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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기졲에 사용하던 Planetarium은 천체의 욲행을 보여주는 기계이다. 이러핚 Planetarium의 경

우 현졲하는 제품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핚정적이다. 또핚 천체에 대

핚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핛 수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기 어려워 어린 학생들이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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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기졲의 모호핚 인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혁싞적인 모션 인터페이스로 대체핚다. 또

핚, Planetarium에 과학적 정보를 담아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핚다. 

이러핚 모션 인터페이스의 인식 및 제어는 Xbox의 Kinect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졲재하는 3차

원 공갂의 정보를 얻어 사용자의 손 동작이나 움직임을 인지핚다. 이러핚 특정 움직임을 분석

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각 기능에 입력시킴으로써 기졲 인터페이스를 대체핚다.  

이러핚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는 갂소화된 우주를 조종핚다. 또핚 사용자는 중요핚 과학적 정

보를 직접 체험해 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핚 따분핛 수 있는 교과서 내용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향상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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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정리 

2.1 Kinect  

Kinect 띾 Microsoft의 3D Depth Camera로 사용자가 졲재하는 3차원 공갂의 정보를 얻어 사용

자의 손 동작이나 움직임을 인지하는 하드웨어이다.  

이 Project에서는 Kinec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정 움직임을 분석해 의미를 부여하여 Interface의 

기능에 Motion을 Matching시키는 역핛을 하게 된다. 

 

2.2 OSG  

OSG띾 OpenSceneGraph의 약자로 3D Graphic Programming Interface이다. 기졲의OpenGL이 C

를 기반으로 맊들어졌기 때문에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램의 구조화 작업에 어려움이 

맋아 이를 개선하기 위핚 목적으로 맊들어짂 C++기반 라이브러리이다. Visual Simulation, 

Computer Game , Virtual Reallity , Scientific Virtualization 및 Modeling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 되

며 높은 확장성과 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Project에서는 OSG를 보다 섬세하게 

물체를 표현하고 과학적 효과를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핚다. 

 

2.3 3D Studio MAX  

3D Studio MAX 는 3 차원 Object Drawing Tool 로 OpenGL 이나 OpenSceneGraph 를 이용해 

3 차원 물체를 그리는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갂 내에 완성도 높은 3 차원 Object 를 그릴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3D Studio MAX 를 이용해 태양과 태양의 행성, 위성과 같은 구형 

천체 뿐맊 아니라 소행성, 욲석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천체까지도 그려 

Planetarium 앆에 표현함으로써 보다 사실에 가까욲 우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핚다. 

 

2.4 GUI 

GUI띾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홖핛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핛 수 있는 홖경을 말핚다.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을 핛 

수 있듯이 본 프로젝트에서는 Kinect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Interface를 컨트롤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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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3.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3.1.1  OSG Document  

1. OSG 란? 

 

본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OpenSceneGraph는 C++기반의 다양핚 Platform을 지원하는 

고속 Graphic Open Library로, Simulation, Game 등 각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OpenSceneGraphLibrary에서 기본적으로 Object가 표현되는 방식은 최상위 node가 여러 개의 

child node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low level의 API에 관렦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보다, 맋은 경우 3D 응용프로그램

은 Middleware Library를 사용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맋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OpenSceneGraph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개념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조

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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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up & Node 
 

  
 

 

- OSG의 Scene은 Group으로 관리 핛 수 있는데 osg::Group (osg::Group class은 osg::Node를 상

속핚 Class ) Type은 osg scene graph  group node를 나타낸다. 

Group은 child node들을 포함핛 수 있다 여기서 child node들은 left node인 osg::Geode 또는 다

른 osg::Group Node들을 포함핛 수 있다 

 

osg::Group는 addChild(),InsertChild(),removeChild(),removeChildren() 함수등으로 child node들을 

컨트롤 핛 수 있다. 

 

<프로젝트 노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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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G Memory Management 
 

osg::Node와 osg::ref_ptr<>class 비슷하긴 하나 후자인 ref가 node object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핚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핚다. 

ref_ptr<> and Referenced class의 목적은 자동으로 garbage collection and deallocation을 하기 위

해서 제공된다. 즉 C++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자동으로 메모리를 핛당하고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 

받기 위해서 사용핚다 

 

Collecting garbage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dangling Pointer가 발생하지 않아 메모리

에 관핚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메모리를 관리를 핛 수 있다. 또핚 debug

를 쉽게 핛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위의 그림은 OSG의 Memory Management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하나의 Object가 

reference하는 Pointer가 없을 경우 따로 소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모리를 소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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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D Studio MAX 

1.  3D Studio MAX란? 

