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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CUI, GUI 외 NUI[1]를 이용한 컴퓨  환경이 각 받고 NUI를 이용한 소 트웨어와 디바이스

가 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발맞춰 이 에 연구한 ‘키넥트를 이용한 동작과 음성을 인식하

기 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구 ’ 내용의 실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을 습득하

고 개량을 목 으로 했다면 본 연구는 UX[2]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쉬운 사용에 해 연구

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에 따른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별다른 설명 없

는 픽토그램처럼 구나 알아보고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토 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UX에 해 연구를 하고 기존의 동작과 음성을 인식

하는 인터페이스를 UX 에서 바라보고 자연스러운 컴

퓨 환경을 구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추가 인 기

능을 구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2. NUI 디바이스

오늘날 가장 각 받고 출시가 된 NUI 디바이스는 마이

크로소 트社의 키넥트, 구 社의 구  래스, 립모션社

의 립모션 이 게 3가지 제품이다. 키넥트는 신체를 인식

하고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구  래스는 음성

인식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입는 컴퓨터이다.  립모션은 

손과 손가락 동작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 다.

<그림 1> 구  래스 <그림 2> 립모션

본 연구에서는 손 동작이외 단축모션을 사용하므로 신

체를 인식할 수 있는 키넥트를 <표 1>과 같이 응용한다.

본 연구는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 력 기술개발사업

(No.201301270001)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3. 시스템 구

<그림 3> 시스템 구조도

3.1 모션인식 원리 

키넥트로 물체를 인식하고 사람의 을 인식한다. 각 

마다 x, y, z의 좌표 값이 지정되고 의 x, y, z의 

좌표 값을 얻어올 수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오른손

, 왼손 의 좌표와 화면상 커서의 치를 매핑을 한다

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마우스를 체하여 사람의 신체

로 컴퓨터 제어가 가능해진다.

<그림 4> 세부 기능 개요도 -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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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축모션 

각 마다 좌표 값들을 비교하여 의 상 인 값

들을 얻어온다. 그리고 그 상 인 값들을 조건으로 넣으

면 특정 모션에 특정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오른손 이 

어깨 보다 에 있다고 가정하면 지  사용자는 오른

손을 로 들고 있다고 인식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른

쪽 팔꿈치 이 어깨보다 라고 할 때는 팔을 번쩍 들

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의 상 인 

좌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세 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한 동작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

할 수 있다.

<그림 5> 세부 기능 개요도 - 단축모션

3.3 음성인식 

음성인식은 마이크로 입력받은 음성소스를 분석하여 미

리 설정해 놓은 음성소스와 매칭이 된다면 알아듣고 수행

하는 원리로 진행된다. 그 기 때문에 음성인식과 련되

어 인식률 향상을 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

직까지의 음성인식은 처럼 입력받은 음성소스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로 ‘인식한다.’, 

‘인식 못한다.’로 나 어진다.

<그림 6> 세부 기능 개요도 - 음성인식

어 인식과 한국어 인식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키넥트는 한국어 음성을 정식 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한국어 인식은 마이크로소 트에서 제공한 

Speech Platform 한국어를 이용해 키넥트와 별개로 작동

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키넥트 기능 응용부분

 추

손 을 추 하여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

의 좌우 움직임을 계산하여 swipe 모션으
로 응용

의 상 인 좌표 값을 계산하여 단축모
션을 구

음성캡처
음성을 입력받아 다양한 소 트웨어(음성소스
분석  후처리 등)와 연동 가능하게 구

깊이 정보
모션을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용하여 다
양한 모션으로 사용가능하게 구 (단축모션 
포함)

<표 1> 키넥트를 이용한 응용부분

3.4 오늘날 사용자 경험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하여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스크톱

환경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지고 버튼을 르는 것보

다 아이콘을 터치하는게 편해졌다. 무엇보다도 테스크바 

환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다. 이 게 환면

을 쓸어 넘기고 축소하고 확 하는 일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기에 그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테스크바에서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쓸어 넘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환할 

수 있게 <그림 7>과 같이 워크슬라이드를 고안했다. 한 

여러 화면을 쓸어 넘겨 기존의 작업과 새로운 작업간 간

섭 없이 제공하여 모바일이나 도우즈 이외 운 체제처

럼 체화면 응용 로그램을 수행할 때도 불편함 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그림 8>과 같이 멀티 도우를 고안했다.

<그림 7> 안드로이드의 

‘실행 인 앱 상태 확인’

  <그림 8> 애 社의 OS X 

‘멀티 데스크탑’

3.5 워크슬라이드

워크슬라이드는 실행 인 로그램의 리스트를 보여주

는 도우이다. 이 기능은 모션과 음성인식으로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작업 역에 있는 도우 리스트를 보기 한 

명령어가 비되어있어, 다른 작업 역에 있는 로그램을 

찾기 해 작업 역을 넘길 필요 없이 바로 해당 창을 

재 작업 역으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 다.

<그림 9> 세부 기능 개요도 - 워크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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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워크슬라이드 - 재 실행 인 응용 로그램

을 제스처로 선택하고 종료 시킬 수 있다.

3.6 멀티 도우

멀티 도우는 도우에 작업 역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다. 실수로 몸을 움직여 작업 역이 바 는 것을 방지하기 

해 모션으로 작업 역을 환하는 신, 음성인식으로 

작업 역을 바꿀 수 있게 하 다. 한, 재 사용 인 

체 인 도우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 모션  음성인

식을 통해 이 기능을 조작 할 수 있어서 작업업 역의 

환에 불편함이 없게 구 하 다.

<그림 11> 세부 기능 개요도 - 멀티 도우

<그림 12> 멀티 도우 축소 - 재 도우가 몇 번째이

고 실행 인 응용 로그램을 확인

4. 구 화면

기본 으로 로그램의 상태를 표시해주어 동작을 확인

할 수 있게 제공한다. 기능별 설정은 간단하게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 다.

<그림 13> 상태표시 화면 

–음성·단축모션·마우스모드 

 <그림 14> 음성단축 설정 

– 일, 로그램 실행

<그림 15> 단축모션 설정 

– 특정 기능 실행

 <그림 16> 도우별 배경

화면 설정

6. 결론과 향후 발 방향

키보드와 마우스는 차지하는 공간도 있으며 평평한 곳

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 있다. 그리고 형 스크린처

럼 근거리에서 체 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불편할 것

이다. 그러나 비교  원거리에서 모션과 음성으로 조작을 

한다면 많은 부분 기존의 인터페이스보다 개선되어 사용

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마이크로소 트 CEO 스티  발머가 NUI를 차

세  신의 하나로 지목했다. 발머는 지난 2010년 10월 

15일 워싱턴 학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의 화에서 “한

때는 마우스로 PC를 조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지 은 그 지 않다”라고 했으며, 직  말을 하거나 키넥

트와 같이 동작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3] 이처럼 키보드나 마우

스가 사용되어지기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충분히 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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