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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기존에 사용하던 Planetarium은 천체의 운행을 보여주는 기계이다. 이러한 Planetarium의 경

우 현존하는 제품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한정적이다. 또한 천체에 대

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기 어려워 어린 학생들이 이를 이용해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모호한 인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모션 인터페이스로 대체한다. 또

한, Planetarium에 과학적 정보를 담아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모션 인터페이스의 인식 및 제어는 Xbox의 Kinect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존재하는 3차

원 공간의 정보를 얻어 사용자의 손 동작이나 움직임을 인지한다. 이러한 특정 움직임을 분석

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각 기능에 입력시킴으로써 기존 인터페이스를 대체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는 간소화된 우주를 조종한다. 또한 사용자는 중요한 과학적 정

보를 직접 체험해 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따분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향상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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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Kinect 연결 

 

 

 

 

 

 

 

 

 

 

Kinect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 초기에 설정하는 과정은 먼저 User가 Action을 주면 

가장 먼저 Kinect의 연결 상태와 Xml File에서 OpenN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한

다. 

openNI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에는 센서 Licenses의 Key값, Production Node설정 등이 있

고 이러한 설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ErrorCheck까지 하면 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 setting이 끝난다. 

 

 

2.1.2  Kinect를 이용한 예제 실습 

Kinect를 사용하여 Prime Sense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제를 실습하여 키넥트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가 보았다..  

 

(1) Players 

 

 

 

 

 

 

 

 

 

 

 

Xml File 에

서 openNI 

사용할 정보 

요청 

 
ErrorCheck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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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예제에서는 플레이어의 수를 번호를 부여해 주고 skeleton, 즉 사람 구조를 인식하여 

나타내 주는 예제이다. 

 

(2) Point Viewer 

 

 

Point Viewer 예제에서는 플레이어의 손을 인식하고 그 손이 움직일 때 그 손의 움직임을 따라 

궤적을 남겨주는 예제이다. 

 

(3) Track Pad 

 

 

Track Pad 예제에서는 손을 인식하고 움직임에 따라 사각형 툴을 움직여 Push 동작을 통해 사

각형을 선택하는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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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rcle Control 

 

 

Circle Control 예제에서는 손을 인식한 후에 원 모양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보

여주는 예제이다. 

 

 

2.1.3  OpenNI Document 

(1) Control Paradigms 

 

 
 

손바닥을 처음 인식시키기 위해선 SessionManager에 등록을 해야 한다. 

SessionManager는 시스템적으로 손의 포인트를 tracking하고 손바닥만의 고유의 ID를 가지고 

User가 요구하는 모션들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한다. 

미리 등록된 hand gesture들을 가리켜 focus gesture라 하는데 Focus gesture detection 

mode가 되었을 때 User가 wave, Click 등 시스템이 손바닥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손바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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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tract Layered View 

 

 

 

openNI 는 실제 Device 와 middleware component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Framework이다. 

가장 밑단에서 하드웨어(ex 키넥트)적으로 visual, audio 정보를 받고 두 번째 층에선 센서와 

middleware(제스처, 오디오,캠) component 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통해 3D 

Data 데이터를 얻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이나 브라우저 등의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을 

만들 수 있다.  

 

예) 3D Data 

depth map, sensor 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픽셀 등을 말하는데 middleware raw output 을 

higher-level output으로 변화 시키고 이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이터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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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ssion State 

 

 

 

 

처음 손바닥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Not in Session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는 Hand Tracking

은 OFF모드이고 손바닥을 인식하기 위한 Focus Detection 은 ON모드로 User가 wave, click 동작

을 기다리게 된다. 

In Session 모드에서는 Tracking이 가능하고 이미 Detection된 상태이기 때문에 Focus Detection 

모드는 OFF가 된다.  

손 바닥이 인식된 상태에서 잃어 버리면 Quick Refocus모드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손바닥을 

Refocus하면 In Session모드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Not In Session 모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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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llBack 함수등록 

 

 

 

Session Manager등록 후에 손바닥을 Tracking 할 수 있게 되면 Broadcaster에 Push, Swipe(동서

남북), Circle등의 함수들을 미리 등록시켜 놓고 User가 해당 모션을 수행하면 CallBack함수가 불린

다.. 