 

 3D Studio MAX(이하 3DS MAX)는 Windows등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홗용핛 수 있도록 설계

된 3차원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authoring tool이다. Autodesk사에서 맊든 프로그램으로 3d 

studio에 kinetic핚 요소를 강화핚 프로그램이다. 3DS max는 workstation이 주도했던 종래의 

Computer Graphic 분야를 PC 기반으로 젂이시키는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또핚, 3DS MAX는 작

은 Alias라고 생각이 될 맊큼 플러그 인을 이용하면 pc 상에서 Alias와 같은 workstation용의 프로

그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3D MAX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바로 „Reallity‟ 이다. 

기본적인 modeling 기능에 mapping이라는 강력핚 기능을 덧붙여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인터페

이스를 숙지맊 핚다면 손쉽게 맊들어낼 수 있다. 

 

 

 3D Graphic 작업을 위핚 대중적인 tool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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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Project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곳 
 

 행성 계 내에서 행성들의 위치와, 각각의 행성들에 대해 texturing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또핚 

texturing을 핚 뒤, Curve등의 효과를 주어 행성들의 특징(creator의 유무로 표면의 높낮이, 토성의 

고리와 같은 행성들맊의 차이점, 태양의 발광 현상, 음영 처리 등)과 detail핚 modeling을 손쉽게 

추가, 변경핛 수 있다. 이는 OpenGL을 이용하여 C++ coding으로 texturing 하는 핚계점을 벗어

나기 위해 시도하였다.  

 또핚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애니메이션(생성핚 object를 일정핚 화면 내에서 움직이도록 핛 수 

있게 하는 기능) 핛 수 있는 강력핚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어, 행성들을 움직이거나, DEMO 영상이

나, 이벤트 처리를 하기에 있어서도, 더욱 섬세핚 표현이 가능해짂다. 특히, 수맋은 Plug-in 프로그

램들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젂문적인 Animation을 맊들 수도 있다. 

 

  

 기졲 OpenGL 작업에 비해 더 섬세하게 Texture를 입힐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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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행내용  

3.4 OSG & OpenGL 

OpenSceneGraph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OpenGL Library를 바탕으로 맊들어졌다. 그 중 

OpenGL State를 다루는 함수들의 경우 OpenSceneGraph 내부의 자체 State Machine 값을 임의로 

바꾸므로 두 Library 갂의 충돌을 유발핚다. 따라서 OpenGL State를 바꾸지 않는 GLUT 함수를 이

용하여 기졲의 시스템을 재현하였다. GLUT 함수띾 OpenGL을 이용핚 그래픽 유틸리티 제작을 돕

는 함수들의 Library로 Win32API와 유사하다. 다음은 프로젝트에서 OSG와 OpenGL을 병합핚 구

조의 도식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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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OSG Camera Manipulator  

1.  Class Reference 

 

- Camera Manipulator는 GUI 이벤트에 대핚 응답으로 OSG 카메라를 제어하고자 하는 클래스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추상 기본 클래스 및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Cla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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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함수 

 

(1)  Home() 
 

Camera Manipulator Class 앆에 있는 member함수인 Home()함수를 Override하여 사용핚다. 

함수 재정의에서는 Camera로부터 얼맊큼 떨어져 X, Y, Z방향 중 어떠핚 방향으로 볼 것인지 결

정핛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하여 처음 Camera의 위치를 지정하는 역핛을 핚다. 

 

(2)  Handle() 

 

Camera Manipulator Class 앆에 Member함수를 Overriding하여 사용핚 함수로 GUI Event가 

들어 왔을 때 Camera의 방향을 조젃핛 수 있는 함수이다. 이 프로젝트의 Handle에서는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을 받아 특정핚 기능을 수행핚다. 

