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55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 기반의 노인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

은 체조하기 모드와 두뇌 게임 모드로 구성한다. 체조하기 모드는 모션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스트레칭을 비

롯한 다양한 체조 동작을 반복적으로 따라 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두뇌 

게임 모드는 사용자의 기억력을 증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Unity의 핸드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여 두뇌 게임을 하는 동시에 자연스레 팔과 어깨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임 화면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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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구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국내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치매 환자 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1].

Fig. 1. 치매 환자 수 추이

그림 1을 살펴보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60세 이상의 경우 

139.4만명, 65세 이상의 경우 1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 환자 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IT 기술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건강과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게임 컨트롤 도구인 키넥트

(Kinect) 센서를 컴퓨터와 연동하여 교육, 의료, 건강,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키넥트(Kinect) 센서는 3개의 카메라와 마이크

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동작과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의 음성과 동작 인식을 기반으로 노년층

의 건강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치매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의 음성과 동작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치매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체조하기 모드와 두뇌 게임 모드로 구성한다. 

체조하기 모드는 모션 인식 기능과 유니티(Unity)에서 제공되는 

오픈 소스로 구현한 3D 아바타를 활용하여 숨쉬기 운동, 목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체조 동작을 반복적으로 따라 

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키넥트 센서로 사용자의 손을 추적하는 기능을 통하여 컴퓨터의 

마우스 포인터를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56

두뇌 게임 모드는 사용자의 기억력을 증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두뇌 게임은 각 주제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억력 상실을 줄 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III. 치매 예방 애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치매 예방 애플리케이션은 그림 2와 같다. 

(a) 인트로 화면 (b) 게임 선택 화면

(c) 난이도 선택 화면 (d) 운동 시작 화면

Fig. 2. Dementia Prevention Application

그림 2의 (a)인트로 화면에서는 Unity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UI를 

구성하였다. 이 메뉴는 Unity의 scene이라는 기능에 배열 기능을 

사용하여 play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 Scene 번호를 1 증가시켜 

다음 Scene으로 넘어가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2의 (b)게임 선택화면과 

그림 2의 (C) 난이도 선택화면은 각각 게임과 난이도를 선택하도록 

메뉴를 구성하였다. 그림 2의 (d) 운동 시작화면은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왼쪽은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였고, 오른쪽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3D 모델의 영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Unity의 Asset store에 있는 오픈 소스

(Kinect with MS-SDK)를 사용하였고, 3D 모델에 Import한 오픈소

스 패키지에 안에 있는 Avata Contoller를 해당 3D모델에 연결시켜 

구현하였다. 그리고 맵에 큐브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동작을 따라하는 

스켈레톤을 생성하여 해당 스켈레톤과 3D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였

다. 또한 Kinect Manager라는 스크립트를 Main Camera에 연동하여 

키넥트 센서를 통해 제어하는 모델을 관리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의 음성과 동작 인식을 기반으로 노년층

의 건강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키넥트 센서와 Unity 연동을 통해 손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고, 3D 모델 애니메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체조하기 모드는 난이도에 따라 

설계된 운동 영상과 자신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배치함으로

써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고 올바른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두뇌 게임 모드는 두뇌 회전을 통한 노년층의 

기억력과 언어력, 계산력을 향상시키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Unity의 

핸드트래킹 기술을 이용하여 두뇌 게임을 하는 동시에 자연스레 

팔과 어깨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게임화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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