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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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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래시 구연동화에서 더 나아가 동작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유아 대상의 체감형 구연동화 콘텐츠를 개발하였

다. Kinect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아 자신이 직접 컨트롤러가 되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Wii처럼 컨트롤러를 사

용하는 콘텐츠보다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동적으로 구연동화를 듣는 대신에 유아가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즐거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을 통하여 운동효과도 얻을 수 있다.

I.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릴 만큼 컴퓨터가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컴퓨터는 성별, 나이에 관

계없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컴퓨터의 장점 때문에 유아의 교육 분야에도 다방면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가 언제든지, 어디서든 읽을 수 있지

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플래시 구연동화에서 더 

나아가 유아가 능동적으로 구연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감형 콘텐츠를 고안해보았다. 유아가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특정 동작을 취해 동화가 진행되게 함으로

써 유아의 교육, 재미 뿐 아니라 운동능력 향상과 집중력

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Ⅱ. 동작인식을 이용한 체감형 구연동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감형 구연동화’ 시스템은 동화

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요구하는 동작을 유아가 행함으로

써 동화를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성도는 <그림 1>과 같다. 처음에 Kinect 카메라로 인식된 

유아의 관절 값을 받아와서 현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동작인지 판별한 후에 체감형 동화의 진행여부를 결정한

다.

▶▶ 그림 2. 동작 인식 흐름도

  <그림2>는 Kinect 카메라에서 획득한 관절값을 이용하

여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시스템에서는 동

작 인식을 정적인 동작과 동적인 동작으로 구분하여 처리

한다. <표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체감형 동화의 내용과 

사용된 동작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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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리스틱 함수을 이용한 정적 동작 인식

  정적 동작은 관절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반영하

는 평가함수를 이용하여 인식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로 

민감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적 동작은 일정 시간동안 지

속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제시하는 동작 

중 한 손들기의 경우 손의 높이가 머리의 높이보다 위에 

있고 다른 손의 높이가 어깨 아래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한손 들기’ 동작으로 인식하였다.

표 1.  동화내용 및 동작인터페이스

동화 내용 동작 인터페이스

(체감형 동화 시작)
두 다리를 벌리고 

두 팔을 들기
정적

“색칠하듯이 손을 좌우로 움직여 보

세요.”

한 팔로 좌우로 움

직이기
동적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사과를 따보

세요.”
한 손 들기 정적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고 싶은 친구

는 그 자리에서 점프해 주세요.”

두 발을 들어 점프

하기
동적

“수영해서 건너갈 친구는 수영하는 

흉내를 내보세요.”

두 팔을 앞뒤로 움

직여 수영하기
동적

“고양이 옆에서 큰북을 연주해보세

요. 한손으로 쿵,쿵 두드려 볼까

요?”

한 팔을 옆으로 움

직여 큰북치기
동적

“얼마나 큰 빵을 만들었을까요? 양

팔을 이용해 큰 빵을 표현해보세

요.”

두 팔을 머리위로 

올려 동그라미 그

리기

정적

“나비처럼 훨훨 날아볼까요? 양팔

을 벌려 훨훨 날아보세요.”

두 팔을 양 옆으로 

벌려 날개 짓하기
동적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선반위의 

모자를 꺼내서 오리에게 주세요.”
두 팔을 들기 정적

 

2. SVM을 이용한 동적 동작 인식

  동적 동작인식을 위해서는 우선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관절값 중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야 한

다(Spotting). 본 논문에서는 큰 움직임 또는 큰 굴곡을 

가진 프레임을 기준으로 동작을 분할하였다. 분할된 동작, 

즉 프레임 집합의 시간 정규화를 위하여 프레임 수 정규화

를 수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수를 10으로 정규화

하였다. 정규화 된 프레임으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한 후 

SVM 학습알고리즘을 통해 동적 동작을 인식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표 1>에 제시된 5개의 동적 동작을 인식하기 위

해 다줄 클래스 SVM을 이용하였다.

3. 동작 인식을 이용한 구연 동화

  구연 동화 시스템은 동작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진행

된다. 각 장면마다 동화 내용이 읽혀지고 요구되는 동작을 

올바르게 인식하였을 때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잘못

된 동작을 실행하거나 오인식이 되면 시스템은 다시 동작

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표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동

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는 실제 공간에서 사용자

가 직접 구연 동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3(b)>는 체감형 구연 동화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a) (b)

▶▶ 그림 3. 구현 결과

Ⅲ. 결론

  유아 대상의 체감형 구연동화는 유아 자신이 직접 컨트

롤러가 되어서 동화가 진행된다. 여러 동작을 수행함으로

써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신이 알맞은 동작을 수행하

게 되면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 동작을 하고 장면이 넘어가

게 되어, 유아에게 성취감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들이 선

호하는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유아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다른 내용의 동화와 결합

하여 다양한 버전의 동화로 개발 가능한 기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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