 

 

2.1.4  손 인식 

 

 

2.1.3 동작 

 

 

 

 

Kinect에서 두 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Nite.ini 파일의 AllowMultiple_Hands, 

TrackAdditionalHands 값을 2로 설정하여 두 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기 설정을 한다. 

Nite.ini 파일설정 Kinect가 User의 손을 인식하기 위한 손동작 (즉 손바닥을 흔들거나 살짝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 Kinect가 손바닥을 인식한다.)을 등록한다. 

손 인식 후에는 특정 손동작에 대한 CallBack 함수를 등록하거나 직접 구현하여 프로그램에 필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Nite.ini 파일에서

AllowMultiple_Hands , 

TrackAdditionalHands 

설정 

 

처음 동작할 때 인식될 

손 동작 등록  

(Wave , Click)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이벤트 처리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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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손 동작 

<One Hand> 

 

 

 

 

 

 

 

 

 

 

Kinect가 User의 한 손을 인식하고 손을 움직이면 OpenNI의 XnFloat3D라는 Data Type에 User

가 움직인 손바닥 좌표를 얻어 온다. 

한 손 동작에는 네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동서남북 모션과 손바닥을 앞으로 미는 전방, 손바

닥을 뒤로 젖히는 후방으로 나뉘는데 동, 서, 남, 북은 User 손바닥의 3D좌표를 받아 이전 좌표와 

현재의 좌표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 량이 있는 방향을 계산하여 네 방향을 인식 한다. 

전 후방 인식은 XnVPushDetector를 이용한 CallBack함수를 등록하여 전,후방 동작을 할 경우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Two Hands> 

 

 

 

 

 

 

 

 

 

 

 

 

Kinect가 User의 두 손을 인식하고 두 손바닥을 움직이면 OpenNI의 XnFloat3D라는 Data Type

에 User가 움직인 손바닥 좌표를 얻어 온다. 

두 손 동작에는 두 손을 멀어지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확대 두 손바닥이 가까워지도록 모

One Hand 

움직임 

동서남북 

전후방 

3D좌표를 받아  

Call Back함수 

및 기존의 Call 

Back함수 등록 

한손 인식 

Two 

Hands 

움직임 

확대,  

축소 

X , Y , Z 

축 회전 

두손 인식 

3D표를 받아  

Call Back함수 

및 기존의 Call 

Back함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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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는 동작을 하면 축소가 된다. 

또한 두 손바닥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손 바닥을 고정 시키고 나머지 한 손바닥을 가로방향 세

로방향 대각선방향으로 흔들면 X Y Z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확대, 축소는 얻어온 손바닥 좌표를 이용하여 손바닥의 거리가 멀어지면 확대, 가까워지면 축소

가 되게끔 계산하여 구현하였고. 축의 회전은 손바닥의 이전좌표와 현재좌표를 비교하여 X좌표의 

변화 량이 크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Y좌표 변화 량이 크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킨다. 

Z축 회전은 손바닥의 움직임을 시간 간격으로 분석하여 대각선으로 움직임을 감지하여 Z축이 고

정되어 있다 가정하고 회전시킨다. 

 

 

2.1.6  Planetarium Project 관련된 과학적 자료 조사 

 

Planetarium Projec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조사 하였습니다. 주로 지구과학 분

야로 은하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행성들간의 크기와 

위치와 자전 및 공전궤도와 위성들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인 내용을 조사 하였습니다. 

교육적 내용의 큰 주제는 먼저 지구상에서 볼 때 태양이 달의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인 일식현상

과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하여 지구의 그림자에 월면이 가리는 현상인 월식현상을 주요 

테마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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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Open Source 프로그램> 

 

- Celestia 

Celestia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써 3차원 공간 안에서 원하는 천체에 이동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으며 운동을 볼 수도 있는 3D 천체관측 프로그램이다. 

 

- Stellarium 

Stellarium은 수많은 별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고, 별의 검색, 시뮬레이션이나 궤도계산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게임처럼 간단한 3차원 인터페이스와 지상에서 보는 듯한 풍경, 별의 깜빡임, 은하수까지 표

현하는 사실적인 묘사, 별자리에 대한 그림과 설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을 위한 교육용/취미용으로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Stellarium>                                      <Celestia> 

 
 
 

위의 두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보고 open되어있는 소스를 분석한 결과 위의 두 프로그램은 

그대로 적용 시키기에는 교육모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open소스가 너무 복잡하여 기존의 소스

에 추가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로 결정하였다. 

