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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학의 발달로 인해 세계 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자를 한 작품으로 카메라와 FPGA Board, Touch Panel을 유기 으로 
결합하여 음악감상과 운동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을 포함한 하드웨어기반 시스템을 소개한다. 간
단히 공을 화면에 맞추는 게임과 손 모양 인식에 따라 음악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의 설계와 알고리
즘을 기술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간단한 UI를 제공하여 실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건강증진, 치매 방  심
신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평균 77% 이상 동작인식성공률을 가진다. 

1. 서론

2012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

은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30

년 24.3%, 2050년 37.4$ 수 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특

히, 85세 이상 고령 인구 비 은 2012년 0.9%에서 2030

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1]. 

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

할 필요성이 있다. 노년기에 건강 리를 해 산책, 체조 

등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이 합한데 실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게임  음악 감상을 하면서 동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고령

자용 여가생활과 운동증진 게임과 련된 논문은 많이 발

표되고 있다[2-4]. 유테이블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통게

임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친숙하면서 손가락으로 게임을 

조정이 용이한 시스템이 발표되었다[2].  다른 노인을 

한 체감형 게이트볼 게임은 실제 게이트볼 스틱과 볼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여 실제 타격감을 주는 3D 그래픽 게

임이 발표되었다. 이 시스템은 노인을 해 화면, 볼의 크

기, 의 피로감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3].  

다른 고령자를 한 뇌 건강 증진 음악 게임으로 노인들

이 탬버린, 나무 스틱, 모션 밴드를 이용해 음악을 연주

하는 방식이 있다. 고령자들의 사회 , 신체 , 감성 , 인

지  능력의 증진 효과를 주며 하여 쉬운 조작  친숙한 

음악 연주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4]. 하지만 이

들 시스템은 소 트웨어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

문에 가격이 비싸고 다소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

y)[5]를 이용해 하드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 렴하

고 속도가 빠르며 하나의 칩으로 로그래 하여 간결한 

UI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인식기반 증강 실 게임  

MP3 이어의 SOC(System-On Chip) 설계를 소개한다.

2. 본론

<그림 1> 체 인 하드웨어 구성  블록도

   

체 인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손의 제스처를 인식하여 LFSR(Linear Feedback 

Shift Resister)을 이용한 증강 실 게임 모드  상인식

을 통한 MP3 이어 모드로 변경 된다.

이 로젝트의 체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표 된

다. 제스처를 인식하기 해서 손에 빨간색 장갑을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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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카메라 상으로 빨간색상의 움직임을 단하여 제스

처를 인식한다.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MP3 

이어 모드로 변경이 되고, 손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증강

실 게임 모드로 변경이 된다. 각각의 모드에서 특정구간

을 지정하여 그 구간에 red값이 인식되면 제스처 인식 모

드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림 2> 체 알고리즘

제스쳐 인식은 우선 손의 심 픽셀을 찾고 화면에 정

해진 시간이상 머물러 있게 되면 제스처가 시작이 된다. 

손이 좌우가 아닌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구분해주기 

해서 심 픽셀의 세로 값이 정해진 구간에 있는지 확인

한다. 심픽셀의 가로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제스

처는 오른쪽으로 단이 되고  감소하면 제스처는 왼

쪽으로 단이 된다. 증강 실 게임은 게임이 시작되면 지

정한 속도(3가지)  노래 빠르기에 의해 속도가 변화하는 

게임, 총 4가지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된다. 게임이 시작 되

면 16개로 분할된 화면에 빨간색 칸이 LFSR에 의해 무작

로 이동하게 되고 카메라 상을 받아 빨간색 공을 이

용하여 색상 인식을 하여 사용자가 따라가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된다. LFSR이란 하드웨어 으로 FPGA를 이용해 

난수를 표 하는 방법으로 D-Filpflop을 이용하여 Clock에 

동기화 한 후 임의의 비트값을 추출하여 XOR시켜 

Feedback하여 난수를 생성한다. MP3 이어는 손에 빨

간색 장갑을 끼고 모양을 만들었을 때 손의 최 값과 최

소값 지 을 찾아 사각형을 형성하게 된다. 사각형의 가로

와 세로의 길이를 비교하여 아래쪽에 빨간색이 더 많을 

경우 볼륨 증가가 되고, 쪽에 빨간색이 더 많이 분포되

어 있을 경우 볼륨 감소가 된다. 왼쪽의 분포가 큰 경우 

다음 곡이 재생이 되고 오른쪽 분포가 큰 경우 이 곡이 

재생된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지로 인식이 된다. 

3. 결과

   작품에서 증강 실 게임 구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빨간 분할 화면이 움직일 때 마다 손에 든 공을 움직여 

타켓을 맞추게 된다. 

<그림 3> 증강 실 게임 화면

작품에서 손모양 인식은 볼륨 증가, 볼륨 감소, 다음 

곡 재생, 이  곡 재생, 정지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은 동

작인식의 성공률에 하여 보여주고 있다. 평균 77%이상 

상인식 성공률을 가진다.

<표 1> 상 인식 성공률 측정 결과

4. 결론

   본 논문은 상인식기반 증강 실 게임  Music 

Player의 SOC 설계를 소개했다. 간단히 공을 화면에 맞추

는 게임과 손 모양 인식에 따라 음악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의 설계와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본 시스템은 노인들

에게 편리하고 간단한 UI를 제공하여 실내에서 여가 시간

을 보낼 때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건강증진, 치매 방  심신을 안정

시킬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평균 77% 이상 동작인식성공

률을 가진다. 이 시스템은 개발시간이 짧고, 오류를 장

에서 재수정할 수 있고, 기 개발비가 렴한 로그램인 

FPGA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고령자에게 편리

하고 렴하며 간단한 UI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1] 통계청,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통계청 2012.

[2] 황태두, 노 태, 이 , 박성 , 신혜원, 김지인. “유테이
블을 활용한 노인용 게임”, 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지 
2007, 13(4), p. 13-19.

[3] 김정아, 강경규, 리 희, 명세화, 김동호, “노인을 한 
체감형 게이트볼 게임 개발에 한연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007, 7(4), p. 13-21.

[4] 김연아, 김동환, 환, “고령자를 한 뇌 건강 증진 
음악게임”, 한산업공학회추계학술 회 논문집 2010, 
p. 644-650.

[5] Charles H. Roth, “VHDL을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설
계”, 사이텍미디어, 2000, p.363-375.

- 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