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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몸동작을 취하는 체감형 게임이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NUI(Natural User Interface)를 사용하는 

MYO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사용자들에게 강한 몰입감과 조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MYO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MYO(MYO), 모션기반게임 (Motion-based game), 몰입감(immersion) 

I. 서 론

체감형 게임은 제임을 조작하는데 있어, 직접 몸동작을 취해야 

하는 게임을 말한다.[1] 이러한 게임에는 사람의 동작이나 음성 등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NUI(Natural User Interface)를 사용한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작인식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작 인식 기능이 있는 기기로는 Google Glass, 
Kinect, Leap motion, MYO 등이 있다. 기기 대부분은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MYO는 실제 피부의 근육신호를 

읽어내어 작동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능숙한 조작연습

만 있으면 전자 기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또한 손의 다양한 동작과 위치를 인식할 수 있어 닌텐도 wli나 xBox처

럼 재미있는 체감형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체감형 게임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특별히 MYO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개발자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1. MYO 착용 모습 

Fig. 1. wearing shape of MYO

II. 체감형 게임의 특징과 장점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반면에 체감형 

게임에서는 동작인식을 하는 기기로 조작을 한다. 구글의 glass나 

Kinect, 닌텐도의 Wii 등 많은 사용자 체감형 게임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SDK들이 공개되고 있다. 최근에 THALMIC LABS
에서 개발된 MYO가 주목을 받고 있다. MYO는 인체의 골격이나 

형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근육의 신호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해서 제스처 인식과 움직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4]

그림 2. MYO를 이용한 게임들 

Fig. 2. Using the MYO game

 

동작인식을 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와 체감

형 게임에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체감형 게임의 특징 때문에 

플레이어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제 게임 속에서 행동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둘째는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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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게임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더욱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5] 셋째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기반 PC 게임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게임의 

다양성이 떨어짐에 따라 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동작인식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체감형 게임에 사용자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닌텐도 Wii, Kinect 와 연계된 Xbox 등 체감형 게임의 

시장 출시 및 성공에 따라 시장이 확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6][7]

III. MYO를 이용한 게임개발의 문제점

체감형 인터페이스 도구들만으로는 완벽한 게임을 바로 개발할 

수 없다. MYO의 경우에도 캐릭터의 이동이나 시야전환을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이동 

조작은 Virtualizer를 사용하고, 시야전환의 조작은 Oculus Rift를 

사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YO를 

이용한 게임 개발 제작사례가 많이 없어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발지원 사이트들이 

점차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YO가 팔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향후 발목, 종아리, 
머리 등 인체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다면 인체인식세트로서 

더 훌륭한 제스처 인식을 적용한 게임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MMORPG와 같은 많은 조작, 특히 결합된 조작이 필요한 

게임에 MYO의 적용은 요원해 보인다. 

그림 3. iTunes에 적용된 MYO 제스처 종류 

Fig. 3. Using iTunes Connector with MYO

IV. 결 론

여러 종류의 NUI(Natural 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체감형 

게임을 개발하면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체감형 인터페이스 도구들과 달리 근육 

신호와 자이로 센서들을 결합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MYO가 

이용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서

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체감형 게임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MYO를 게임에 접목하는 많은 게임들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

어 전망이 밝아 보이므로 MYO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플레이에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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