 

  

http://www.stellarium.org/
http://www.shatters.net/cele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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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손 정보 처리 

 

 

 

 openNI로부터 영상을 통해 인식한 손의 정보를 받는다. 손의 움직임을 찾은 직후 실행되는 이벤

트 CallBack 함수에서 손의 정보를 컨테이너 변수에 기록한다. 이후 openNI로부터 영상을 통해 

인식한 손의 움직임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인지하면 실행되는 이벤트 CallBack 함

수에서 손의 정보를 분석한다. 더 이상 영상으로부터 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openNI가 손의 실

종 시 호출되는 CallBack 함수를 호출한다. 그럼 그 함수 안에서 컨테이너 안의 손 정보를 삭제하

고 openNI는 다시 손의 움직임을 찾기 위해 영상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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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두 손 인식 

 

 

openNI의 최대 손 인식 개수의 상한을 2 이상으로 완화 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러

면 한 손에 대한 정보를 처리 한 다음 openNI가 현재 인식된 손 이외에 다른 손이 등장할 때, 

이를 발견하고 CallBack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를 프로그램에 알릴 것이다. 이 때 새로 찾은 정

보에 대한 id, position, 발견 시각 등을 함께 parameter로 전달한다. 이를 손의 정보를 기록하는 

컨테이너 변수에 남기고 움직임을 인지할 때 이에 대한 CallBack 함수에서 컨테이너 안의 현재 

양 손 의 데이터 값을 이용해 모션을 분석하고 상태를 갱신하게 된다. 만일 두 손 중 한 손이

라도 카메라 영상에서 실종되면 openNI에서는 손 실종 시의 CallBack 함수가 호출되고 실종된 

손의 정보가 parameter로 전달되어 필요한 처리를 유도한다.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에서는 사라

진 손을 컨테이너에서 제거하고 다시 한 손을 위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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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직선 동작 

 

 

움직임을 추적하는 CallBack함수 안에서 

과거 손 위치 정보와 현재 손 위치 정보를 

컨테이너와 CallBack함수 parameter로부터 

얻어 모션을 분석한다. 이 중 직선 동작은 

두 손 중 한 손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촬영 

화면 기준으로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방향에 대한 이동 움직임을 의

미한다. 모션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손이 

이동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손이 

움직인 속도, 손이 이동한 방향을 이용한

다. 손이 x, y 평면에 대해 주로 움직인 경

우에 한하여 손의 움직임이 ‘y=-x’ 직선에 

가깝게 움직이며 손의 ‘현재 x 좌표 – 과

거 x 좌표’(이하 dx) 값이 음수면 북서, 그

렇지 않으면 남동이라 판단하고 손이 ‘y=x’ 

직선에 가깝게 움직이며 손의 dx값이 음수

이면 남서, 그렇지 않으면 북동이라 판단

하게 하였다. 

또한 손의 움직임이 ‘y=-x’도 ‘y=x’도 따르

지 않는 경우, dx와 dy 중 절대값이 더 큰 

것을 찾아 dx의 절대값이 더 크고 dx값이 

음수이면 서쪽, 양수이면 동쪽이라 판단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Planetarium 

팀 명 Chief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2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3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고 dy의 절대값이 더 크고 dy값이 음수이면 북쪽, 양수이면 남쪽이라 판단한다. 이 때 dy 값이 

양수일 때 남쪽인 이유는 openNI의 자체설정환경에 기인한다. 

 

 

2.2.4  Selection 동작 

 

 

Selection 동작은 Primesense 사의 nite가 제공하는 detector를 이용해 판별한다. 카메라로부터 z

좌표값을 얻어 selection/unselection을 판별하던 기존 자체 개발된 detector의 경우 nite사의 

selection/unselection detector와 비슷한 성능을 내었으나 두 detector 모두 낮은 unseletion 인식

률로 인해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nite 사에서 제공하는 push 

detector라는 selection finder는 unselection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selection에서만큼은 높은 인

식률을 자랑하기에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unselection 모션을 수행할 때 

