletta는 수면의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기기에 내장되어 있으며, 호흡 측정 벨트를 장착하여 수
면무호흡증을 감별할 수 있다. 또한 교류 자세 센서(DC
<그림 1> 6가지 대표적인 수면 자세 유형
body position sensor, 1566-kit, sleepmate te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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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수면 자세를 구별하
기 위해 편의상 알파벳으로 자세 유형을 명명하였다. 그
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Foetus 자세는 ‘A‘ 자세라고 칭
하고, 그 오른쪽에 위치한 Log자세는 ’B‘, 나머지 자세
는 오른쪽을 향한 순서대로 C, D, E, F 자세라고 칭하
였다.
6가지 유형의 자세구분을 위해 자세 별 특징 정보를
분석해 보았다. 6가지 자세의 가장 뚜렷한 차이로는 두
손과 무릎의 위치, 방향, 그리고 팔과 다리의 모양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의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손의 방향은 어깨의 중심점과 척추를 잇
는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나눌 수 있
다. 손의 위치는 Y축의 위, 아래, 중간의 세 부분에 위
치할 가능성이 있다. 무릎의 위치는 엉치뼈의 X축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구분하였다. 팔과 다리
의 모양으로도 각 자세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팔과 다리
가 굽혀져 있는 자세와, 쭉 피고 누운 자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두 손이 X축의 음의 방향이나 양의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즉 한쪽 방향으로 양손이 모두
위치해 있는 경우는 수면자세 ‘A’와 ‘C’로 볼 수 있다.
손의 위치를 Y축의 위 아래 중간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
을 때 손이 베개 위쪽으로 향하는 자세는 ‘E’와 ‘F’, 손
을 침대 아래쪽으로 뻗은 자세는 ‘B’와 ‘D’,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은 ‘A’와 ‘C’자세이다. 그리고 무릎의 X
축 위치로는 ‘A’ 자세(Foetus)를 취했을 경우, 그 방향
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팔을 굽힌 자세는 ‘A’,
‘E’, ‘F’자세로 보았으며, 팔을 뻗은 자세는 ‘B’, ‘C’, ‘D’
자세라고 판단하였다.
·

·

2.2 키넥트 카메라

키넥트는 최근 NUI(Natural User Interface)실현
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RGB-Depth 카메라이
다. 키넥트는 깊이 맵(Depth Map)을 획득하기 위한
적외선 프로젝터와 센서, 한 개의 RGB 센서를 내장하
고 있다. 키넥트의 물체 인식 범위는 1.2~3.5m이며
거리가 0.8~2.5m 사이일 때 인식 성공률이 가장 높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수면자세를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침대로부터 약 1.8m 떨어진 거리에 키넥트
센서를 설치하였다. 수면 자세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키
넥트 디바이스로부터 OpenNI를 활용하여 사람의 골격
(Skeleton)을 생성한 후, 각 관절의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6가지의 수면 자세 인식을 시도하였다.

<그림 3>

수면 자세 유형 별 Skeleton 추출
키넥트 센서를 통해 6가지 수면 자세를 실시간으로 취
했을 때의 Skeleton 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4>와 같이 키넥트를 PC에 연결하면 기기에 내장된 RG
B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칼라 및 깊이 영상, 적외선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a) Color Image (b) Depth Image (c) Infrared
Image

그림 4>의 (b)는 키넥트의 적외선 센서를 거쳐 3차
원 깊이를 가진 좌표 데이터를 픽셀단위로 표현한 깊이
영상이다.
<

2.3 수면 자세 인식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를 이용하여 수면 자세를 인식하
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개발 환경은 Visual Studio
2010, .net framework로 작동시켰으며 C# 언어를 사
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1차적으로 키넥트가 인식하
는 20개의 Joint 중 왼손(HAND_LEFT)과 오른손
(HAND_RIGHT), 왼쪽무릎(KNEE_LEFT), 오른쪽
무릎(KNEE_RIGHT)의 주요 4가지 관절의 3차원 좌
표 중 x 좌표와 y 좌표 정보로만 자세를 판단하였다.
각 좌표에 대한 조건문은 아래 그림 5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5> 4개의

<그림 2>

키넥트가 인식하는 20개의 관절(Joint) 정보
키넥트 OpenNI 프레임워크에 의해 정의된 관절은 <그
림 2>와 같다. 키넥트는 사람의 관절을 20개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하며, 각각의 관절에는 TrackingID가 할당
되어 있어 인식된 사용자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할 수 있
다.