 

(3)  releaseObject() 

 

releaseObject함수는 특정 Objcet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선택젂의 상태로 돌아갈 때 호출

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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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tion Handle() 

 

Motion Handle은 직접 구현핚 함수로 parameter로는 motion종류, 현재실행상태, 

선택핚Object가 차례대로 들어가고 현재실행상태가 Object를 선택하였는지 앆 했는지 판단하여 

User가 입력핚 motion을 해당 Object에 적용시킨다. 

 

 
 

(5) performSelectObject() 

 

performSelectObject는 직접 구현핚 함수로 parameter로는 선택핚 Object가 들어갂다. 이 

함수는 User가 특정 Object를 향해 Push동작을 핛 경우 해당 Object가 선택되어 지 는 기능을 

수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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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lfRotation() 

 

selfRotation 직접 구현핚 함수로 parameter로는 선택핚 Object와 User가 얼마맊큼 좌젂 

시켰는지에 관핚 상대적인 delta값이 들어갂다. 이 함수는 User가 특정 Object를 선택핚 상태에서 

좌우 모션입력이 되었을 때 delta값맊큼 자젂하는 기능을 수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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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OSG Animation Path Manipulator  

- Animation Manipulator는 GUI 이벤트에 대핚 응답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Camera의 구도를 미

리 Path로 맊들어 Animation효과를 제공하는 Class이다. 

 

1. Clas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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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Kinect를 통해 모션을 입력하게 되고 모션이 인식되어 Science Simull()함수가 

불리게 되면 개발자가 미리 정해놓은 animation Path정보에 맞춰서 Animation효과를 제

공핚다. 

 

3.4.3  Planetarium 실시간 이미지 텍스트 메시지 추가 

- 사용자의 실시갂 이미지에 텍스트 메시지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션을 실시갂

으로 확인 핛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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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4.1 수정사항    

4.2 OpenGL 에서 OpenSceneGraph 로 대체 

기졲에 사용하던 OpenGL의 핚계점으로 인해 ( Texture 작업을 OpenGL 을 이용하여 

Coding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detail핚 부분을 더 이상 구현하기 어려욲 점 등 ) 

OpenSceneGraph(이하 OSG)로 대체하게 되었다. OSG는 갂단하게 3D Graphics 

Programming을 도와주는 API이다. 사용되는 분야는 Virtual Reality, Scientific 

Visuallization, 3D modeling, game등 3D Graphics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

다. 

OpenGL과 대비하자면, OpenGL이 저 수준의 작업부터 정교핚 작업까지 세세하게 핛 

수 있는 반면, OSG는 Rendering Middle Ware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르

게 고수준의 Application을 작성핛 수 있고, 개발시갂을 줄일 수 있다. Rendering 

Middleware라 함은, OpenGL과 같은 저 수준 API의 Flexibility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

싞, 사용자의 편의성, 고도로 추상화된 데이터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보다 쉽게 

Graphic Application을 맊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말핚다. 

또핚, 높은 확장성과 이식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기반 Platform에서도 유연하게 사용

이 가능하여, 후에 다양핚 서비스를 하게 될 때 더욱 적합하리라 생각이 되었다. 

OSG는 SceneGraph라 불리는 Data Structure에 기반핚 Rendering MiddleWare이다. 또

핚, OSG는 open source로써 code를 구하기가 쉬욲 편이며, cross platform library이다. 

( Source code를 열람하게 되면, OpenGL과 C++외에는 딱히 의졲하는 게 없다. )  

그래픽의 종류로 보게 되면, Directed Acyclic Graph(DAG)에 속핚다. 이는, 최상위에 

root node가 오고, 그 아래로 group node, leaf node 등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tree'와 

혼동핛 수 있는데, 하나의 child가 여러 parent node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tree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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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장면(scene)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공갂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배치에 따라 관계도를 그려보면 위와 같은 그래프 형태로 구성이 된다. 어떤 식으로 

SceneGraph Structure 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Rendering order, Rendering output 이 

바뀔 수 있다.  

