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프로젝트 요약문 

-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터가 투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숨바꼭질 게임이 진행된다. 사용

자는 뉘어진 스크린 위에 다양한 입체모형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

자는 입체 모형들 사이에 혹은 뒤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야 하며, 물체를 찾으면 즉각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물체가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왔으나 일정 시간 이내로 물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체는 다시 입체 모형들 사이로 숨게 되고 사용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사용자는 다시 물체를 찾아야 한다 

- 본 프로젝트는 유사 홀로그램을 이용한 게임을 통하여 사용자가 3차원공간을 실제처

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스크린과 사용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시점 변화를 인식하여 구성된 3차원 공간을 현실의 물체처럼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

상현실로 구성된 유사 홀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마일스톤 수행 내용 

1. 게임 시나리오 

1) 게임 초기 설정 - 사용자는 Kinect 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며,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테이블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화면을 보게 된다. 

2) 타이틀 화면, 캐릭터&맵 선택 화면, 게임 화면 총 세 개의 씬 을 가지며 사용자는 각

각의 씬 에서 슬라이드 모션과 핸즈업 모션을 통해 스크린과 인터렉션 한다. 

 

3) 타이틀 화면에서는 자신의 몸이 잘 인식되었는지 확인하며 간단한 모션을 통해 캐릭

터 &맵 선택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4) 게임 화면 씬 에서 사용자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키넥트를 통해 얻어온 키네마

틱 모델 중 손을 중점적으로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사용자의 손과 스크린 상의 

벌레가 충돌하였을 경우 잡은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스테이지로 갈 것 인지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는 창을 출력한다. 또한 단계가 증가 할수록 벌레의 수

가 늘어나며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5) 게임의 방식은 3 가지로 구성된다 

A. 캐릭터가 오브젝트 사이로 숨고 사용자가 이를 찾는 방식 



B. 게임 맵 위로 알이 여러 개 생성되며 캐릭터로부터 이 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캐릭터가 알 주변에 오기 전에 먼저 캐릭터를 잡아야 한다. 

C. 게임 맵 중앙에 케이크가 존재하며 캐릭터로부터 이 케이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캐릭터가 케이크 주변에 오기 전에 캐릭터를 잡아야 한다. 

2. Kinect 동작 인식 

1) Swipe: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키넥트에서 주어진 깊이 맵 을 이

용하여 현재 손의 깊이 값과 키넥트에서 인식한 테이블의 깊이 값

이 일치할 경우 만졌다고 인식하고 이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값

이 변했는지를 이용하여 모션 인식. 

2) Press: 캐릭터를 잡거나 맵 을 선택할 때, 메뉴 창 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 혹은 메인화면으로 이동 하는 등의 화면을 터치하는 상황에 사

용되는 모션 

3) Hand Up: 게임 도중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메뉴 창을 호

출하는 모션 

3. Kinect Hologram 기술 

-Depth Map 

키넥트가 물체의 깊이 정보를 받아오는 원리는 키넥트에서 적외선을 방사한 후, 반사

되어 돌아오는 적외선 들의 분포를 해석해서 물체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원리이다. 

① 이 평면 위에 손을 올린 모습이다.  

② 검은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적외선도 반사되어 키넥트의 센서로 돌

아가지 못하고 흡수된다. 이때 깊이 정보를 받지 못해서 이 공간만 뻥 뚫린 것처럼 보

인다. 

③ 손으로 스크린을 누르면 스크린과 깊이 정보가 비슷해지면서 주변 배경과 비슷해진다. 

깊이 정보가 점점 낮아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스크린을 눌렀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④ 우리는 이점에 착안해서 뻥 뚫린 듯 보이는 공간에 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

다. 장갑을 끼기 전에는 손의 위치 오차율이 7cm 내외였는데 장갑을 낄 경우 오차는 

1cm내외로 작아진다. 

 

4. 다음 마일스톤 일정 

게임 중 Pause menu와 Stage이동등 Visual Design이나 Layout의 User Interface측면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 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3가지 형태로 되어있는 게

임 시나리오를 사용자가 충분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 수정 하여 완성도 있는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Kinect의 Calibration을 보다 강화 하여 홀로그램 기술을 극대화 함

으로써 사용자에게 홀로그램 체험 측면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