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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Kinect-Hologram을 이용한
HIDE-AND-SEEK 게임 개발

새로운 Experience 제공



Spandex Screen
상이 투영되고, 스판 재질로
사용자가 누를 시 깊이가
변하는 지점을 인식할 수 있다.Projector

유사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게임을 하게 될 프레임

키넥트 연동, 유니티 구동
사용자 헤드에 따른
디스플레이 변경

사용자의 인체 모델 분석
스크린의 깊이 정보 분석
헤드 트레킹

Kinect





키넥트로 적외선 반사키넥트로 적외선 반사
반사된 적외선의

시간, 패턴 분석

반사된 적외선의

시간, 패턴 분석

사용자 분리

스크린 박스 분리

사용자 분리

스크린 박스 분리

깊이 인식



키넥트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

키넥트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

가상의 물체가

Beam을 이용하여

스크린에 투영됨

가상의 물체가

Beam을 이용하여

스크린에 투영됨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

라 헤드를 트레킹 하며

보이는 View를 변화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

라 헤드를 트레킹 하며

보이는 View를 변화

유사 홀로그램

실제 디스플레이 되는 영상 사용자에게 보이는 영상



추출

변환

키넥트로부터 받아오는 영상

영상에서 테이블을 추출

사다리꼴을 네모로
변환하여 뎁스맵 생성

모션

뎁스맵에 손이 근접하면서
뎁스값이 비슷해지면
모션 인식 으로 간주

모션 인식



캐릭터와 맵 변경 캐릭터와 맵 선택 및
게임 중 화면과 상호작용

모션 인식

캐릭터와 맵 선택 및
게임 중 화면과 상호작용

Slide Press Hologram



사용자의 머리의 위치가 위와 같을 경우 사용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캐릭터 AI 로직



달걀이 반대쪽에 있어도 시야에 보이지
않으면 돌아다니며 찾아 헤맨다.

달걀을 빼앗겨서 화가난 병아리

캐릭터 AI 로직





타이틀 화면

캐릭터 &
맵 선택

게임 플레이

게임 시나리오



책상맵 & 거미

주어진 시간 내에 거미를 모두 잡아라!

실행화면

게임 시나리오



병아리와의 알 수집 대결에서 승리하라!

정원맵 & 병아리 실행화면

게임 시나리오



쥐가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보호하라!

케이크맵 & 쥐 실행화면

게임 시나리오





DepthMap
인체 모델 검출
헤드 트래킹

게임에 사용할 맵 구성
게임에서 사용할 오브젝트 구성

전체적인 장면 구성
게임 알고리즘 개발

사용자 머리 위치 기반 시점 변경

SDK 2.0



사용자 중심

디스플레이

• 게임과 홀로그램을 접목시킨 새로운 경험 제공
• 다양한 규칙과 다양한 게임 환경 제공

컨텐츠

• 기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보완
• 대중화 되어있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홀로그램을 체험 가능

• 몰입감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 Kinect의 Head Tracking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점에 따른 화면 전환

• Kinect의 Hand Tracking을 이용한 모션인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