속도를 주게 되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selection motion이 뒤따라 수행된다. 이렇게 되면 

unselection과 selection이 사실상 같은 동작이 되는 셈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selection이 이미 

적용된 상태에서 다시 selection 동작이 수행되면 이는 unselection으로 인지하고 selection을 해제

하게 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push detector를 생성해 session manager에 등록시키고 필요한 callback 함

수를 추가해 구현하고 이를 push detector에 등록하였다. CallBack함수 안에서는 selection 동작이 

2n(n은 자연수)번 실행될 때 unselection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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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ircle 동작 

 

 

Circle 동작 역시 Nite 사의 detector를 이용해 모션을 처리한다. 시간이 다른 두 점만을 가지고 

현재 모션이 원의 움직임인지 판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용자가 원의 움직임을 정확

하게 취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이를 대략적으로 잘 처리한다 하여도 다른 동작과의 중복 문제로 

인해 수행한 모션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ite 사의 

circle detector를 이용한다.  

구현 방법은 selection 동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Circle detector를 생성해 session manager에 등

록시키고 필요한 callback 함수를 추가해 구현한 다음 circle detector에 구현한 함수들을 등록시킨

다. CallBack 함수 안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처리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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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확대, 축소 동작 

 

 

확대/축소 동작은 두 손이 인식되었을 때 두 손 사이의 거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로 판단한다. 

이 때 직선 동작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양 손의 현재 모션 상태를 분석해 두 손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모션을 취하고 있을 때만 확대/축소 동작의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두 손 사이

의 거리가 과거의 두 손 사이의 거리보다 길면 확대, 짧으면 축소로 판단하여 각기 다른 처리를 

진행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확대 동작일 시 전진이동, 축소 동작일 시 후진 이동으로 처리

하고 있다. 

 

 

2.2.7  실시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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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ct에 비춰지는 화면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Display 한 쪽에 실시간 이미지를 그려준

다. Kinect의 Depth Camera를 통해 Depth 값을 받아온다. 이 값을 통해 PointDrawer에서 손의 위

치에는 Point를 주어 손을 추적하게 하고, Depth를 가진 곳을 그려주어 실시간 이미지를 완성한

다. 

 

2.2.8  행성 그리기 

 

 

행성의 크기 및 위치, 텍스쳐 번호 등의 정보를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준다. 

DrawMap에서 Viewport 및 카메라 위치를 setting하여 행성을 그릴 준비를 하고 Proto에서 행성

을 그린다. 먼저, 행성을 그리기 위해 3차원의 구를 그리고 이 구에 미리 로딩한 texture를 입힌다. 

그리고 행성 각자의 위치로 이동시켜 화면에 뿌려주면 태양계 행성이 그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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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사용자 앞, 뒤 움직이기  

 

 

사용자가 두 손을 양 쪽으로 벌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동작이 확대, 축소이다. Kinect를 통해 두 

손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의 움직임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동작이 확대 혹은 축소이면 Motion

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앞, 뒤로 움직인다. 

 

 

2.2.10  사용자 시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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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한 손을 이용하여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손을 이동하는 동작을 취할 때, Kinect가 

손의 위치정보를 Motion에 넘긴다. 이 때 Motion에서 손 동작을 파악하여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동작이라면 카메라의 시선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게 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손을 왼쪽으로 다시 빠르게 움직여도 시선이 

고정되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왼쪽으로 오게 되어있다. 하지

만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카메라 시선을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 어느 정도 왼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안하여 구현하였다. 왼쪽, 위,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2.2.11  행성 선택 

 

 

Push동작을 통해 가장 가까운 행성을 Select 하도록 구현하였다. Push동작을 하면 main에서 

Push Detector를 이용하여 이를 감지한다. 이 때 Proto에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을 찾아내는 

함수를 호출하여 가장 가까운 행성을 알아낸다. 

만약 가장 가까운 행성이 없다면 아무 변화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행성이 있으면 선택된 

모드로 바뀌고 선택한 행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가장 가까운 행성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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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으로 직선 a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행성들과 직선 

a간의 거리 b를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얻어내어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온 행성인지 

확인한다.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행성이라면 카메라와 행성의 거리를 얻어내어 가장 카메라에서 

가까운 행성인지 비교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성은 행성 a이다. 

