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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Kinect 기반의 모니터 제어 기법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기법은 Kinect의 Joint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의 구조

를 인식하고 손과 머리의 Joint를 받아온다. Kinect의 카메라는 손 동작을 추적하여 Joint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Joint 값을 모

니터의 좌표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손 동작에 따라 마우스를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F5, 
Esc, Right, Left 키에 대하여 Joint의 좌표 값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구현함으로써 파워포

인트의 슬라이드 화면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키워드: Kinect, Joint, Coordinate, Scope of screen.

I. 서 론

Kinect는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어 모션 캡처로 플레이어의 동

작을 인식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 모듈로 음성을 인식 할 수 

있다. Kinect는 XBOX 360 모델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

원이 필요하다.[1] 2010년 11월 4일 미국에서 가족층 공략을 위

해 17개의 게임을 키넥트와 동시에 출시하였다.[2][3] 국내에는 

2010년 11월 19일 출시되었다.

II. Kinect Research Framework

AltN 연구에 의해 개발 된 키넥트 연구 프레임 워크, 키넥트 프

로그래밍 시작 사용자를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 워크 및 툴 세트를 

제공하는 simple open ni 프로젝트 빌드 시에 이 시스템을 서버 

기반으로 한다. 중앙 서버와 대부분 TCP/IP 또는 UDP 데이터를 

수용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는 형식으로 패키지

를 모든 공동 데이터를 수집 클라이언트 모델. 이 방법의 목적은 

가능한 한 직접 포맷 골격/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4]

그림 1. Kinect Research 프레임워크

Fig. 1. Kinect Research Framework

키넥트 서버는 처리에 내장 및 Windows / OSX / 리눅스에서 

작동한다. 서버는 현재의 데이터를  Processing/Flash/Maya/
Rhino/Arduino/Max/Msp/Unity/VVVV/Pure Data에서 주고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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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니터 제어 기법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Kinect의 Joint 기능을 이용하여 마우스와 파워

포인트의 슬라이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 제어 기법을 구

현한 것이다.

1. 모니터 제어 기법 설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메소드 실행 과정

Fig. 2. Method Life Cycle

2. 모니터 제어 기법 구현

본 논문에서는  Kinect Framework를 사용하여 모니터 제어 기

능을 개발한다. 이때 상속받은 코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해당 

메소드에 구현한다. 구현된 메소드는 그림 2의 실행과정에 따라 

수행된다[4]. 
구현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Kinect의 Joint 기능이 

사용자의 손가락을 인식하여 오른손은 마우스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고, 왼쪽 손은 마우스의 클릭 기능을 담당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inect 기반의 Program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게임은 Kinect Framework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속받은 코

드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고, Joint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함

으로써 쉽게 개발할 수 잇었다. 또한 C#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

였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 및 생산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a) 마우스 제어: 

(b) 파워포인트 제어: 슬라이드 제어

그림 3. 구현 결과

Fig. 3. Implement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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