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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기

기존, 현재, 모니터에 출력된 증강 현실을

책과 마네킹 모형으로 학습을 한다. 사용해 현실감 있게 학습을 한다.



프로젝트 내용

- 신체장기 공부

- 잼잼 게임

- 그림 그리기



주요 기술 – Kinect BodySensor



1. 신체장기 공부
증강현실로 자신의 상체 위에 움직이는 장기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며 공부하는 기능이다.

-체험적 요소
모니터에 떠 있는 장기를 직접 꺼내어 손 위에 올려놓고 확인할 수 있다.

-학습적 요소
장기를 꺼내어 TV에 넣으면 해당 장기의 동영상과 이미지가 나온다.

-건강교육적 요소
건강한 장기 뿐만 아니라 병든 장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의 상체에 장기 이미지 출력

1. 장기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

= 아이의 양쪽 어깨의 점과 양쪽 골반의 점을 사용해서
임이의 사다리골 영역을 검출

2.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시작점
X = 왼쪽 어깨의 X좌표 + ((어깨의 넓이 – 이미지) / 2)
Y = 왼쪽 어깨의 Y좌표



장기를 꺼내보기

1. 아이가 오른손을 앞으로 편다
= 상체의 Z좌표의 평균 - 오른손 좌표 > 일정 거리

2. 자신의 심장, 폐, 대장 위치에 손을 얹는다.
= (상체의 Z좌표의 평균 - 오른손의 편균 < 일정거리) &&

(오른손의 X, Y좌표가 해당 장기에 위치 했는지?)  

심장

폐

대장



각각의 장기 내용 설명

1. 꺼낸 장기를 TV or 책 속으로 넣는다.
= 손의 X, Y좌표를 사용해서 장기가 손을 따라서 TV or 책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Z축을 사용해서 손의 위에 올려있는 듯한 표현을 했다.

addition. 선택한 장기를 취소하고 다른 장기를 선택하기
= 손의 X, Y, Z좌표를 사용해서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서 위, 아래로 손을 흔들어
일정 속도가 넘으면 장기 이미지를 제거했다.



2. 잼잼 게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균을 손으로 움켜쥐어 잡는 게임

-체험적 요소
스마트폰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세균 모양을 직접 손으로 움켜잡는
역동적인 게임이다.

-건강적 요소
아이의 혈액 순환과 소근육 발달, 뇌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타겟 이미지 생성 – 제거
화면 상단부에 새로 생성하고, 현재 좌표에서 랜덤 폭만큼 변화된 x , y좌표 값 구한다.

x 좌표값 화면 옆쪽 테두리를 벗어나는가?

-> 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x좌표 설정

y 좌표값 화면 하단부의 범위를 넘는가?

-> 타겟 이미지 화면에서 제거



타겟 이미지 인식
사람이 타겟 이미지를 쥐었을 때 타겟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 했는 가

JointType멤버인 HandTipRight의 x , y좌표 값과

width, height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든다.

-> 직사각형 안에 타겟 이미지의 정 가운데 좌표 값이 포함되면 잡았다고
인식



3. 그림 그리기
신체장기 공부를 하면서 찍은 사진에 그림, 글씨를 쓰는 기능이다.

- 추억적 요소

신체장기 공부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아이가 연필을 쥐고 그림그리기

손의 상태정보를 사용해서 연필을 쥐고 잇는 상태에서는 글씨가 써진다. 

만약 다른 곳에 글씨를 쓰고 싶다면, 엄지와 검지는 연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면 글씨가 써지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1. 우리 몸의 구조를 증강현실을 이용한 체험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2. 잼잼 게임으로 함으로 인해 아이의 혈액 순환과 소근육 발달, 

뇌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3. 자신의 신체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써 아이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