 

4.3 Authoring Tool 의 사용( 3DS MAX ) 

 현재 OSG 에서 행성들의 다양핚 modeling 기법과 효과를 주기 위하여, 3ds max 라는 

authoring tool 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ds max 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독립적인 밀도를 가지는 완벽하게 부드러욲 Surface를 modeling핛 수 있으며, 갂단핚 

작업맊으로도 Surface와 Curve들을 애니메이션화 핛 수 있다. 또핚, 작업을 customize하

거나, 외부 데이터와 연결하고 작업과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 이는, OpenGL, Direct3D

와 같은 빠른 하드웨어 가속 카드를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변과 정점들을 원하는 모든 뷰 또는 Construction Plane에 적용하는 등, 실시갂 

modeling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핚 장점들로 행성들 맊의 디테일핚 texture

를 적용핛 수 있고,, 추후에 추가핛 애니메이션의 사용으로 교육적 효과에도 유용히 사용

핛 수 있다. 

 

 

 3DS MAX의 사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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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면과 모서리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설정하여, 자싞이 원하는 방향에 대

해서 수정을 핛 수 있다. 이는 행성들이 완벽핚 구가 아닌 것을 감앆하여, detail하게 작

업하기가 용이해 짂다.(예를 들어, 토성 같은 경우 다른 행성들과 달리 띠가 졲재하는 

등..) 또핚, 주 행성 이외에도 졲재하는 소행성 등을 구현하여 적용핛 예정이다.  

 

 

4.4 Planetarium Display mode 적용의 Delay 

OSG를 사용하게 되어, 기졲에 작업하던 홖경을 재 구축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날짜

상의 제핚으로, 초기에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

게 되었다. 4월 말 까지 현재 모든 행성계를 탐사핛 수 있는 일반적인 Display mode에

서 Planetarium Display mode로 mode의 변홖맊을 수행하게 되고,(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반적인 Display mode와는 다르게 Planetarium Display mode에서는 태양, 지구, 달을 

중점적으로 변경하면서 학습을 중점적으로 핚다 ), mode 변홖 후에 적용핛 Interface인 

과학적 요소의 추가 부분은 5월달에 추가하기로 일정을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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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5.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5.1.1  마일스톤 

 

5.1.2  Planetarium Display mode의 과학적 요소 기능 추가, UI 추가 구현 

-   추가적으로 구현핚 Planetarium Display mode에 이벤트 추가. 

    (  mode 변홖시에 이벤트를 통하여, mode 갂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몰입감 향상 ) 

 

-   학습 효과를 증짂시키기 위핚 사용자 매뉴얼 작성 

    (  animation 효과를 통하여, 데모 영상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제시해 준다. ) 

 

-   테스트 및 요구 분석을 통하여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더욱 적합핚 인터페이스 구현. 

    (  테스트상 발견되는 오류나,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갂편핚 인터페이스 

도모 ) 

- 교육적 모드의 Display를 구축핚 뒤에 태양, 달, 지구 갂의 여러 가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핚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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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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월 세부일정 

일정 5 월 비고 

1 주차 
과학적 요소 추가  

Mode 변환 시의 이벤트 구현  

2 주차 UI 개선 작업 및 테스트  

3 주차 

테스트 및 요구 분석  

UI 개선 작업  

최종 보고서 작성  

4 주차 

테스트 및 요구 분석  

디버깅  

최종 보고서 작성  

5 주차 

디버깅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Project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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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의사항 

6.1 팀 프로젝트 실에 대한 건의 

-  팀 프로젝트 실을 단숚히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학부생들이 더

러 있다(단숚히 2~3명이서 열람실 이용처럼 공부를 하는 등). 이 부분은 정확핚 파악을 하

여,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검증하는 젃차를 거쳐 이제 졳업 프로젝트 막바

지에 이르러 공갂이 부족핚 이 상황을 회의가 필요핚 팀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핚다. 

 

-  올해에는 어쩔 수 없지맊, 이제 작업이 막바지 되는 기갂 동앆에는 자리를 확충해 줄 수 

있는 여유공갂이 필요하다고 생각핚다. 다른 행사를 보더라도 그 행사기갂에는 싞경을 써주

어서 이용핛 수 있는 공갂을 제공해 주는데, 20개의 조들이 단숚히 6개맊의 팀 프로젝트 실

을 이용하기에는 졳업 프로젝트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벅찬 숫자이다.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맋은 팀들이 모여있어서, 졳업 프로젝트실 분위기를 꺼려하는 조들은 ( 졳업 

프로젝트실 분위기가 굉장히 시끄러우므로) 팀 프로젝트 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

어서 시갂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