 

 

2.2.12  주요 객체 및 메소드 

 

이름 Camera 

타입 Class 

개요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앵글 

구도,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1) 내부 참여자: 카메라 위치, right direction, up direction, 

move_forward(float delta, move_backward, move_left(float delta), 

move_right(float delta), rotate_left(float delta), rotate_right(float delta), 

rotate_up(float delta), rotate_down(float delta), move_init(), direction(); 

주요 흐름 

- move_ 메소드 : 카메라의 위치를 앞, 뒤, 양 옆으로 delta 만큼 이동할 

수 있다. 

- rotate_ 메소드 : 카메라의 앵글을 right, left, up, down으로 돌린다. 

 

이름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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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Class 

개요 
행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행성의 위치, texture 정보, id, 위성 

여부, 크기 및 회전 정보를 가진다. 

참여자 
(1) 내부 참여자: 태양으로부터 위치, 크기, 텍스쳐 번호, 회전 변수, 위성 

개수 

 

이름 Hands 

타입 Class 

개요 손의 정보를 갖는다. 손을 통한 동작을 인식할 때 주로 쓰인다. 

참여자 
(1) 내부 참여자 : 손의 id, 손의 동작 번호, 손의 이전 위치, 손의 현재 

위치 

이름 setupRC 

타입 Method 

개요 
태양계의 행성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 시키고, 카메라 위치를 초기화 

시킨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Object 객체, myObj(Object 들을 모아놓은 결정체), 

Camera 객체 

 

이름 renderSphere 

타입 Method 

개요 행성을 그리기 위한 밑바탕인 3차원의 구를 그린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구의 반지름, 골밀도, math 헤더 

 

이름 simpleView 

타입 Method 

개요 사용자에게 보여줄 우주를 그린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camera, flow_Control(현재 행성 선택 여부), 행성 object, 

태양계 texture, renderSphere, openGL Library함수 

주요 흐름 1. 현재 행성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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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든 행성 객체를 그려서 보여준다. 

3. 선택했다면, 선택한 행성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준다. 

 

이름 selectObject 

타입 Method 

개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을 찾는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camera, 행성 객체 myObj, flowControl  

주요 흐름 

1. camera 변수를 이용하여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과 카메라 위치에 대한 

직선 방정식을 구한다. 

2. 1번에서 구해진 직선과 모든 행성들의 거리를 비교하여 최단 거리의 

행성을 찾는다. 

3. 2번에서 찾은 행성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4. 행성을 찾았으면 그 행성의 id를 반환하고 끝난다. 

 

이름 executeOneHand 

타입 Method 

개요 한 손에 대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낸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모든 손의 정보 myHands 객체, Hands id, 손의 개수 

(2) 내부 참여자 : 손의 이동 속도, 손의 이동 거리 delta 

주요 흐름 

1. id를 가진 손의 위치를 가져와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정도를 

알아낸다. 

2. 일정 시간 동안 손이 움직인 속도(a)를 계산한다. 

3. a가 일정 속도 이상일 때 동작으로 인식하고, 일정 속도 미만이면 

가만히 있는 동작으로 취급한다. 

4. 손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계산하여 그 

방향을 손 객체에 저장한다. 

 

이름 ViewDirection 

타입 Method 

개요 

각 손의 동작을 분석하여 두 손에 대한 일괄 동작을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한 손이 오른쪽, 다른 손이 왼 쪽으로 이동하면 축소 혹은 

확대의 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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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모든 손의 정보 myHands 객체, 손의 개수 

(2) 내부 참여자 : 이전 두 손의 실행 모드, executeMode 

주요 흐름 

1. 손이 두 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1번이 참이면, 각 손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한다. 

3. 두 손의 움직임에 맞는 일을 executeMode 메소드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이름 executeMode 

타입 Method 

개요 두 손의 동작에 따른 알맞은 일을 취한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모든 행성의 정보 myObj 객체, 실행하는 모드 

cur_mode, camera, flowControl 

주요 흐름 1. parameter 로 넘어온 실행 모드 cur_mode에 따라 일을 수행한다. 

 

이름 OnPointUpdate 

타입 Method 

개요 손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갱신한다. 

참여자 
(1) 외부 참여자 : XnVHandPointContext* cxt, m_History, myHands, 

m_DepthGenerator, executeOneHands  

주요 흐름 
1. 손의 이전 위치를 저장하고 새로운 위치를 갱신한다. 

