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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기반의 동물농장 게임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게임은 다양한 동물과 울음소리를 이용하여 유아의 지능 

및 신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 교육용 게임이다. 다양한 동물 이미지는 랜덤하게 화면에 출력되고, 플레이어는 화면에 출

력된 동물 이미지를 순서대로 터치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도록 구현한다. 또한 화면에 출력된 동물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당 동

물의 울음소리를 출력하도록 구현한다. 플레이어의 동작은 키넥트를 이용하여 인지한 플레이어의 스켈리톤 정보를 전송 받아 이

용한다. 

키워드: 키넥트(Kinect), 스켈리톤(Skeleton), 동물농장(Animals Farm)

I. 서 론

기존에 게임 부가장치로 출시된 Kinect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작권 때문에 이 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Microsoft에서는 기기를 보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Kinect for Windows를 출시하였다[1]. 기존의 

Kinect for Xbox는 동작 인지를 위해 센서로 부터 최소한 1.5m 
이상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Kinect for Windows는 최소 40cm만

큼만 떨어져 있어도 동작 인지가 가능한 근접 모드를 제공한다[2].  
근접 모드를 기반으로 얼굴 인식 관련 SDK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앉은 자세를 인지하기만 해도 Kinect를 통한 인지 및 제어가 가능하

다. Kinect for Windows에 추가된 Kinect Studio는 Kinect를 단순

한 게임 도구가 아닌 하나의 개발 도구로 만든 것이다[3].
본 논문에서는 Kinect를 활용하여 조인트와 스캘리톤 정보를 활

용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을 이용한 동물농장 게임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Kinect 구조

Kinect는 그림 1과 같이 3개의 카메라(IR Emitter, Color 
Sensor, IR Depth Sensor), 4개의 마이크,  tilt 모터로 구성된다[4]. 

그림 1. Kinect 구조

Fig. 1. Kinec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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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물농장 게임 설계 및 구현

1. 동물농장 게임 설계

Kinect는 각 관절의 골격 정보인 스캘리톤 정보를 그림 2와 같이 

제공한다. 

그림 2. 스켈리톤 

Fig. 2. Skeleton

그림 2에서 Kinect는 서있는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각각 20개와 

10개의 스켈리톤 정보를 제공한다.

2. 동물농장 게임 구현

동물농장 게임은 화면에 강아지, 젖소, 오리, 고양이 등의 이미지

가 랜덤하게 나타난다. 동물 이미지는 화면에서 반짝이며 플레이어

는 반짝이는 동물이미지를 손으로 터치는 하여 점수를 획득한다. 
이때 키넥트는 플레이어의 동작을 인지하여 그림 3과 같이 스켈리톤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플레이어의 스켈리톤 정보

Fig. 3. Skeleton information of Player

그림 3의 플레이어의 스켈리톤 정보를 이용하여 동물 이미지 터

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 이미지가 터치되면 해당 동물의 

울음소리를 출력하도록 구현한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게임 레벨은 

상승하고 난이도 또한 상승한다. 동물 이미지 터치 오류가 발생하면 

플레이어의 에너지 소진되면서 게임이 종료된다.  동물농장 게임 

실행화면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동물농장 게임 실행 화면

Fig. 4. Execution window in Animal Farm game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기반의 교육용 게임으로 동물농장을 설계

하고 구현하였다. 이게임은 다양한 동물과 울음소리를 이용하여 유

아의 지능 및 신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 교육용 게임이다. 
다양한 동물 이미지를 랜덤하게 화면에 출력하고, 플레이어는 화면

에 출력된 동물 이미지를 순서대로 터치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화면에 출력된 동물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당 동물의 

울음소리를 출력하도록 구현하였다. 플레이어의 동작은 키넥트를 

이용하여 인지한 플레이어의 스켈리톤 정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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