주요 관절 좌표의 자세 판단
손의 방향은 X축의 Th_3(SHOULDER_CENTER)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정하였고, 무릎의
방향은 Th_4(SPINE)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방향
으로 나누었다. 손의
위치는 Y축의
Th_1(SHOULDER_CENTER)보다 더 큰 값을 가졌
을 때는 ‘hand-UP’ 상태, Th_2(SPINE)보다 작은 값
을 가졌을 때는 ‘hand-DOWN’ 상태, 그리고 Th_1과
Th_2의 사이에 오는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hand-MID’ 상태라고 설정하였다.
2차적으로는 팔 다리의 모양 결정을 위해 벡터의 내적
을 이용하여 어깨-팔꿈치-손목 좌표들이 이루는 각도,
엉덩이-무릎-발목 좌표들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였다. 팔
의 사이각 계산은 벡터의 내적 공식(1)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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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위의 식의 v1 벡터는 팔꿈치관절의 좌표(x1,y1,z1)와
손목의 좌표(x2,y2,z2)의 방향벡터이며, v2 벡터는 팔
꿈치관절의 좌표(x2,y2,z2)와 어깨의 좌표(x3,y3,z3)
의 방향벡터이다. 최종 사이각은 식(2)를 통해 산출 할
수 있으며, 산출된 라디안 값은 degree 값으로 변환(θ
▪180/π)하여 사용하였다.
식 (2)
왼쪽과 오른쪽 다리의 사이각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양쪽 팔과 다리의 각도 정보는 임계
치를 기준으로 굽힘과 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팔의 사이 각도가 160도 이상이면 팔을 폄(Stretch),
130도 이하이면 팔을 굽힌(Bend)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리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굽힘과 폄을 구분하였
다. 다음 <표 1>에 6가지 자세를 구분하는 변수들의 최
종적인 조건을 정리하였으며, ‘A’, ‘B’, ‘C’ 자세는 모두
오른쪽으로 향한 자세라고 가정하였다.
<표 1>

Right-Hand

A

수면 자세 인식을 위한 10개 변수의 조건
B

C

D

E

인체 골격 구조
<그림 6>에서 인체의 골격 구조를 살펴보면, 척추는 인
체의 기둥이자 중심축으로서 신체를 지지하고 있다. 정
상적인 척추의 모양은 전체 직선이 아니라 목에서 앞으
로 볼록, 등에서 뒤쪽으로 볼록하며 다시 허리에서 앞쪽
으로 볼록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인체
구조를 헤아려 보았을 때, 엎드린 자세의 경우 엉덩이의
위치는 척추보다 높게 위치해 있을 것이다. 또한 무릎은
다리 전면에서 볼록하고, 후면에서 오목하다. 따라서 엎
드린 자세에서 무릎의 위치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무릎 위치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똑바로 누운 ‘F’가 엎드린 자세 ‘E’보다 HIP의 Depth값
이 크고, KNEE의 Depth값이 작게 도출 되었고, 따
라서 두 값의 비교를 통해 자세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a) ‘B’자세와 ‘D’자세의 깊이 영상 정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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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 ‘E’자세와 ‘F’자세의 깊이 영상 정보
<그림 7> 각 자세에 대한 깊이 영상 정보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수면 자세를 60초에 한번 씩 판
수면 중 자세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시간을 저
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의 최종 결과는 아
래 <그림 8>에 도시하였다.
단하며,

위의 조건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6가지 자세를 구분
한 결과 ‘B’와 ‘D’, ‘E’와 ‘F’의 자세 구별에 있어 혼동이
있었다. ‘B’와 ‘D’자세의 혼동은 ‘B’자세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양손과 무릎의 방향이 정확하게 오른쪽인지 왼
쪽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B’와 ‘D’자
세의 구별을 위해 <그림 7>의 (a)와 같이 3차원 좌표
중 깊이 정보를 나타내는 z값의 비교를 통해 자세를 구
분하였다. ‘E’와 ‘F’자세 혼동의 원인은 촬영된 영상에서
어느 관절인지는 인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왼쪽과 오른
쪽 관절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자세를 취한 깊이 영상을 <그림 7>의 (b)에서와 같
이 비교해 보았을 때, HIP과 KNEE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그림 8> 피험자

1의 프로그램 실험 결과 창

3. 결

론

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주요 관절의 위치 정보, 방
향, 각도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수면
동안 본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면 자세 인식과 수면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수면 자세는 우리의 건강에도 밀
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평소 수면 자세가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과정은 수면습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수면자
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올바르지 못한 수면자세
가 지속되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수면 자
세를 교정하여 적극적으로 수면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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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은 사용자가 이불을 덮었을 경우에는
자세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키넥트의 특성상,
인체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절 좌표가 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읽어오는 좌표를 얼마나 잘 안정화
시켜서 사용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섬유센
서 기반의 수면 매트를 이용하여 이불을 덮어도 사용자
의 체압 분포 및 수면 자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수면 자세 유형을 세분화 하여 불량한 수면
자세가 생체신호 및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키넥트 기반의 수면 자세 인식 시
스템은 기존의 접촉식 방식과 비교하여 장비 부착에 대
한 불편함을 없애고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자세
판단이 가능함으로써 종합 수면 분석 시스템의 기초 연
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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