2. 현재 손에 대한 동작을 executeOneHands 메소드를 통해 알아낸다. 

 

이름 Push 

타입 Class 

개요 
XnVPushDetector class object를 선언, 정의하여 리스너에 CallBack 함수를 

등록하여 push 모션을 인식한다. 

참여자 (1) 내부 참여자 : XN_CALLBACK_TYPE OnPush() 

주요 흐름 
CallBack함수인 XN_CALLBACK_TYPE OnPush() 을 정의하여 Push 모션이 

발생하였을 때 Push 모션을 인식하여 함수가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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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Circle 

타입 Class 

개요 
XnVCircleDetector class object를 선언 정의 후에 object에 

CallBack함수를 등록하여 Circle을 선언 , 동작 , 소멸 시킨다. 

참여자 

(1) 내부 참여자 : XN_CALLBACK_TYPE Circle_PrimaryCreate() 

- Circle을 가장 초기에 인식하여 circle 을 생성 

 

XN_CALLBACK_() 

-Circle가 사라지게 될 경우 불리는 함수 

 

XN_CALLBACK_TYPE Circle_PrimaryDestroy() 

- Circle이 소멸 할 경우 불리는 함수 

 

XN_CALLBACK_TYPE CircleCB() 

-Circle모션이 인식 될 경우 불리는 함수 

주요 흐름 

XnVCircleDetector Object 에 CallBack함수를 등록시킨 후 함수의 정의 

부분을 Circle 동작시 수행할 내용을 정의 한다. 이렇게 등록시킨 

CallBack함수는 Circle 동작을 할 경우 불리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Planetarium 

팀 명 Chief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2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29 of 3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두 손인식  

  

 

 

 

 

 

 

두 손 인식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는 Object를 생성하면 하나의 손을 인식하는데 그렇

다면 하나의 Object를 더 생성하여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두 손이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

도한 결과 Object의 개수만큼 손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의 실행흐름에 하나의 손을 인식시키고 또 다른 실행흐름을 만들어 다

른 한속을 인식 시키도록 구현하였는데 두 개의 실행흐름이 동시에 구동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불안하여 마지막으로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안정되게 동작모션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였

다. 

 

 

3.1.2  동작 구현  

(1) 네 방향 (동서남북) 

 

 

 

 

 

 

  처음 한 손의 동작은 openNI에서 제공하는 Swipe Object를 생성하여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CallBack함수를 이용하였는데 한 손인식 때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3D좌

표를 직접 얻어 CallBack함수를 구현하여 두 손인식이 된 상태에서도 인식이 되도록 구

현하였다. 

 

 

 

 

 

Nite Object  

2개생성 

실행흐름을 

2개 생성 

(Thread) 

예제 Point Viewer 을 이용

하여 두 손이 인식된 상태

에서 다른 모션 구현 
수정 수정 

Nite에서 제공하는 

CallBack함수를 

등록해서 사용 

손바닥의 3D좌표를 

직접 얻어 함수 직접 

구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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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후방 

 

 

 

 

 

전, 후방 모션인식은 최초로 3D좌표를 받아 직접 CallBack함수를 구현하여 사용하였는데 

직접 Test결과 작은 움직임에도 동작이 인식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

존 openNI에서 제공하는 전, 후방 모션을 인식하는 CallBack함수를 이용하게 되었다. 

 

(3) Circle 
 

 

 

 

 

 

 

 

 

 

 

 

기존에 한 손 인식이 된 상태에서 Circle동작인식에서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3D좌표

를 받아 Circle을 인식하는 함수를 추가 하였다. 

 

 

3.1.3  동작구현 알고리즘 변화  

 

 

 

 

 

 

 

 

 

 

 

수정 

Nite에서 제공하는 

CallBack함수를 

등록해서 사용 

손의 3D좌표를 직접 

얻어 함수 구현 

한 손만 인식 시켜야  

Circle 동작 

기존의 Circle 

추가 두 손이 인식 된 상태에서

도 Circle 동작 

추가된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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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동작 알고리즘은 한 손바닥을 인식하면 기본적인 동서남북 방향의 모션이 되고 이 

상태에서 두 손을 인식한 다음 또 다른 모션을 인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 손인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션과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할 수 모션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User 가 사용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라 판단하여 기본적으로 User 가 두 

손을 인식한 상태에서 모든 모션의 사용을 가능하게끔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였다. 

 

 

분류 이전 방식 변화된 방식 

네 방향 

(동,서,남,북) 

한 손과 두 손이 분리된 상태 에서는 동 

서 남 북 모션을 할 경우 한 손만 인식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수정 된 UI에서는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네 방향 

모션을 사용할 수 있다.   

회전(Circle) 수정되기 전 UI 에서는 회전모션을 할 

경우 두 손이 아닌 한 손만 인식된 상태 

에서 가능하며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는 회전 모션을 수행 할 수 없다. 

수정 후 UI에서는 한 손 뿐만 아니라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도 회전 

모션 수행 할 수 있다. 

선택(Push) 수정되기 전 UI 에서는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 Push 모션이 불안정하여 한 

손만 인식시킨 상태에서만 실행하였다. 

수정 된 UI 에서는 두 손이 인식된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Push 모션 

인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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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마일스톤 

 

 

4.1.2  Planetarium Project 모션 관련 

- 현재 Planetarium 탐험 도중에 초기상태로 돌아가는 동작에 대한 구현이 없음. 유저에게 편의

를 주기 위한 default mode 인터페이스 추가. 

 

- 좌, 우의 움직임을 통해 행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행성이 포커스 되는지 경계

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수정 

(단순히 화면의 이동이 아닌, 행성간의 이동은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 구현) 

 

- 상, 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 

 

- 후에 추가할 요소인 과학적 부분에서 display 모드와 교육적 모드간의 변경 모션을 추가 

 

2 차 중간 보고 

 

 

Planetarium Project 의 UI 구현 및 기능 추가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Planetarium UI 디자인, 구현 코드 

3. 계획서 발표 준비물(ppt,pdf)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Planetarium Program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성 프로그램 

2012-05-04 2012-05-18 

테스트 Project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Debugging 진행 후 관련된 문제점/해결책 

2. Project 수정 버전 

2012-05-19 2012-05-29 

최종 보고서 Project 최종 보고 

산출물: 

1. Project 최종 보고서 

2. Project 최종 사용 설명서 

3. 계획서 발표 준비물(ppt,pdf) 

2012-05-30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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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모드의 Display를 구축한 뒤에 태양, 달, 지구 간의 여러 가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추가 

 

 

4.1.3  Planetarium Project Display 모션 관련 

- 각 모드마다 우주 및 행성에 관하여 Display Quality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Texture 생성.  

 

- 행성을 추가 구현 

 

- 교육적 모드를 만들어 태양, 달, 지구에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우주와 흡사한 환경을 조성 

 

- 행성의 자전 궤도를 도입하여 돌아가는 방향을 제어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미니맵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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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Capstone design room(4층)에 대한 이용 건의 

- 학습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음. 

( 노트북을 가져온 학생들에 한해 조용히 이용을 하는 곳인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 뿐만 아니라, 코딩 이외의 불필요한 작업을 하기도 함. ex: 게임 ) 

- 정확히 학년 구분을 하여 사용을 하도록 검사를 해야 함. 

( 3~4학년에게만 이용가능 하도록 방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2학년들도 

들어와서 코딩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의 간단한 숙제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어, 원래의 목적인 capstone design 수업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리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학생들이 존재하여 자리 선점의 의미가 희미함. ( 일부 특정 

테이블에는 자기 조들의 책이나, 여러 가지 물품을 이미 구비해 놓아, 다른 조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 오더라도,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5.2 졸업 프로젝트 관련 기기 대여의 편리성확보 

- 노트북 관련 :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전산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이

유 : 전산실의 자리 부족이나, 전산실의 폐쇄 등), capstone design 실에 들어가지도 못하

고, team project실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상황 발생. 기기 대여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도 정확히 공지를 하는 부분이 없으며, 컴퓨터공학부처럼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어야 capstone design 실의 입장이 허용되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컴퓨터공학부내에서 노트북 대여에 대해 학부생들에게 편리성을 확보해 줘야 함. 

- 각각의 조가 맡고 있는 준비물들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기기를 확보하고, 편리하게 대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ex : kinect, Beam Proje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